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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one year, and casual contracts. The results show that temporary 

contracts incur a wage penalty relative to permanent contracts and this 

wage penalty is largely concentrated on low-wage workers, and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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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Temporary contract, Wage gap,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ith fixed-effects, South Korea

논문 수일: 2019년 12월 2일, 심사의뢰일: 2019년 12월 3일, 심사완료일: 2020년 1월 20일
*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yohann.choi@daum.net)

노 동 정 책 연 구
2020. 제20권 제1호 pp.1~28

한 국 노 동 연 구 원



  노동정책연구․2020년 제20권 제1호2

I. Introduction

From the late 20th century, many countries have witnessed the large increase 

in temporary employment.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this increase was 

rooted on various reasons including the transition in industrial structure, the 

intensifica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he increase in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secondary earners such as female, youth and older adults 

(Burgess, 1997; Marginson, 1989). Since workers on temporary contracts 

generally had lower wages and fringe benefits than workers on permanent 

positions, a series of scholars have shown an interest in whether the difference 

in contract types between temporary and permanent contracts caused the 

difference in wage rates between them.

Since the temporary-permanent contracts’ wage gap can be affected by the 

differences in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degree of importance of tasks and the 

bargaining powers between temporary and permanent contracts, the 

investigation of the temporary-permanent contracts’ wage gap c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labor market. Above all, there are worries about the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many countries and thus researchers are 

required to advance knowledge of relevant issues.

In terms of methodology, one major finding of previous empirical studies 

seems that it is essential to control for individual unobserved heterogeneity in 

estimating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It is due to that permanent jobs 

are generally more preferred and thus in competitive labor market permanent 

workers will have higher productivity which can be determined by unobserved 

characteristics such as ability, motivation or attitude than temporary workers. 

Therefore, previous studies have used a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model 

most widely because a fixed-effects approach does not rely on an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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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unobserved heterogeneity or an assumptions of 

instrumental variables and because there are generally sufficient variations of 

contract types in individuals over longitudinal periods.1) Korean evidence based 

on a fixed-effects approach show that temporary workers experience a wage 

penalty to some degree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Lee and Kim, 2009; 

Lee, 2011).

However, existing theories and explanations suggest that the temporary- 

permanent wage gap can be heterogeneous across the marginal wage distribution. 

And recent empirical studies show that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is 

heterogeneous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and therefore the estimates from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is insufficient to fully understand the temporary- 

permanent wage gap structure(Kim, 2009; Comi and Grasseni, 2012; Pfeifer, 

2012; Bosio, 2014; Cochrane et al., 2017; Kim and Kim, 2018). Especially, 

these studies consistently show that low-wage temporary workers experience a 

higher wage penalty compared to high-wage temporary workers.

The examination of the distributional figures of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was enabl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UQR) by Firpo et al.(2009). However, because previous studies 

using UQR did not control for individual fixed-effects, their estimates have a 

high risk to be biased.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ombine UQR with 

individual fixed-effects in estimating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For 

a good example, Lass and Wooden(2019) apply UQR to an Australian panel 

data with controlling for individual fixed-effects. The way to combine UQR 

with individual fixed-effects is considerably simple because UQR is a 

traditional regression model just with transformed dependent variable, so-called 

the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Firpo et al., 2009). Therefore, traditional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 can be simply used to combine UQR with a 

1) In sample of this study, the ratio of observations which belong to individuals who 
experience both temporary and permanent contracts over longitudinal periods among 
total observations is 33.2 percent in men and 43.4 percent i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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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effects approach(Borgen, 2016). For brevity, I will name this method 

‘UQFER(unconditional quantile fixed-effects regression).’

Conclusively, this study estimates the temporary-permanent hourly wage gap 

across the marginal wage distribution using UQFER to examine the 

distributional picture of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in Korea. Panel 

data is drawn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I analyzed men and 

women aged 20-64 years separately and also consider the internal heterogeneity 

among temporary contracts by classifying them into three exclusive categories: 

temporary contracts of one year or more, temporary contracts of less than one 

year, and casual contracts.

The remainder of this study is constructed as follows. Section Ⅱ reviews the 

prior literature. Data and variables are explained in section Ⅲ. Section Ⅳ 

explains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and how to combine it with 

individual fixed-effects. Section Ⅴ presents regression results and section Ⅵ 

concludes.

Ⅱ. Literature review

Existing theories and explanations suggest that the difference in contract 

types between temporary and permanent contracts may be a cause of the 

difference in wage rates between them. Among these, the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theory suggests the wage premium of temporary workers and many 

other explanations predict the wage penalty of temporary workers. In this 

section, I briefly discuss these explanations in order.

First, the competitive wage differential theory(Rosen, 1986) argues that in 

competitive market temporary workers are compensated for their job insecurity 

by a wage premium. However, because this theory assumes that workers on 

fixed-term contracts choose their temporary position alternative to perma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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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this theory may have lower explanatory power for low-skilled workers 

than for highly skilled workers since many low-skilled temporary workers 

choose their position alternative to unemployment. It also implies that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would be heterogeneous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Second, major explanations suggesting the wage penalty of temporary 

workers include the buffer stock model, the insider-outsider theory and the 

efficiency wage theory. The buffer stock model(Booth et al., 2002a) says that 

since firms tend to uses temporary jobs as a buffer stock which can be easily 

fired when firms confront with financial difficulties, firms set temporary 

workers a residual task and permanent workers a central task and thus it results 

in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The insider-outsider theory(Lindbeck 

and Snower, 1989, 2001) says that the higher firing cost of permanent workers 

give permanent workers a power to raise their wage above the market clearing 

level. And based on the efficiency wage theory, Guell(2003) argues that 

because temporary workers have an incentive to work hard due to a contract 

renewal, firms have no incentive to give more wage to temporary workers to 

enhance their efforts. Since these explanations all assumes the low bargaining 

power of temporary workers which is rooted on their low productivity to a 

certain extent, these explanations also imply that low-skilled temporary workers 

could receive more wage penalty compared to high-skilled temporary workers 

like the wage differential theory.

Based on these theories and explanations, many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A series of studies show that the estimate of the temporary- 

permanent wage gap is highly different between OLS and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Booth et al., 2002b; Mertens et al., 2007; Lee and Kim, 2009; Lee, 

2011). In Korea, Lee and Kim(2009; using KLIPS) find that, compared to 

temporary workers, permanent workers have 12.6 percent higher hourly wage 

in OLS and this is reduced to 7.5 percent in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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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using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also finds 

that the wage premium of permanent workers is 21.8 percent in OLS and 6.5 

percent in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control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is a minimal requirement. Also, the Korean 

results from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of Lee and Kim(2009) and Lee 

(2011) are similar to the results in foreign countries. Booth et al.(2002b) 

showed that in Britain the wage penalty of temporary workers is about 9-11 

percentage among men and 7.5-11 percentages among women when using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And Mertens et al.(2007) found that the hourly 

wage penalty of temporary workers is 6.9 percentage in West Germany and 4.4 

percentage in Spain.

With the development of UQR, recent studies have examined the temporary- 

permanent wage gap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using UQR without 

controlling for individual fixed-effects. There are the studies of Bosio(2014) in 

Italy, Cochrane et al.(2017) in New Zealand and Kim and Kim(2018) in Korea. 

They consistently find that low-paid temporary workers tend to experience 

wage penalty and this penalty decreases toward the upper quantiles of the wage 

distribution. However, some studies(Kim, 2009; Comi and Grasseni, 2012; 

Pfeifer, 2012) use traditional(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Koenker and 

Bassett, 1978) which is an inappropriate approach(Killewald and Bearak, 

2014). However, the studies using UQR without individual fixed-effects have 

a higher risk to be biased because individual unobserved heterogeneity can 

have the considerable confounding effects.

However, I can find only one study which estimates the temporary- 

permanent wage gap using UQFER. Using Australian panel data and UQFER, 

Lass and Wooden(2019) find that fixed-term contract workers have similar 

hourly wage with open-ended workers, low-paid casual workers experience a 

wage penalty at the lower wage distribution and a wage premium at the higher 

wage distribution, and temporary agency workers usually receive a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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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Ⅲ. Data

I use the 4-20th waves(2001~2017)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KLIPS), an annual panel survey in Korea. KLIPS provides sufficient 

demographic and labor market variables which is necessary in this study. 

KLIPS collected 5,000 households at the first wave and additionally added 

1,415 household at the 12th wave. The 20th wave succeeded to survey 67.1 

percent of original households and 84.4 percent of households who are 

surveyed at the 12th wave. Using KLIPS, I analyze separately men and women 

aged 20-64 years who are not in regular education.

Our dependent variable is the log value of hourly wage. Hourly wage is 

calculated using monthly wage and weekly working hours(summing up both 

regular and irregular working hours). Wages are adjusted using the consumer 

price index(2015=100) from the Bank of Korea.

Employment contracts are calculated using two variables. First, in most 

surveys in Korea including KLIPS, wage earners are basically classified into 

(a) workers with explicit or implicit contracts of one year or more (including 

permanent contracts); (b) workers with explicit or implicit contracts of less 

than one year and ‘one month or more’; (c) workers with explicit or implicit 

contracts of less than one month. Second, KLIPS surveys self-reported status 

of regular or irregular workers. However, this classification is not exactly same 

with the classification of temporary and permanent workers. For examples, in 

Korea, regular workers do not include both part-time earners who are 

permanent works and permanent workers who are not secured same rights of 

regular workers in terms of wage or promotion. Despite these problems, the 

overlapping portion of regular and permanent workers might be 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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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in Korea full-time work is dominant in permanent employment and the 

non-regular workers with permanent contracts are largely concentrated on 

public sector which constitutes a small portion among total employment in 

Korea. Although KLIPS additionally surveys whether fixed-term contract exists 

or not, this variable shows considerably inconsistent results with above 

variables(see Choi, 2019). Conclusively, I classify wage earners who are in 

category (a) and regular workers as permanent workers; those who are in 

category (a) and irregular workers as temporary workers with contracts of one 

year or more; those who are in category (b) as temporary workers with 

contracts of less than one year; and, finally, those who are in category (c) as 

casual workers.

Control variables include age and its squared term, final educational 

attainment (high school, college, and university), marital status(with or without 

spouse), children aged 0-18 in a household, residential area(metropolitan areas, 

major cities, and other cities), industry(23 categories), occupation(10 categories), 

firm sizes(11 categories), tenure years and its squared term, labor union in a 

firm, labor union membership and year dummies. Final observations include 

46,053 men and 30,845 women. Table 1 shows summary statistics of hourly 

wage, age and final educational attainment by contract types.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hourly wage between temporary and permanent 

workers. The ratio between the incidence of permanent workers and that of 

temporary workers appears to be 2.92 : 1 among men and 1.43 : 1 among 

women. Therefore, men are mostly employed on open-ended contracts. The 

mean value of hourly wage of temporary workers is 66.3 percent (=9,992/ 

15,075) of that of permanent workers among men and 70.5 percent (=7,216/ 

10,230) among women. Figure 1 presents the density function of the hourly 

wage of each contract type. Also, temporary workers are older and have lower 

educational level than permanent workers, implying the lower productivity of 

temporary workers than permanent workers. Therefore, the large por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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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permanent wage gap may be derived from the temporary-permanent 

difference in productivity. For brevity, I present full summary statistics for 

other control variables in appendix.

<Table 1> Summary statistics of hourly wage, age and final 

educational attainment by contract types

Permanent 
worker

Temporary 
worker

Temporary 
worker with 
contacts of 
one year or 
more

T e m p o r a r y 
worker with 
contacts of 
less than one 
year

Casual 
worker

(Men)

Hourly wage 
(Won)

15,075
 (11,070)

9,992
 (6,664)

10,975
 (7,288)

9,174
 (6,984)

9,977
 (5,843)

Log of hourly 
wage

9.46
 (0.56)

9.07
 (0.51)

9.14
 (0.56)

8.96
 (0.54)

9.11
 (0.43)

Age
40.0

 (9.4)
44.3

 (11.9)
42.3

 (11.8)
41.0

 (13.2)
48.3

 (9.7)

High School 44% 78% 65% 69% 94%

College 17% 9% 15% 10% 3%

University 39% 13% 20% 20% 3%

Observations 34,298 11,755 3,190 3,735 4,830

(Women)

Hourly wage 
(Won)

10,230
 (6,376)

7,216
 (6,796)

7,665
 (5,225)

7,432
 (8,406)

5,974
 (3,783)

Log of hourly 
wage

9.08 
(0.54)

8.73 
(0.51)

8.82 
(0.48)

8.73 
(0.54)

8.57 
(0.47)

Age
37.0 

(10.2)
43.7 

(11.4)
42.8 

(11.0)
42.4 

(11.7)
48.4 

(9.86)

High School 46% 77% 72% 72% 93%

College 22% 10% 14% 11% 4%

University 32% 13% 14% 17% 3%

Observations 18,131 12,714 4,010 6,181 2,523

Note : Mean(standard deviation) and percentag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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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the log of hourly wage by contrac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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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ith 

fixed-effects

As reviewed in section Ⅱ, temporary workers with lower productivity can 

experience the higher risk of a wage penalty than those with higher 

productivity. It implies that the temporary-permanent contracts’ wage gap 

would be different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The heterogeneity of the 

temporary-permanent contracts’ wage gap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can be 

detected using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However, nowadays, it is well 

recognized that traditional 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Koenker and Bassett, 

1978; so called, CQR) cannot consistently estimate the partial effects of 

treatment variables on a functional of the marginal distribution of a dependent 

variable and that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UQR; Firpo et al., 2009) has 

to be used instead. It is because when using CQR the coefficients means the 

partial effects of treatment variables on a functional of the distribution of the 

partialled-out dependent variable by other covariates having effects on worker’s 

wage rates such as age, education, firm sizes, tenure years, unobserved ability 

and motivation, and so on(for an intuitive explanation, see Killewald and 

Bearak, 2014).

UQR is suggested through the seminal work of Firpo et al.(2009). They 

discovered that the partial effects on a functional of the marginal distribution 

of a dependent variable can be consistently estimated by using the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RIF) of a dependent variable as a new dependent variable. 

They summarize these findings as Corollary 1(p.958). It may be useful here 

to quote it.

Corollary 1—Unconditional Partial Effects : Assuming that , the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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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upport  of , is such that if ∈, then   . Then the 

vector  of partial effects of small location shifts in the distribution of 

a continuous covariate  on  can be written using the vector of 

average derivatives



  
                           (1)

The RIF is normally definded as follows(Firpo et al., 2009, p.956).

  

                               (2)

where  represents the cumulative distribution of ,  indicates the 

real-valued functional of , and  is the probability measure that has one 

at the value y and zero at the others. In the case of quantiles, the RIF is 

expressed as follows(p.958).

   

≤
                              (3)

where  represents a dependent variable,  represents a specific quantile, and 

 represents the value of dependent variable at a specific quantile . And 

∙ is an indicator function having a value of zero or one, and  ∙ is 

the density function of a dependent variable which has to be estimated from 

the sample. Since given a specific quantile ,  and   have fixed values 

and ≤ has a binary value, the RIF will also have a binary value.2)

Thus, UQR becomes a probability model and finally the equation (4) is to be 

estimated by using linear probability regression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2) Among the Korean articles, Kim and Min(2013) provide more detailed explanations 
about U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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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quation (4),  indicates an individual,  indicates a time,   represents a row 

vector of all treatment and control variables and  represents individual fixed- 

effects. Since  captures all constant terms, equation (4) can be simply rewritten 

as equation (5).

          

            ′                                   (4)

       ′              (5)

However, because Firpo et al.(2009) showed that the regression results are 

almost similar between linear probability regression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subsequent studies also have conventionally used linear probability 

regression when applying UQR. Therefore, this study also estimates a linear 

probability model. Also, individual fixed-effects can be easily controlled for by 

using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Borgen(2016) explains practical procedures 

to estimat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ith individual fixed-effects when 

using Stata and provides the xtrifreg command which can carry out these 

procedures. So, I estimated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using this 

command. Lastly, men and women are separately analyzed and then the value 

of each quantile of hourly wage is different between them.

Ⅴ. Regression results

1. Results from linear regression

Table 2 and table 3 present the linear regression results and the UQR results, 

respectively. Linear regression estimates the partial effects of covariat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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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al mean of a dependent variable and UQR estimates the partial effects 

of covariates on the specific quantile of the marginal distribution of a 

dependent variable.

First, I look into the results from linear regression in table 2. In table 2, I 

present the results from both OLS and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The OLS 

estimates show that,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have 

12 percent lower hourly wage among men and 11 percent lower hourly wage 

among women(p<0.001). And these estimates are reduced to 8 percentages 

among men and 6 percent among women(p<0.001).

This estimated hourly wage gap between temporary and permanent workers 

from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is almost similar with previous studies in 

Korea. Lee and Kim(2009; using KLIPS) and Lee(2011; using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estimated that regular workers have 

6.5 percent higher(p<0.001) and 7.5 percent higher(p<0.001) hourly wages than 

irregular workers, respectively. These studies did not analyze men and women 

separately. So, Lee(2011), Lee and Kim(2009) and this study which are all 

based on a fixed-effects approach result in considerably similar estimates.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the evident heterogeneity among temporary 

workers. The wage penalty of temporary contracts is largest among temporary 

workers with contracts of less than one year.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hourly wages of temporary workers of less than one year 

are 13 percent lower among men and 9 percent lower among women than 

those of permanent workers(p<0.001). On the other hand, temporary workers 

with contracts of one year or more have 5 percent lower hourly wage among 

men(p<0.001) and 3 percent lower hourly wage among women(p<0.01) than 

permanent workers. One notable finding is that the wage penalty experienced 

by casual workers is evidently lower than that experienced by temporary 

workers with contracts of less than one-year. The coefficients of male casual 

workers are insignificant at 0.05 level and female casual workers show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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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 lower hourly wage than female permanent workers. It implies that the 

compensating wage theory has more explanatory power for the hourly wage of 

casual workers than workers employed on other temporary contracts.

<Table 2> Temporary-permanent wage gap : OLS and Linear FE 

regression

Men
Without fixed-effects With fixed-effects

Temporary contract
-0.12*** 
(0.01)

-0.08*** 
(0.01)

Temporary contract of one year 
or more

-0.10*** 
(0.01)

-0.05*** 
(0.01)

Temporary contract of less than 
one year

-0.17*** 
(0.01)

-0.13*** 
(0.01)

Casual contract
-0.09*** 
(0.01)

-0.03 
(0.02)

R-squared or within R-squared 0.52 0.52 0.29 0.29
Observations 46,053 46,053 46,053 46,053

Women
Without fixed-effects With fixed-effects

Temporary contract
-0.11*** 
(0.01)

-0.06*** 
(0.01)

Temporary contract of one year 
or more

-0.09*** 
(0.01)

-0.03** 
(0.01)

Temporary contract of less than 
one year

-0.13*** 
(0.01)

-0.09*** 
(0.01)

Casual contract
-0.10*** 
(0.01)

-0.04* 
(0.02)

R-squared or within R-squared 0.52 0.52 0.22 0.22
Observations 30,845 30,845 30,845 30,845

Note : Estimates from OLS and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Coefficients(standard 

error) are presented. The reference category is the permanent worker. Control 

variables include age and its squared term, final educational attainment(high 

school, college, and university), marital status(with spouse, and without 

spouse), children aged 0-18 in a household, residential area(metropolitan 

areas, major cities, and other cities), industry(21 categories), occupation(10 

categories), firm sizes(11 categories), tenure years and its squared term, labor 

union in a firm, labor union membership and year dummies.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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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ults from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Next, I turn to the results from UQR and UQFER. I present estimated 

coefficients in table 3 and these are summarized in figure 2 and 3. First, when 

not classifying temporary contracts into detailed categories, the temporary- 

permanent hourly wage gap is wider at the lower wage distribution than at the 

higher wage distribution. Among men, the wage penalty of temporary workers 

from UQFER is 12-14 percentages at the 10-30th quantiles, 6-9 percentages at 

the 40-60th quantiles and 2-4 percentages at the 70-90th quantiles. In women, 

those are 9-11 percentages, 5-9 percentages and 1-3 percentages, respectively. 

So, the theoretical expectation that the wage penalty of temporary workers is 

more severe at the lower wage distribution than at the higher wage distribution 

appears to have explanatory power for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in 

Korea.

On the other hand, when classifying temporary workers into three categories, 

there are evident differences in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among three forms of temporary contracts. Through the 

results from UQFER in figure 3, we can see that the wider wage penalty of 

temporary workers at the lower wage distribution than at the higher wage 

distribution can be found only in temporary contracts of less than one year 

among men and in temporary contracts of less than one year and casual 

contracts among women. Especially, the wage penalty experienced by low- 

wage temporary workers with contracts of less than one-year is severe at the 

lower wage distribution. Male temporary workers with contracts of less than 

one-year have about 22-31 percent lower hourly wage at the 10-30th quantiles 

than comparable male permanent workers. Also in women, these gaps are 

15-18 percentages.

Also,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First, at the 

lower wage distribution, the wage penalty of a casual contract exists on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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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and not for men. It seems because there are higher demands of a high 

degree manual labor through casual contracts. Construction is a representative 

industry belonging to this case. Second, at the high wage distribution, women 

with a temporary contract of less than one year and a casual contract appear 

to experience a wage premium which is not observed in men. Although there 

could be many potential reasons for this gender difference, I think that it can 

be due to the difficulties of women to achieve both work and life goals in a 

country where the male breadwinner model is dominant.

Now, I compare the above results with previous studies in Korea other than 

Lee(2011) and Lee and Kim(2009). Using the Establishment Survey and 

cross-sectional analysis, Kim and Park(2006) found that the temporary- 

permanent wage gap is 6.8 percent among men and 7.7 percent among women 

when not controlling for firm size dummies and these gaps increase to 20.7 

percent among men and 20.9 percent among women after controlling for firm 

size dummies. Based on this study as well as Lee and Kim(2009) and 

Lee(2011), the estimates of Kim and Park(2006) seem to be considerably 

overestimated because they do not control for an individual unobserved 

heterogeneity. Therefore, their former estimates(6.8-7.7 percentages) which are 

similar with the estimates of this study seem to be resulted from two sources 

of bias having contrasting effects. One is from not controlling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and the other is from not controlling for firm size dummies.3)

Also, Kim and Kim(2018) estimated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using only the 19th wave of KLIPS using UQR. They show similar figures of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with this study. 

However, since this study uses the KLIPS over much more longer period, this 

study can be understood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eir study and I do not 

refer to the study of them in detail. Lastly, Nam(2007) concluded that the 

3) Their following study(Park and Kim, 2007) reports somewhat lower estimates 
(11.1-12.6 percentages among men and 15.7-17.9 percentages amo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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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mporary-permanent wage gap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 UQR and UQFER

Men(Observations: 46,053)
10th 20th 30th 40th 50th 60th 70th 80th 90th

UQR

Temporary 
contract -0.16*** -0.16*** -0.17*** -0.15*** -0.13*** -0.13*** -0.12*** -0.08*** -0.06***

R-squared 0.21 0.28 0.33 0.36 0.39 0.39 0.38 0.34 0.24
Temporary 
contract of one 
year or more

-0.11*** -0.11*** -0.12*** -0.13*** -0.10*** -0.10*** -0.10*** -0.08*** -0.07***

Temporary 
contract of less 
than one year

-0.32*** -0.27*** -0.25*** -0.20*** -0.15*** -0.15*** -0.12*** -0.07*** -0.04**

Casual contract -0.01 -0.07*** -0.12*** -0.13*** -0.15*** -0.16*** -0.14*** -0.10*** -0.08***
R-squared 0.21 0.28 0.33 0.36 0.39 0.39 0.38 0.34 0.24

UQFER

Temporary 
contract -0.14*** -0.11*** -0.12*** -0.09*** -0.06*** -0.06*** -0.04*** -0.02+ -0.03+

R-squared 0.09 0.13 0.15 0.16 0.16 0.16 0.15 0.12 0.08
Temporary 
contract of one 
year or more

-0.08* -0.06* -0.07*** -0.07*** -0.04** -0.05** -0.04* -0.04* -0.03+

Temporary 
contract of less 
than one year

-0.31*** -0.23*** -0.22*** -0.14*** -0.09*** -0.07*** -0.03+ -0.01 -0.01

Casual contract 0.01 0.00 -0.08** -0.03 -0.05* -0.06** -0.04+ -0.02 -0.03+
R-squared 0.09 0.13 0.15 0.16 0.16 0.16 0.15 0.12 0.08

Women(Observations: 30,845)
10th 20th 30th 40th 50th 60th 70th 80th 90th

UQR

Temporary 
contract -0.12*** -0.12*** -0.13*** -0.13*** -0.14*** -0.12*** -0.14*** -0.10*** -0.04**

R-squared 0.16 0.25 0.33 0.37 0.40 0.42 0.42 0.39 0.30
Temporary 
contract of one 
year or more

-0.04*** -0.06*** -0.07*** -0.08*** -0.10*** -0.11*** -0.15*** -0.14*** -0.10***

Temporary 
contract of less 
than one year

-0.15*** -0.16*** -0.16*** -0.16*** -0.17*** -0.14*** -0.14*** -0.08*** -0.01

Casual contract -0.18*** -0.16*** -0.15*** -0.15*** -0.13*** -0.08*** -0.06*** -0.02 0.03+
R-squared 0.16 0.25 0.33 0.37 0.40 0.42 0.42 0.39 0.30

UQFER

Temporary 
contract -0.11*** -0.10*** -0.09*** -0.09*** -0.07*** -0.05*** -0.03+ 0.01 0.03+

R-squared 0.07 0.11 0.15 0.14 0.13 0.13 0.11 0.09 0.09
Temporary 
contract of one 
year or more

-0.03 -0.02 -0.04* -0.04** -0.03* -0.03+ -0.03+ -0.02 -0.01

Temporary 
contract of less 
than one year

-0.18*** -0.17*** -0.15*** -0.13*** -0.11*** -0.07*** -0.03+ 0.02 0.06**

Casual contract -0.15*** -0.13*** -0.09** -0.09*** -0.04 -0.02 0.01 0.06** 0.08**
R-squared 0.07 0.11 0.15 0.14 0.13 0.13 0.11 0.10 0.09

Note : Estimates from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and unconditional quantile fixed- 
effects regression. Coefficients are presented. The reference category is the permanent 
worker. Control variables include age and its squared term, final educational attainment 
(high school, college, and university), marital status(with spouse, and without spouse), 
children aged 0-18 in a household, residential area(metropolitan areas, major cities, and 
other cities), industry(21 categories), occupation(10 categories), firm sizes(11 categories), 
tenure years and its squared term, labor union in a firm, labor union membership and 
year dummies.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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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mporary-permanent wage gap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Note : Coefficient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are fig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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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emporary-permanent wage gap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by classifying temporary contracts into 

three categories

Note : Coefficient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are fig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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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permanent wage gap actually does not exist in Korea us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e highly different results of Nam 

(2007) with other studies including this study seem to be caused by the 

definition of employment contracts which Nam used. As explained in section 

Ⅲ, in Korea, there is a basic classification of wage earners. However, Nam did 

not use this classification and he relied on only whether there is an explicit 

contract duration. Therefore, the permanent workers of the results of Nam 

included the workers with implicit temporary contracts, resulting in the 

underestimation of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Ⅵ. Conclusion

Relying on sufficiently longer and larger panel data in South Korea, this 

study estimates the temporary-permanent contracts’ hourly wage gap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using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ith individual 

fixed-effects. This study conclusively finds that temporary workers experience 

some wage penalty than permanent workers and that this penalty is largely 

concentrated on low-wage workers. Also, low-wage workers with specific 

forms of temporary contracts appear to receive severe wage penalty.

Compared to prior empirical evidence in Korea, this study evidently provides 

more robust pictures in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structure. Also, this 

study comprehensively considers both gender difference in labor market regimes 

and internal heterogeneity among temporary workers.

There remain two methodological issues which are not sufficiently discussed 

even in foreign studies. One is the bias which can be generated from 

interpolation or extrapolation(King and Zeng, 2006). It is occurred by the high 

imbalance of covariates between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However, since 

in general individuals compete for more secure jobs, the distrib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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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riates which affects hourly wage can be highly different between 

temporary and permanent contracts. For an example, the results of Kim and 

Park(2006) imply that the distribution of firm sizes is highly different between 

temporary and permanent workers. The distribution of ages, education, tenure 

years, industry, occupation or union membership all tend to be highly different 

between fixed-term and open-ended contracts. Therefore,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examine whether the results will differ when applying the covariate 

balancing approach.

Also, although most previous studies have used a linear probability model 

instead of a binary probability model(logit or probit) when applying UQR 

following the simulation results of Firpo et al.(2009). However, when combining 

the UQR with fixed-effects, the considerable difference raises between a linear 

probability model and a binary probability model. This is that the logistic 

fixed-effects regression(Andersen, 1970; Chamberlain, 1980) which is typically 

used as a binary probability model does not include observations which have 

no variation in a dependent variable over individual observed longitudinal 

periods. However, the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which is used as a linear 

probability model does not exclude them. Therefore, when applying fixed- 

effects approach, the number of analyzed observations is highly different 

between logistic fixed-effects regression and linear fixed-effects regression. 

Evidently, it can result in considerable difference in estimates between linear 

probability regression and binary probability regression.

Conclusively, this study highlights on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which 

can help those who involuntarily takes residual tasks in forms of temporary 

contracts to translate into better jobs which have responsibilities for more 

central tasks of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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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A1> Full summary statistics

Men Women
Permanent Temporary Permanent Temporary

With Spouse 75.3% 63.5% 59.5% 67.3%
Children(0-18) 55.4% 34.9% 44.0% 40.1%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areas 44.3% 45.7% 45.2% 45.4%
 Major cities 30.1% 27.1% 30.2% 28.4%
 Other cities 25.6% 27.2% 24.6% 26.2%
Industr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4% 1.6% 0.1% 1.6%
 Mining and quarrying 0.3% 0.2% 0.1% 0.0%
 Manufacturing 32.8% 12.9% 20.3% 14.0%
 Electricity, gas, steam and water supply 1.1% 0.3% 0.1% 0.2%
 Sewerage,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covery

and remediation activities
1.5% 0.7% 0.6% 0.2%

 Construction 7.9% 35.6% 1.7% 2.1%
 Wholesale and retail trade 10.2% 9.0% 11.5% 15.5%
 Transportation 7.1% 5.8% 2.2% 1.4%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2.1% 3.7% 5.1% 18.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5.6% 2.8% 4.0% 2.6%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3.6% 2.1% 4.7% 3.1%
 Real estate activities and renting and leasing 2.8% 4.3% 2.6% 2.8%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4.3% 1.6% 4.1% 1.7%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1.4% 5.6% 1.6% 3.4%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compulsory 
social security

7.0% 2.5% 4.3% 2.8%

 Education 5.2% 4.5% 14.8% 11.3%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2.2% 1.4% 17.3% 8.3%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0.6% 2.0% 0.9% 1.6%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3.7% 3.4% 3.9% 5.7%

 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undifferentiated 
 goods and services producing activities of household

for own use
0.0% 0.0% 0.1% 3.5%

 Activities of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0.1% 0.1% 0.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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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Women

Permanent Temporary Permanent Temporary

Occupation

 Manager 2.8% 0.6% 0.5% 0.1%

 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 27.0% 14.7% 34.8% 14.9%

 Clerks 20.1% 5.0% 28.9% 9.3%

 Service workers 3.7% 3.5% 6.1% 17.0%

 Sales workers 6.8% 6.0% 8.4% 13.2%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0.2% 1.3% 0.0% 0.4%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11.7% 32.6% 3.6% 6.4%

 Equipment, machine operating and assembling 
workers

21.0% 13.7% 8.6% 5.9%

 Elementary workers 6.0% 22.6% 9.1% 32.8%

 Armed forces 0.8% 0.0% 0.0% -

Firm sizes

 1~4 7.9% 18.3% 13.6% 25.0%

 5~9 9.6% 16.1% 13.9% 14.2%

 10~29 15.2% 15.4% 16.0% 13.3%

 30~49 7.2% 5.0% 6.4% 4.6%

 50~69 5.6% 3.2% 4.5% 3.1%

 70~99 3.9% 2.1% 3.3% 1.9%

 100~299 11.3% 5.3% 8.5% 5.5%

 300~499 4.1% 1.5% 3.1% 1.8%

 500-999 4.0% 1.6% 3.3% 1.9%

 1,000+ 19.1% 6.8% 12.3% 9.2%

 Missing 12.0% 24.6% 15.1% 19.6%

Tenure years 7.9(7.8) 5.3(7.2) 5.5(6.2) 3.0(3.9)

Labor union in a firm 27.6% 7.0% 19.5% 6.4%

Labor union membership 17.2% 2.6% 10.5% 1.5%

Observations 34,298 11,755 18,131 12,714

Note : Missing values of firm sizes are not excluded and coded as an additional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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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유기계약과 무기계약 간의 임 분포에 따른 임 격차 : 
무조건부 분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최 요 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상으로 유기계약(temporary contract)과 무기계

약(permanent contract) 간의 한계임 분포에 따른 임 격차를 추정하 다. 

이를 하여, 시간당 임 의 로그값과 계약유형 간의 계를 패 자료와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무조건부 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

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유기계약을 1년 이상 유기계

약, 1년 미만 유기계약, 그리고 일용계약의 세 배타  범주들로 나 어 

추가 인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는 유기계약이 무기계약에 비해서 

임 페 티를 발생시키고 한 이 임 페 티는 주로 임  근로자들에

게 집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 으며, 한 특정한 유기계약 형태를 가

진 임  근로자들은 매우 높은 임 페 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유기계약, 임 격차, 무조건부 분  고정효과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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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1)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덕호
**

본 연구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을 하여, 2016년 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 으며, 취업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

형을, 고용형태, 임 수 ,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성향 수매칭(PSM) 후 두 집단 간 차이분석과 

조 효과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그 성과를 규명하 다. 

분석결과, 동 로그램 참여는 취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임 수 과 직장만족도에서는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동 로그램에 참여하며, 참여자는 상 으로 취업의지가 높고 취

업상담과 알선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처럼 노동시장이 

분 된 상황에서 제 로 된 취업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질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핵심용어:취업성공패키지, 청년고용정책, 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성향 수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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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문제 제기

1997년 외환 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2003년 공

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단기 책과 산학 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 책을 포

하는 청년고용 책을 발표한 이래 많은 책들을 수립하 으며, 그때마다 청

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격차와 이 구조, 산업수요에 부

응하지 못하는 교육 등 경제․사회의 구조  문제들이 복합 으로 얽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00년  들어 유럽 국가들은 Schmid(1998)의 이행노동시장이론을 정책의 

이론  틀로 활용하여 실업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극  노동

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 ALMPs)들을 경쟁 으로 도입하 으

나, 청년들은 다양하고 이질 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시장정책 로그

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직 일자리사업이나 고

용보조 사업은 개 많은 산을 수반하고 지 않은 사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통합  취업지원 로그램은 비용 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LO, 2015; OECD, 2014). OECD 25개국을 

상으로 1985~2009년 실시한 극  노동시장 로그램별 고용률 기여효과 

분석에서도 취업상담과 알선을 제공하는 공공고용서비스가 장기 으로는 가

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3). 

한국은 기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과정을 통해 취업을 진하는 취

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을 2009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그 성과에 하여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는 드물며, 특히, 일자리의 질  지표인 고용형태, 임 수

,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과 문제인식하에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에의 참여가 일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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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표인 취업과 질  지표인 고용형태, 임 수 , 일자리 만족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2016년 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Ⅱ. 이론  논의1)

1. 노동시장 성과의 개념과 이론

노동시장 성과는 취업여부와 취업한 일자리의 질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Sewell & Hausser, 1975; Lin et al, 1981). 일반 으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임 이 높으며, 사회  지 나 만족도가 높으면 좋은 일자리라 말한다(방하

남․이상호, 2006; 송 남, 2010; Clark, 1998; Jencks et al., 1988). 따라서 노동

시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양  측면에서는 취업여부를, 질  측면에서

는 고용안정성, 임 수 , 직장만족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취업은 직업을 가진다는 의미이지만, 통계를 작성할 때 취업자는 특정한 의

미를 지닌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취업자 개념을 ILO 기 에 따르고 

있으며(통계청, 2018), 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

사상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고용안정성 여부는 종사상 지  는 고용형태를 

통해 단할 수 있는데, 종사상 지 별로는 상용직을,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을 고용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최문경․이기엽, 2008). 본 연구에서는 고용

안정성을 단하는 지표로 고용형태별 분류를 사용하 다. 임 은 “사용자가 

근로의 가로 근로자에게 임 , ,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 하는 

일체의 품”을 말한다(근로기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임 수 은 졸업 후 18개월이 지난 재 시 에서의 월평균 근로소득이다. 일

1) 노동시장 성과의 개념과 이론, 결정요인 등에 해서는 본 자의 박사학  논문인 ｢청년

고용정책 사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향｣과 직업능력개발연구(제22권 제3호)에 게

재한 ｢ 졸 청년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성과 분석｣의 취업성과에 한 이론  논의를 

재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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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만족이란 자신이 근무하는 일자리에 해 느끼는 정서  상태와 근무지향

성을 지칭한다(방하남․김상욱, 2009). 일자리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동

시장의 공  측면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가정배경 등이 있으며(김상욱․유홍

, 2002; 방하남․김상욱, 2009),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는 사업체의 규모

나 치, 고용형태, 일의 합도, 임 , 고용안정, 근무환경 등이 있다(이 면, 

2005; 김성훈, 2007; 배화숙․이인숙, 2008)

노동시장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에 의해 설명

되고 있다. 인 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식과 

기술 등의 인 자본을 많이 축 할수록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고 

말한다(Schultz, 1961; Lynch, 1989; Acemoglu and Pischke, 1999). 이에 반해, 

시장신호와 선별이론(Market Signaling and Screening Theory)은 교육이나 직

업훈련은 단지 능력을 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과 임  간에 정(+)

의 상 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교육에 의한 생산성 향상 때문

이 아니라 선천 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다는 신호를 사업주에게 알려주었

기 때문이라 주장한다(Spencer, 1973). 지 획득이론(Status Attainment Theory)

은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지 와 직업 등 부모의 사회경제  배경이 자녀의 

취업에 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은 부모의 사회경제  배경이 자녀

의 취업에 미치는 향이 커지고 있다(황여정․백병부, 2008; 김종성, 2013). 노

동시장분 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은 노동시장이 구조 으로 

분 되어 상호 배타 이고 노동시장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두 개의 노동시

장이 존재한다고 제하고, 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과 제공받는 조건이 

다르다고 말한다(Marcotte, 2000; Finegold et al., 2005; Koske et al., 2012). 즉, 

1차 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에는 고용안정, 높은 임 , 승진기회, 직업

훈련 등을 보장받는 직업군들이 존재하는 반면,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한 것들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행노동시장이론(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은 구직자와 실

직자의 고용 진을 해 도입하는 정부의 극  노동시장 정책의 요성을 강

조한다. 1990년 에 들어 사회보장  차원의 방법으로는 노동시장 이행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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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발생하는 험 응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OECD 국가들을 심으로 

극  노동시장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 으며, 이행노동시장이론은 그 논거

를 제공하 다(Schmid, 1998). Schmid(1998)는 개인이 노동시장 이행의 여러 단

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실업, 소득감소, 숙련부족, 일자리 정보 부족 등의 험요

인에 해 종합 인 에서 체계 으로 리하면서 더 나은 상태로 이행을 

진하기 해서는 정부의 극  노동시장 정책이 매우 요하다고 말한다.

2.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으로 인 자본이론은 교육과 훈

련을, 시장신호이론은 출신 학교의 세를, 지 획득이론은 부모의 사회경제  

배경을, 노동시장분 이론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격차와 차별을, 이행노동시

장이론은 극  노동시장 정책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제 이론을 토 로 정리

하면, 개인속성, 학교특성, 가족배경, 정부정책 등이 노동시장 성과에 향을 미

친다고 하겠다.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속성의 경우, 

우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업, 임 , 고용형태 등에서 더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재호, 2001; 채구묵, 2007; 이시균․윤정향, 2008; Donna, 

2007). 연령은 업무에 한 지식과 경력의 증가로 인해 임  상승에 향을 미

친다고 보고 있지만(이규용․김용 , 2003; 강은 , 2012; 박환보, 2012), 노동

시장 성과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채구묵, 2007; 채창균․김태

기, 2009). 혼인은 특히 여성에게 미치는 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결혼 후 출산은 여성이 경제활동보다는 가정 내 역할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

하게 할 것이라는 사회 념 때문이다(김태홍․김종숙, 2002; 민 주․임희정, 

2009; Moen & Smith, 1986). 

학교특성 요인으로는 학교 유형, 학교 소재지, 학교 명성, 공 등이 언 되

고 있다. 교육수 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높은 수 의 지 획득을 하고 있

으며(김희삼․이삼호, 2007; 박환보, 2011), 한국에서는 학교의 치와 명성이 

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서울 소재 학의 졸업생이 

지방 학 졸업생보다 취업확률이 높고, 고용형태가 안정 이며 임 도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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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김용 , 2003; 류장수, 2003; 오호 , 2007), 명문  졸업자가 노동시

장에서 비교우 를 차지함으로써 임  리미엄이 존재하고 있다(류장수, 2003; 

이주호 외, 2003; 오호 , 2007). 공의 경우, 이공계열이 체능계열, 인문계

열, 교육계열보다 상용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고, 임 수 에까지 향

을 미치고 있으며(유동형․민 주, 2012), 공학계열 공자가 인문사회계열 

공자에 비해 임 이 높은 직업을 획득할 확률이 높다(김창환․김형석, 2006).

부모의 사회경제  배경도 주요한 결정요인  하나이다. 부모 학력은 노동

시장의 성과에 정(+)의 효과를 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이나(방하남․김기헌, 

2001; 황여정․백병부, 2008; 이자 ․연보라, 2012), 반 로 부(-)의 효과를 주

거나(장기 , 2008),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남기곤, 2009; 

이 성, 2010)도 있다. 그러나 부(-)의 효과를 주는 이유는 부모 학력이 높은 자

녀의 취업확률이 낮다기보다 상 학교나 유학 때문에 취업을 유 하는 것으로 

야 한다(장기 , 2008).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취업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결과는 일 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장기 , 2008; 김정숙, 2009; 이자 ․

연보라, 2012). 한국은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경우 개인이 직업을 얻기

까지 부모로부터의 경제  도움과 교육에 한 극  지원을 받는 구조이다

(김종성․이병훈, 2014). 

3.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은 2009년 소득층에 한 통합형 고용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의 3단계 과정을 통해 구

직자의 취업을 지원한다. 2011년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 

취약계층 상 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과 고령자의 뉴스타트(new start) 로그

램과 디딤돌 일자리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도입 당시에는 지원 상이 1만 명이었으나, 2015

년에는 36만 명으로 규모가 격히 확 되었으며, 산도 2009년 104억 원에

서 2015년 3,135억 원으로 6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하 다. 지원 상의 규모 

확 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인력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정부

는 2010년 총 55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일부를 탁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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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11년에는 국 으로 210개의 민간 탁사업자가 선정되었다.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16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이 신설되고, 직업훈련 심의 2단계 로

그램에서 일 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 직무능력향상을 한 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화되었는데, 이 로그램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탁하여 실

시되었다.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에는 2016년 192,728명이 참여하여 

취업률 72.7%, 1년 후 고용유지율은 46.6%를 보 다.

<표 1>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 황

(단 : 명, %)

목표인원 참여인원 취업자수 취업률
고용유지율

3월 6월 1년

2009 10,000 9,091 1,094 24.2 73.3 43.6 29.2

2010 20,000 25,230 14,927 60.4 76.8 60.1 38.5

2011 50,000 63,967 31,821 50.9 75.5 59.4 39.7

2012

 체 226,000 143,249 70,868 50.7 75.8 60.0 41.4

소득층 70,000 76,418 37,338 50.2 76.0 60.1 39.9

청년층 51,000 41,573 22,659 55.3 76.1 60.4 44.1

장년층 105,000 25,258 10,871 44.4 74.1 58.6 40.4

2013

 체 230,000 208,775 115,026 55.2 76.7 60.8 42.6

소득층 100,000 102,721 52,573 51.3 77.3 61.5 41.3

청년층
130,000

70,034 43,584 62.3 76.6 60.6 44.2

장년층 36,020 18,869 52.4 75.2 59.3 42.4

2014

 체 250,000 193,745 116,250 60.1 77.1 61.4 43.5

소득층 130,000 106,986 61,961 58.1 77.2 61.7 42.0

청년층
120,000

68,262 43,425 63.7 77.2 61.4 45.5

장년층 18,497 10,864 58.8 75.4 59.7 43.7

2015

 체 360,000 295,402 188,200 63.8 77.3 61.9 44.9

소득층 180,000 137,331 78,900 57.6 76.8 61.7 43.0

청년층 130,000 133,472 93,809 70.3 77.8 62.3 46.6

장년층 50,000 24,599 15,491 63.0 75.9 60.3 43.7

2016

 체 340,000 366,152 223,542 67.9 77.6 62.2 46.0

소득층 145,000 145,363 78,481 61.3 77.3 62.4 44.8

청년층 150,000 192,728 127,957 72.7 77.9 62.1 46.6

장년층 45,000 28,061 17,104 67.7 76.5 61.8 46.7

  주 : 취업률=취업자/종료자, 고용유지율=고용유지자/경과자.
자료 : 고용노동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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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계자들을 상으로 한 FGI에서 부분의 응답자가 로그램 담

당 인력에 비해 참여자 수가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하 다.2) 사업이 속히 팽

창하는 가운데도 담당할 인력이 제 로 충원되지 않아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

간기 에 탁하 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역량이 부족한 민간기 들이 거 진

입하여 사업을 수행해 오기도 하 다. 일부 비가 덜 된 민간기 은 고용된 

상담직원에게 열악한 임 과 근로조건을 제공하면서도 리 상을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담당자들의 잦은 이직과 로그램 부실을 발생시키기도 하 다. 

사업 규모의 확 로 공공고용서비스 기 인 고용센터는 참여자의 모집과 선발

에 행정력을 더욱 집 할 수밖에 없었으며,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 3단계 참여

자에게 월 3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 하는 구직 진수당을 도입하여 참여 유인

을 제공하기도 하 다. 

정부가 사업의 탁기  선정 시 지표로 삼고 있는 취업률 산정방식도 구직

자의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즉, 사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취업률 산정 시, 기간에 상 없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도 취업률에 포함

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간 탁기 이 청년들을 질 높은 일자리로 알선하기보다

는 우선 취업시키는 데 을 두고 있었다.

Ⅲ. 연구설계3)

1. 분석모형과 자료

본 연구는 졸 청년의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 참여경험이 개인의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으며,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지

2) 실증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에 한 이유를 알아보기 해 주고용복지 러스센터의 취업

성공패키지 로그램 참여자, 담당자, 민간 탁업체 계자 등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를 실시하 다. 

3) 분석모형과 자료, 변수의 구성은 본 자의 박사학  논문인 ｢청년고용정책 사업이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향｣과 직업능력개발연구(제22권 제3호)에 게재한 ｢ 졸 청년의 실업

자 내일배움카드제 성과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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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일자리의 양  측면을 보여주는 취업여부와 일자리의 질  측면을 보여주

는 고용형태, 임 수 , 직장만족도를 사용하 다. 

우선 노동시장 성과의 양  측면을 보여주는 취업여부는 이변량변수인 을 

감안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 으며, 성별, 연령, 혼인여부 등의 

개인속성, 부모의 학력, 소득, 자산, 경제  지원 등의 가구특성, 학교의 유형, 

소재지, 명성, 공 등의 학교특성, 그리고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 참여

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그림 1 참조). 

[그림 1] 취업여부에 미치는 향

노동시장 성과의 질  측면을 보여주는 고용형태, 임 수 ,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두 독립표본 t검정(two independent samples t-test)을 통해 비교․분석

하 다(그림 2 참조). 두 집단 간 차이분석에서 주의할 것은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은 정책변수를 제외한 모든 제3의 변수들이 동일하지 않으며, 무작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표본의 선택편의가 발생한다는 이다. 이것은 순수한 

로그램 참여 효과 분석을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하시

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Campbell & Stanley, 1963). 이러한 표본선택편의로 인

한 왜곡을 방지하기 해,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성향을 유사하게 맞춰 주

는 성향 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 PSM)을 실시하 다. 성향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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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이란 변인들의 속성이 유사한 개체끼리 짝을 맞추는 작업으로 순수 실험의 

무작 선택에 근 한 표본의 추출을 행하는 통계  기법으로, 실험집단을 구성

하는 각 측치마다 가장 가까운 성향 수를 갖는 측치를 매칭함으로써 비교

집단을 구성한다(Rosenbaum & Rubin, 1983).

[그림 2] 노동시장 성과 차이분석 흐름도

성향 수매칭 방법은 두 가지 가정을 만족시킬 때 충족된다. 먼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으로, 제3의 변수들(Xi)을 충분히 통제한다면 로그램 참여

(Ti)와 취업성과(Yi)가 서로 독립 임을 의미한다. 즉 이 성과변수와 련한 

차이는 찰된 변수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고 찰되지 않은 어떤 특성도 반

응변수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Y0, Y1)⊥T|X 

다른 한 가지는 공통 역의 가정으로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찰 값으로부

터 계산된 성향 수의 분포는 0과 1 사이에서 첩되어 나타난 역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성향 수의 공통 역을 검하여 실험집

단과 매칭되지 않은 비교집단 참여자들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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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T=1|X)<1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부를 두 집단의 공통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측 특성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로빗(Probit) 모

형을 구축하여 분석 상들이 실험집단에 속할 확률인 성향 수를 추정하 으

며, 매칭방법으로 Nearest Neighbor(NN) Matching을 선택하 다. 종속변수를 

취업여부로 설정하고 성향 수매칭을 통해 두 집단의 속성 간에 차이를 없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양  지표인 취업에 해서는 집단 간 차이분석을 하지 않

았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향을 분석하 다.

한편, 본 연구는 2016년 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하 다. 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는 국의 문

학과 4년제 학 졸업자의 3∼4%를 선정하여 취업, 직업  직장, 경력개발 

등의 이동경로를 조사한 자료이다(신종각 외, 2017). 2016년 조사는 2014년 8

월과 2015년 2월 졸업자를 상으로 하고 있다. 설문지는 노동시장 진입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 조사 시 이 졸업 후 약 18개월이 지난 시 이기 때문에 

졸업 후 첫 일자리와 재 일자리에 한 문항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선행연구와 연구가설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이 2009년에 도입된 이래,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취

업성공패키지 로그램에 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병유 외(2012)는 

취업성공패키지 DB와 고용보험 DB 자료를 연결시켜 취업성공패키지 로그

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고용보험 일자리 취업성과를 

비교한 결과, 사업에 참여 신청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시 에서 취업에 

한 정 인 효과가 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로별로는 3단계 알선이 포함

될 경우 보다 정 인 성과가 나타난 반면, 집단상담이나 직업훈련은 장기에 

있어서도 취업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

구는 고용센터가 민간 탁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한 성과를 보이고, 로그램 

참여자들의 특성이 비참여자들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성과분석 시에 이러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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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임희정(2013)은 소득층 취약계층의 참여자를 상으로 로그램

을 성공 으로 이수한 집단과 도 에 단한 집단으로 나 어 두 집단을 비교

하 는데, 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이 단한 집단에 비해 취업률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취업이라는 노동시장 성과의 양  지표만

을 다루고 있어 질  지표인 고용형태, 임 수 , 직장만족도 등의 성과분석을 

한 연구가 필요하다.

취업성공패키지 DB와 고용보험 산망의 피보험자격변경이력 DB를 결합하

여 참여자 유형별 취업성과를 분석한 이병희 외(2014)는 인  특성과 취업능력 

 의지 등을 통제하면, 청년층은 소득층에 비해 취업성과가 높지 않으며, 취

업능력과 의지가 상 으로 높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의 취업성과

가 소득층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 이라고 주장한다. 한, 반 으로 고용

유지율, 150만 원 이상 일자리 취득률 등 고용의 질을 반 한 성과지표는 여

히 낮은 수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병희 외(2016)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의 추진실태를 과정 평가를 

심으로 질  분석한 결과, 상당수 청년 재학생에게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

은 최 의 로그램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즉, 학 재학생의 경우 

자기주도 인 취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역량이 높거나 높이가 달라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뿐 아니라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필요한 개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이 종

료된 자를 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취업에 미

치는 향을 로짓모형으로 추정한 이병희 외(201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졸 이상 미취업자와 실업 여 수 자 등의 취업률이 높으며, 집단상담은 취업

률을 높이는 반면, 실업자 훈련은 취업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

치는 향을 실증분석하기 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선행연구를 토

로 가설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1. 로그램 참여는 취업여부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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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임 수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직장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변수의 구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노동시장 성과로 졸 청년이 졸업 후 18개월4)이 지

난 시 에서의 취업여부, 고용형태, 임 수 , 직장만족도를 활용하 다. 취업

여부는 재 취업을 하고 있으면 1의 값을,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면 0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화하 다. 고용형태는 응답문항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거

집단으로 하여 1의 값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하 다. 임 수

은 재 일자리의 월평균 첫 임 으로, 단 는 만 원이고 자연로그를 취하

다. 직장만족도는 재 일자리에 해 반 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까지 리커트 5  척도로 구성하 다.

독립변수는 개인 속성으로 성별, 연령, 혼인여부를, 가구특성으로 부모 학력, 

부모 소득, 부모 자산, 경제  지원여부를, 학교특성으로 학유형, 학순 , 

학소재지, 공 등을 사용하 다. 학순 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학교

명이 표시된 데이터를 받아 앙일보사의 학평가 결과를 토 로 10 권 단

로 순 를 매겨 5단계로 그룹핑하고 순차 으로 값을 부여하 다. 즉, 1∼10

는 5의 값을, 11∼20 는 4, 21∼30 는 3, 31∼40 는 2, 40  밖은 1의 값을 

부여하 으며, 문 학의 경우 재 우리나라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40  밖과 

같은 1의 값을 부여하 다. 조 변수는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의 참여여부이

며, 로그램 참여경험의 시기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고, 참여경험이 있는 경

우를 거집단으로 하여 1의 값을,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하

다. 각 변수의 유형과 구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 이 연구의 분석자료인 졸자이동경로조사(GOMS)의 조사 상이 학 졸업 후 18개월이 

지난 시 에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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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구성

변수 유형 변수설명

종속

변수

노동시장 

성과

취업여부 더미 취업=1, 미취업=0

고용형태 더미 정규직=1, 비정규직=0

임 수 연속 LN(월평균임 )

일자리

만족도
연속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조

변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더미 참여=1, 미참여=0

독립

변수

개인배경

성별 더미 남성=1, 여성=0

연령 연속 25세 미만=1, 25∼29세=2, 30∼34세=3

혼인여부 더미 미혼=1, 기혼=0

가족배경

부의 학력 연속
무학=1, 등학교=2, 학교=3, 고등학교

=4, 문 =5, 학=6, 학원=7

모의 학력 연속
무학=1, 등학교=2, 학교=3, 고등학교

=4, 문 =5, 학=6, 학원=7

부모소득 연속

200만 원 미만=1, 400만 원 미만=2,
700만 원 미만=3,
1,000만 원 미만=4, 1,000만 원 이상=5

부모자산 연속

5천만 원 미만=1, 
5천만 원∼1억 5천만 원 미만=2
1억 5천만 원∼3억 원 미만=3, 
3억 원∼5억 원 미만=4, 
5억 원∼10억 원 미만=5, 
10억 원 이상=6

경제 지원 더미 지원받음=1, 지원안받음=0

학교특성

학교유형 더미 4년제=1, 문 =0

학소재지 더미 수도권=1, 비수도권=0

학순 연속
1∼10 =5, 11∼20 =4, 21∼30 =3
31∼40 =2, 40  밖=1

공 더미
인문=1, 사회=2, 교육=3, 공학=4, 자연=5, 
의학=6, 체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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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 통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상인 2016년 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조사시 이 졸업 

후 약 18개월이 지난 시 을 기 으로 삼으므로 2016년에 조사한 자료의 상

은 2014년도 8월 졸업생과 2015년 2월 졸업생이다. 분석 상은 총 17,485명으

로,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인구통계학  특성

빈도(%)

성별
남 9,193(52.6)

여 8,292(47.4)

연령

25세 미만 6,677(38.2)

25세 이상 30세 미만 10,203(58.4)

31세 이상 35세 미만 605( 3.5)

혼인여부
미혼 16,971(97.1)

기혼 514( 2.9)

 체 17,485(100)

응답자의 학교특성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 상 17,485명 에서 

4년제 학을 졸업한 사람은 12,998명으로 74.3%를 차지하 으며, 공별로는 

공학계열 28.9%, 사회계열 19.7%, 자연계열 14.3%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

로는 수도권이 43.3%, 비수도권이 56.7%의 비 을 보 으며, 학교순 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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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10  학 8.2%, 11∼20  학 13.2%, 21∼30  학 7.2%, 31∼40  

학 7.0%, 40  밖의 학 64.4%로 나타났는데, 40  밖의 학 비 이 높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문 를 40  밖의 학으로 분류하 기 때문이다.

<표 4> 응답자의 학교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빈도(%)

학교유형
4년제 학=1 12,998(74.3)

문 =0 4,487(25.7)

공

인문 1,849(10.6)

사회 3,452(19.7)

교육 1,351( 7.7)

공학 5,059(28.9)

자연 2,495(14.3)

의약 1,202( 6.9)

체능 2,077(11.9)

학교소재지
수도권=1 7,577(43.3)

비수도권=0 9,908(56.7)

학교순

1∼10 1,430( 8.2)

11∼20 2,308(13.2)

21∼30 1,263( 7.2)

31∼40 1,229( 7.0)

40  밖 11,255(64.4)

 체 17,485(100)

가구특성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

교졸 44.3%, 학교졸 32.9%, 학원졸 7.0%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월평

균 소득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42.9%로 가장 높은 비 을 보 고,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 35.1%, 200만 원 미만 12.4% 순이었다. 부모의 

자산규모는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31.3%로 가장 높았고, 가구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는 사람은 1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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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응답자의 가구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빈도(%)

부 학력

무학=1 19( 0.1)

등학교=2 525( 3.1)

학교=3 1,073( 6.4)

고등학교=4 7,436(44.3)

문 =5 1,049( 6.2)

학=6 5,524(32.9)

학원=7 1,177( 7.0)

모 학력

무학=1 26( 0.2)

등학교=2 469( 2.8)

학교=3 1,416( 8.4)

고등학교=4 9,744(57.7)

문 =5 954( 5.6)

학=6 3,776(22.4)

학원=7 508( 3.0)

부모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1 2,002(12.4)

400만 원 미만=2 6,940(42.9)

700만 원 미만=3 5,681(35.1)

1,000만 원 미만=4 923( 5.7)

1,000만 원 이상=5 646( 4.0)

부모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1 1,862(11.6)

1억 5천만 원 미만=2 2,970(18.6)

3억 원 미만=3 5,000(31.3)

5억 원 미만=4 3,656(22.9)

10억 원 미만=5 1,822(11.4)

10억 원 이상=6 683( 4.3)

경제  지원
=1 3,273(18.8)

아니오=0 14,212(81.2)

 체 17,485(100)

노동시장 성과와 련해서는 체 분석 상 17,485명의 69.6%인 12,178명이 

취업 이었으며, 이들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가 9,063명으로 74.4%를 

차지하 다. 취업한 사람들의 근로소득은 평균 202.70만 원이었고, 직장만족도

는 매우 만족을 5 으로 한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3.56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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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응답자의 노동시장 성과 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표 편차

(범주형 자료 : %, 빈도(명))
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69.6% 12,178
고용형태 정규직=1, 비정규직=0 74.4% 9,063

임 수
재 일자리소득 202.70 90.969

ln( 재 일자리소득) 5.2166 0.47084
직장만족도 매우 만족∼매우 불만족 : 5∼1 3.56 0.832

분석 상 17,485명의 30.8%는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을 인지하고 있었으

며, 로그램을 인지한 청년  16.6%가 참여경험을 가지고 있었다(표 7 참조).

<표 7>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 활용도

빈도(%)

인지도

(N=17,485)

있다 5,394(30.8)

없다 12,091(69.2)

심도

(N=5,394)

 심 없다 428( 7.9)

심 없다 1,197(22.2)

보통이다 1,888(35.0)

심 있다 1,511(28.0)

매우 심 있다 370( 6.9)

참여경험

(N=5,394)

있다 897(16.6)

없다 4,497(83.4)

2. 취업에 미치는 향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 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참여하지 않은 경

우의 1.303배인 것으로 나타나,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 참여는 취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병유 외(2012)와 정 ․임희

정(2013)의 연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로그램 참여자가 상 으로 취업의지

가 높고 취업상담과 알선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34세에 비해, 25세 미만의 취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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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0.443배로 낮아지고, 25～29세의 취업 가능성은 0.618배로 낮아졌다. 

남성은 여성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1.355배로 높았고, 미혼은 기혼보다 취업 가

능성이 0.540배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취업에 미치는 향 분석결과

변수명
N=17,485

B S.E Exp(B)

상수항 -1.483*** .331 .227

개

인

속

성

연령(25세 미만) -.813*** .239 .443

연령(30세 미만) -.481** .224 .618

연령(35세 미만) - - -

성별 .304*** .091 1.355

결혼여부 -.617*** .213 .540

학

교

특

성

학순 -.060* .031 .941

공(인문) -.020 .145 .980

공(사회) .160 .132 1.174

공(교육) .450** .205 1.568

공(공학) .168 .134 1.183

공(자연) -.117 .144 .890

공(의약) .381* .212 1.464

공( 체) - - -

학교유형 .039 .105 1.040

학교소재지 .008 .078 1.008

가

구

특

성

부 학력 -.054 .038 .947

모 학력 -.079* .042 .924

부모소득 .144*** .048 1.155

부모자산 .060* .033 1.062

경제  지원 3.142*** .099 23.151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 .265*** .097 1.303

Cox & Snell R² .276

Nagelkerke R² .381

-2로그 우도 4674.352

Hosmer & Lemeshow .090

  주 :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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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특성과 련해서는, 학순 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취업 가능성은 유의

확률 p<0.1에서 0.941배로 낮아지고, 체능계열에 비해 교육계열이 유의확률 

p<0.05 하에서 1.568배, 의약계열이 유의확률 p<0.1 하에서 1.46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학과 문  간, 수도권 학과 지방 학 간에는 통계 으

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가족배경과 련해서는, 부모 학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부모 소득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취업 

가능성이 1.155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  지원을 받는 경우의 취업 

가능성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의 23.151배로 높아져 경제  지원여부가 취업

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는 을 알 수 있다. 

3. 일자리 질에 미치는 향

가. 성향 수매칭(PSM) 결과

성향 수매칭법을 활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선정한 결과, 매칭 에

는 t-test에서 상당수 변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매칭 후에

는 학순 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로 성향 수매칭이 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매칭 후 

표본의 특성은 <표 9>와 같다.

<표 9> 성향 수매칭 결과

변수
매칭 매칭 후

실험(%) 비교(%) t값 실헙(%) 비교(%) t값

개

인

속

성

연

령

25세 미만 39.5 38.1

-1.174

39.0 38.4

-.09730세 미만 58.1 58.5 58.3 59.3

35세 미만 2.5 3.4 2.7 2.3

성

별

남 46.6 46.1
-.263

46.8 45.2
-.687

여 53.4 53.9 53.2 54.8

결

혼

미혼 98.7 97.3
-3.075***

98.7 98.8
.273

기혼 1.3 2.7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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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의 계속

변수
매칭 매칭 후

실험(%) 비교(%) t값 실헙(%) 비교(%) t값

학

교

특

성

학

순

40  밖 75.1 66.5

-6.810***

74.8 70.5

-2.757***
31~40 7.4 7.5 7.6 6.8
21~30 6.0 7.5 6.0 7.5
11~20 9.0 12.1 9.4 11.0
1~10 2.5 6.5 2.3 4.2

공

인문 17.8 13.2

-.715

18.3 15.6

-.187

사회 22.1 23.6 22.0 23.5
교육 1.4 5.8 1.6 4.2
공학 28.1 26.5 27.6 26.2
자연 13.9 14.4 13.8 13.7
의약 3.6 4.9 3.5 4.1
체 13.0 11.5 13.3 12.7

유

형

4년제 71.5 75.8
2.666***

72.6 75.6
1.506

문 28.5 24.2 27.4 24.4
지

역

수도권 48.0 44.7 47.6 44.3
-1.404

비수도권 52.0 55.3 52.4 55.7

가

구

특

성

부

모

소

득

200만 미만 16.7 13.3

-1.811*

16.8 15.8

-1.066
400만 미만 47.6 41.4 47.8 46.6
700만 미만 29.4 35.6 29.1 30.7
1천만 미만 4.3 5.8 4.1 4.5
1천만 이상 2.0 3.9 2.1 2.4

부

모

자

산

5천만 미만 22.1 12.3

-8.680***

22.0 19.3

-1.746*

1.5억 미만 23.2 18.2 23.2 21.8
3억 미만 27.1 29.2 27.0 27.4
5억 미만 17.0 25.0 17.2 20.0
10억 미만 8.1 11.3 8.2 9.1
10억 이상 2.5 4.0 2.6 2.3

지

원

21.5 20.7
-.495

22.1 21.0
-.586

아니오 78.5 79.3 77.9 79.0
표본수 897명 4,497명 5,394 820명 1,083 1,903

  주 : *** p<0.01, ** p<0.05, * p<0.1.

한편, 매칭  취업여부에 응답한 로그램 참여자는 897명, 비참여자는 4,497

명으로 총 5,394명이었으나, 매칭을 실시하여 공통 역 밖에 치하는 표본을 

제외한 후 총 1,903명이 분석 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820명,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이 1,083명이었으며, 매칭된 성향

수분포 그래 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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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향 수분포 그래

.1 .2 .3 .4
Propensity Score

U ntreated Treated

나.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차이 분석결과는 <표 10>에서 보

는 바와 같다. 고용형태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는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졸 청년의 정규직 비 이 74.4%로, 학 

재학 에는 아르바이트 같은 비정규직에 종사하지만, 학을 졸업하면 상당수

가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때문이며, 로그램 참여자도 취업상담과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단된다.

임 수 과 직장만족도는 모두 유의확률 p<0.05하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 했던 것과 달리, 임 수 과 직장만족도에서 t값이 

각각 -.2.202, -2.494로 로그램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병희 외(2016)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업성공

패키지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의 경우 자기주도 인 취업활동이 가능

하기 때문에 취업역량이 높은 반면, 로그램 참여자는 상 으로 열악한 여

건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로그램을 수료하더라도 보다 나은 일자리로 진출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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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노동시장 성과차이 분석결과

평균 표 편차
t값 p값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고용형태 1.28 1.29 .451 .454 -.269 .788

임 수 5.11 5.17 .408 .489 -2.202** .028

직장만족도 3.32 3.45 .937 .845 -2.494** .013
  

  주 : *** p<0.01, ** p<0.05, * p<0.1.

다. 다 회귀 분석과 조 효과 분석결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이 임 수 과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해, 다 회귀 분석과 로그램의 조 효과 분석을 

추가 으로 실시하 다. 조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

의 계를 체계 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의 계에서 조 변수가 조 효과를 갖는가에 한 검정을 해 1단계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Y=a+b₁X)을 실시하고, 2단계로 독립변수, 조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Y=a+b₁X+b₂M)을 실시한 후, 3단계로 독

립변수, 조 변수,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 변수)과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Sharma et al., 1981). 조 효과 분석 시 마지막 3단계에서 모두 

다 공선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해 독립변수의 평균 심화값

(Mean Centering)을 계산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시키고, 이를 가지고 재분석

을 실시하 다.

1) 임 수 에 미치는 향

로그램의 참여는 취업 후 임 수 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모형 1의 

R²값이 .200에서 독립변수, 조 변수,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과 종

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모형 3의 R²값이 .204로 증가하여 정(+)의 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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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임 수 에 한 분석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표  Β t Β 표  Β t Β 표  Β t

상수 4.201*** 74.859 4.201*** 74.867 4.169*** 67.449

개인

속성

25세 미만 - - - - - - - -
25∼29세 .072*** .077 3.768 .072*** .077 3.789 .077*** .082 3.702
30∼34세 .116*** .048 2.727 .116*** .048 2.728 .127*** .053 2.783
성별 .130*** .141 7.231 .130*** .141 7.213 .137*** .149 7.046
결혼여부 -.182*** -.062 -3.869 -.180*** -.061 -3.830 -.173*** -.059 -3.529

학

특성

학순 .028*** .080 4.499 .028*** .078 4.398 .031*** .086 4.564
공 인문 - - - - - - - - -
공 사회 .116*** .107 4.672 .115*** .105 4.592 .118*** .108 4.210
공 교육 .182*** .092 4.957 .177*** .090 4.813 .170*** .086 4.386
공 공학 .184*** .180 7.252 .182*** .177 7.147 .177*** .173 6.226
공 자연 .075*** .055 2.652 .073*** .054 2.586 .056* .041 1.777
공 의약 .270*** .131 7.096 .267*** .130 7.000 .265*** .129 6.445
공 체 .007 .005 .246 .005 .004 .173 .-.008 -.006 -.256

학교유형 .036* .034 1.786 .037* .035 1.818 .017 .016 .770
학교지역 .028* .030 1.829 .029* .031 1.885 .027 .030 1.631

가구

특성

부 학력 -.007 -.019 -.942 -.007 -.019 -.931 -.005 -.015 -.674
모 학력 .013 .029 1.479 .012 .029 1.457 .015 .034 1.590
부모소득 .043*** .086 4.636 .043*** .085 4.625 .046*** .091 4.568
부모자산 .024*** .070 3.777 .024*** .068 3.650 .023*** .066 3.220
경제 지원 .567*** .283 17.896 .567*** .283 17.881 .584*** .292 16.801

취성패 참여 -.026 -.020 -1.271 .072 .056 .328
개인

속성

상호

작용

25세 미만 - - -
25∼29세 -.023 -.014 -.423
30∼34세 -.062 -.009 -.464
성별 -.046 -.025 -.880
결혼여부 -.026 -.020 -.142

학

특성

상호

작용

학순 -.019 -.029 -.967
공 인문 - - -
공 사회 -.040 -.016 -.634
공 교육 .072 .007 .394
공 공학 .010 .004 .159
공 자연 .082 .025 1.123
공 의약 -.022 -.004 -.188
공 체 .083 .024 1.071

학교유형 .121** .084 2.155
학교지역 -.002 -.001 -.044

가구

특성

상호

작용

부 학력 -.004 -.013 -.170
모 학력 -.016 -.056 -.677
부모소득 -.022 -.043 -.803
부모자산 .007 .017 .385
경제 지원 .108 .022 1.261

R² .200 .200 .204
R² 변화량 .200 .000 .004
F값변화량 45.113 1.616 .906

Durbin-Watson .795

  주 :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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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향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다 회귀와 조 효과 분석에서도, 로그

램 참여는 직장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하 으며, 모형 1의 R²값은 

.029에서 모형 3의 R²값이 .041로 증가하는 정(+)의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표 12 참조).

<표 12> 직장만족도에 한 분석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표 Β t Β 표 Β t Β 표  Β t

상수 3.543*** 31.221 3.544*** 27.680 3.456*** 27.680

개인

속성

25세 미만 - - - - - - - - -

25∼29세 -.067* -.038 -1.693 -.066* -.039 -1.611 -.069 -.039 -1.611

30∼34세 .022 .005 .250 .022 .010 .495 .046 .010 .495

성별 .127*** .073 3.428 .126*** .087 3.754 .150*** .087 3.754

결혼여부 -.131 -.024 -1.347 -.125 -.031 -1.668 -.169* -.031 -1.668

학교

특성

학순 .037*** .056 2.872 .035*** .046 2.235 .031** .046 2.235

공 인문 - - - - - - - - -

공 사회 .048 .024 .938 .042 .017 .593 .034 .017 .593

공 교육 .407*** .110 5.377 .392*** .097 4.499 .359*** .097 4.499

공 공학 .075 .039 1.430 .067 .004 .139 .008 .004 .139

공 자연 .023 .009 .390 .017 -.017 -.673 -.043 -.017 -.673

공 의약 .141* .037 1.810 .131* .031 1.411 .119 .031 1.411

공 체 .020 .007 .333 .013 .000 -.015 -.001 .000 -.015

학교유형 .037 .019 .888 .039 .034 1.473 .067 .034 1.473

학교지역 .029 .017 .921 .032 .025 1.274 .044 .025 1.274

가구

특성

부 학력 -.016 -.022 -1.025 -.016 -.031 -1.290 -.021 -.031 -1.290

모 학력 .021 .026 1.193 .020 .052 2.196 .042** .052 2.196

부모소득 .060*** .063 3.120 .059*** .063 2.904 .060*** .063 2.904

부모자산 .014 .021 1.040 .012 .006 .281 .004 .006 .281

경제 지원 -.044 -.012 -.686 -.046 .000 .010 .001 .000 .010

취성패 참여 -.082 -.220 -.1.169 -.529 -.220 -1.169

개인

속성

상호

작용

25세 미만 - - -

25∼29세 -.001 .000 -.011

30∼34세 -.206 -.017 -.778

성별 -.125 -.036 -1.172

결혼여부 .799** .330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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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의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표 Β t Β 표 Β t Β 표  Β t

학교

특성

상호

작용

학순 .044 .035 1.076

공 인문 - - -

공 사회 .015 .003 .117

공 교육 .067 .003 .181

공 공학 .339** .076 2.548

공 자연 .347** .057 2.314

공 의약 -.023 -.002 -.095

공 체 .064 .010 .400

학교유형 -.191* -.071 -1.660

학교지역 -.100 -.030 -1.123

가구

특성

상호

작용

부 학력 .039 .078 .922

모 학력 -.141*** -.259 -2.880

부모소득 -.015 -.015 -.255

부모자산 .048 .063 1.340

경제 지원 .332* .038 1.938

R² .029 .030 .041

R² 변화량 .029 .001 .011

F 변화량 5.435 3.766 2.068

Durbin-Watson 2.036

  주 : *** p<0.01, ** p<0.05, * p<0.1.

Ⅴ. 맺음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졸 청년의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 참여는 취

업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고용형태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으며, 임 수 과 직장만족도에서는 로그램 참여집단보다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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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분석결과 요약

연구가설 결과

가설 1.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경험은 취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3.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임 수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4.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직장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로그램의 참여가 취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병유 외, 2012; 정 ․임희정, 2013). 이는 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체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 로그램이 제공하

는 취업정보와 상담  알선 등도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단된다. 청년 취업성

공패키지 로그램에 상당수 청년들이 단계마다 지 받는 수당 때문에 참여하

는 경향이 있지만, 참여하는 동안 단계별로 제공받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다는 것은 FGI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로그램의 참여가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

 수 을 높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병희 외 2016). 이는 청년 취업

성공패키지 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에 기인할 수도 있고, 노동시장분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

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해

서는 사업물량을 일선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하여 행정력이 로그램

참여자 모집과 선발보다는 상담과 알선에 집 되도록 하고, 구직 진수당을 개

편하여 수당이 목 이 아니라 취업이 목 인 청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한

편, 로그램이 질 으로 내실화될 수 있도록 탁기  선정과 탁방식을 획

기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로그램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일

자리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 하기는 쉽지 않다. 1980년  신자유주의 경제

가 확산되면서  세계 으로 임 과 불안정한 고용 계가 증가하 으며, 

Atkinson(1984)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1차 노동시장(core labor market)

이 축소되고 2차 노동시장(periphery labor market)이 확장되는 상을 보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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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도 외환 기 이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정규직 해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기업은 사업의 아웃소싱을 확 하고, 핵심사업이 아닌 

부문을 심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왔다. 

문제는 De Lange et al.(2014)의 지 처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 으로 2차 노동시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다. 상당수 

청년들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서비스를 받고도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는 더욱 어렵다. 본 연구

의 실증분석 결과가 이러한 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이 일반 이고 형식 인 상담과 훈련에 그치게 될 경우, 참여자는 여

히 2차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청년들이 보다 장기 으로 미래

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과 훈련의 질  수 을 획기 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 의 공교육 단계에서 노동시장의 

수요가 반 되고 산업변화에 부합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법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상의 정책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

째, 본 연구는 2016년 조사된 졸자이동경로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하 는데, 

이 자료는 횡단면 분석 자료로서 특정년도에서 기치 않게 발생한 국가수 의 

사고, 경제  상황변화, 정책  변화 등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

가 사용한 졸자이동경로조사의 조사는 학졸업 후 18개월이 지난 시 에 있

는 청년들이 상이므로 그 사이에 개인  혹은 사회  차원에서의 변화가 결

과에 향을 미칠 수가 있다. 셋째,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은 취약계층에 

한 통합  고용서비스 로그램으로, 졸 청년만을 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

의 결과를 체 상에 확 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

향 수매칭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와 이론을 통해 설정하 으나, 졸

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 내 변수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하여 측되지 않는 특

성에서의 동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변수의 구성에 있어 학순

에 연속변수 척도를 사용하 는데, 범주변수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해본 결과

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4년제 학과 문 의 특성은 크게 다

를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표본 수가 축소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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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 학교의 유형에서 문 를 더미변수로 처리하는 한편, 학순 에서 

문 를 40 권 밖의 학으로 분류하 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학의 

특성이 취업과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향이 크므로 획득된 학명 정보를 활

용하여 추후 학의 특성만을 가지고 추가 인 연구를 하게 될 경우, 청년고용

정책의 개선과 발 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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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for Youth in Korea

Kim Dug-Ho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appear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chances of employment, which is a quantitative indicator of 

employment. This is because participant’s willingness to find jobs is high 

and private agencies tend to concentrate on improving their placement rate 

to ensure commissioning of the program from the government. However, the 

quality of jobs such as employment type and wage level has been poor due 

to poor quality of programs and irrelevant job matching under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intensifi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participants 

are not likely to be able to escape from the secondary labor market i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does not provide in-depth counseling 

and training.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innovate the Program so 

that participants can design their career path in the longer term.

Keywords : employment success package, labor market policy, in-depth counseling, 

voca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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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임  국가의 추격과 추월로 인한 한국 기업의 로벌 경쟁우 의 변

화나 4차 산업 명으로 표되는 경제의 디지털화는 기업 경 의 불확실성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 증가하는 경 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한 생존을 보장해주는 확실한 장치는 변화에의 응 능력을 의미하는 신역량

이다. 기업은 기술과 시장의 변하는 요구에 응하기 해 보다 효과 인 운

로세스를 도입해서 경쟁 이 을 확보하고 유지하거나, 새로운 제품․서비

스를 개발하여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우 를 확보

해야 한다. 변하는 경 환경에서 신역량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결정

인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경 자나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신역량 제고는 무엇

보다 요한 심사가 되고 있다. 신역량은 기업 노사 당사자에게는 안정된 

수입과 고용을 의미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국가 체 인 일자리 유지  

창출 잠재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기업의 신역량 강화는 ․ 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를 한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기업에서 기술 신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을 창출해서 이를 과거와 다

른 제품․서비스나 운  로세스에 구 하여 상업화에 성공하거나 경쟁우

를 얻는 데 성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술 신에 있어서 핵심은 새로운 아이디

어나 지식의 창출과 공유이다. 그런데 신에 필요한 지식의 많은 부분이 근로

자의 경험 속에 암묵지(tacit knowledge)의 형태로 존재하고, 이런 의미에서 근

로자는 신에 유용한 사  지식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신은 무엇보다 앞

서 인간  이슈라고 지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Kianto et al., 

2017). 기술 신은 연구개발부서나 특정 엔지니어들이 폐쇄 으로 담한다는 

과거의 패러다임과 달리 최근에는 지식의 창출과 공유과정에 계층과 부문을 불

문하고 기업의 모든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 면서 체 

직원들의 참여가 요해졌다(Harden et al. 2010; Shipton et al., 2017).

근로자의 기술 신 참여와 련해서 소  ‘ 신보상(pay for innovation)’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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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성과배분제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d’Andria & Uebelmesser, 2016). 

성과배분제는 운 성과 는 이익으로 측정된 경 성과와 보상을 연계시키는 

변동 으로서 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용되는 집단 성과 이다. 본 연구의 성

과배분에 한 정의는 이익배분(profit sharing)과 수익배분(gain sharing)을 포함

한다. 이익배분과 수익배분의 공통 은 경 성과와 근로자 보상의 일부를 연계

하는 집단성과 이라는 것이며, 차이 은 성과의 기 으로서 이익배분은 업

이익이나 순이익과 같은 이익임에 비해서 수익배분은 생산성, 비용 감, 품질, 

안  등 매우 다양한 운  성과이며 부분의 로그램이 목표 달성도별 배분

액을 계산하는 산정식이 있다(Jones et al., 1994; Welbourne & Gomez-Mejia, 

1995). 한 이익배분과 수익배분의 본질 인 차이는 아니지만 요한 차이 

의 하나는 이익배분과 달리 수익배분은 통 으로 노사공동 원회와 같은 근

로자 참여 로그램과 결합되어 운 되는 것이다.1) 

이러한 성과배분제는 신으로부터 발생하는 경 성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하

겠다는 기업의 약속(commitment) 장치로서, 기술 신이 낳는 과실의 배분을 둘

러싼 노사 양측의 기회주의나 홀드업 문제를 해소하여 노사 양측에 신을 

한 한 인센티 를 제공할 수 있다. 성과배분제도는 근로자들의 추가 인 

투입이 낳는 신의 과실을 공유하겠다는 기업의 약속으로서 근로자와 기업 사

이에 기술 신에 한 목표 일치(goal-alignment)를 낳거나 신이 래할 수 

있는 각종 험에 한 보상장치로 기능해서 기술 신 참여에 한 근로자 측

의 인센티 를 강화할 수 있다. 

성과배분제가 신보상으로서 기술 신에 미치는 향에 주목할 필요성이 

크지만 이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했다. 문헌에서 발견되는 해외의 실증연구

로는 Harden et al.(2010)과 Aerts et al.(2015)을 들 수 있고, 국내의 연구로는 

김동배․이인재(2018)와 이인재․김동배(2018)가 있다. 다만 국내의 두 선행연

구는 2015년 사업체패 조사 횡단자료를 활용한 분석으로 종단자료를 사용해

서 변수 간 계를 보다 엄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

1) 본 연구의 성과배분에 한 정의는 d’Andria & Uebelmesser(2016)의 의의 이익배분

(profit sharing schemes : PSS)과 유사하다. 이들은 이익배분을 우리사주, 스톡옵션, 의

의 이익배분, 각종 보 스 랜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듯이 이익배분을 각종 성과배분 

로그램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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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17년 사업체패 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성과배분

제도가 기술 신, 보다 구체 으로는 제품 신과 공정 신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연구가설

성과배분제도는 어떻게 기술 신을 진하는가? 이에 한 이론  근거는  

리인 이론(agency theory)에서 찾을 수 있다. 리인 이론은 리인 계 즉 

주인(principle)과 주인을 해 행동하도록 의사결정권을 임 받은 리인

(agent)으로 구성된 계약 계에서, 양자는 자기이익을 극 화하기 해 행동하

고 양자의 이해는 부분 으로 상충되며 주인이 리인의 행 를 모니터링 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리인 문제의 해결 즉 

리인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해 행동하도록 유인하는 지배 장

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별하면 성과계약(outcome-based contract)을 통

한 통제와 행  통제로 구분된다. 만일 리인 행 와 련된 정보비용이나 모

니터링 비용이 높은 경우 경 자에 한 스톡옵션과 같은 성과계약이 주인과 

리인의 이해를 일치시켜 리인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효과 인 지배

장치이다(Jensen & Meckling, 1976; Eisenhardt, 1989). 

이러한 리인 문제는 기술 신을 둘러싼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기술 신을 해 열심히 그리고 창의

인 행동으로 력해주기를 바라지만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추가 인 노력

과 투입을 요구하는 기술 신이 반드시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기술 신에 있어서도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리인 문제가 발생

하므로 기술 신을 둘러싼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가 일치하도록 하는 계약장치

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 신에 있어서 리인 문제의 해소는 두 가

지 에서 일상 인 노동에서의 리인 문제의 해소보다 더 요하다(Harden 

et al., 2010). 첫째, 기술 신은 창의성을 내용으로 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

은 활동으로서 일상 활동보다 모니터링이 곤란하기 때문에, 리인 이론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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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인 이해 일치 는 목표 일치가 더 요해진다. 둘째, 일상  활동보다 기술

신 련 활동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실패는 일상 인 노동에 있어서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실패보다 주인에게 더 큰 잠재  손실을  수 있다. 일상 인 

노동에서 근로자의 태만이 가져오는 손실은 약간의 생산성 손해에 그칠 수 있

지만 신의 실패는 기업의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소수의 연구

에 불과하지만 성과배분과 기술 신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 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신보상으로서 성과배분제의 잠재  유용성에

도 불구하고 지 까지 성과배분제가 기술 신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  반 이후 진행되기 시작했던 인사 리

(HRM)와 기술 신의 계에 한 연구들에서는 성과배분제도가 기술 신에 

미치는 고유의 효과를 분리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인사 리와 기술 신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은 성과배분을 포함한 다양한 인사 리 로그램들로서 

구성된 인사 리 복합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했거나(Collins & Smith, 2006), 

아니면 성과배분제가 아니라 개인성과 , 집단성과 , 사단  성과 이 혼

재된 성과 이 기술 신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기 때문이다(Shipton et al., 2006; 

Walsworth & Verma, 2007). 인사 리와 기술 신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

은 성과배분제가 기술 신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를 추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사

리와 기술 신의 계를 설명하는 논거는 본 연구와 동일하다. 즉 이러한 연

구들은 인사 리가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 창출과 공유 그리고 지식의 와 

실행을 진한다는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을 설명 논거로 들고 있

는데, 이는 성과배분제가 기술 신의 계에 한 본 논문 논거의 일부이기도 

하다. 

Harden et al.(2010)은 공유자본주의2)를 기술 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

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센티  장치로 본다. 이들은 본 연구와 같이 기술

신을 리인 문제라는 분석 틀을 사용해서 근하는데, 이에 의하면 신에 

해서 경 자와 근로자는 이해 계가 다르다. 따라서 경 자는 성공 인 기술 

2) 이들은 공유자본주의(shared capitalism)를 이익배분(profit sharing), 수익배분(gain sharing), 
종업원지주제,  직원 상 스톡옵션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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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해서 꼭 필요한 근로자들의 스킬과 지식을 쉽게 획득하고 동원할 수 

없게 된다. 성과배분제는 기술 신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이해 일치를 낳은 유용

한 인센티  장치가 되고, 그 결과 기술 신은 노사 상호의 공동이익이 된다. 

Harden et al.(2010)은 공유자본주의는 근로자들이 신  아이디어를 기꺼이 

제출하려는 의지  신 친화 인 조직문화와 정(+)의 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erts et al.(2015)은 성과배분제는 근로자들의 신에 한 공헌의 가로 기

술 신이 낳는 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는 경  측의 신뢰성 있는 약속을 

제공하는 장치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과배분제가 제품 신과 공정 신을 

진하는 두 가지 기제를 들고 있다. 첫째, 성과배분제는 기술 신이 근로자 측에 

래할 수 있는 잠재 인 부정  효과에 한 보상장치로 기능해서 기술 신에 

한 근로자들의 회의  태도나 반 를 약화시키거나 무마한다. 기술 신이 근

로자 측에 래할 수 있는 잠재  부정 인 효과란 재훈련이나 작업의 재조직

화 등 근로자 측에 비용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의미한다. 둘째, 의 Harden et 

al.(2010)과 같이 성과배분제는 기술 신을 둘러싼 노사 간의 리인 문제를 해

소해서 기술 신에 한 노사 간의 이해일치를 낳는다. 기술 신으로 기업의 

미래 이익이 증가하면 그 이익을 근로자도 공유하게 되므로 근로자 측도 기술

신을 추구할 인센티 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들은 집단성과 으로서 성과배분제가 갖는 한계 즉 무임

승차 는 1/N 문제를 해결해야 타당하다. 를 들어 N명의 직원이 상인 성

과배분제가 있는 기업에서 한 근로자가 열심히 기술 신에 참여한다고 가정하

자. 해당 근로자가 노력한 결과로 기술 신에 성공한 경우 그 과실인 이익에서 

해당 근로자가 가져가는 부분은 체 이익  기업이 갖는 부분을 차감한 잔여

분의 1/N에 불과하고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열심히 기술 신을 추진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만일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다면 성과배분제는 기술

신을 한 인센티  구조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성과배분제에서 무임승차 

문제는 마치 일회성 죄수의 딜 마 게임과 같다. 그러나 이론 인 논의나 우려

와는 달리 실 세계에서 무임승차 문제는 성과배분제의 인센티  효과를 부정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eeman et al., 2010; K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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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2013). 왜냐하면 기업 장에서 동료 근로자 간 상호작용은 일회성 죄

수의 딜 마 게임이 아니라 반복 게임이며, 무임승차를 억제하는 동료압력은 

집단성과 이 있는 경우에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기술 신을 별하면 제품 신(product innovation)과 공정 신(process innovation)

으로 구분된다. 통상 제품 신은 성능이나 용도에 있어서 기존 제품과 완 히 

다른 제품 는 서비스의 상업화에 성공하여 회사의 매출에 향을  경우로 

정의되고, 공정 신은 생산공정과 납품․유통 등 물류에서 완 히 새로운 혹은 

크게 개선된 방법을 용한 경우로 정의된다. 기술 신 연구에 있어서 제품

신과 공정 신의 향요인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유형의 기술 신을 동

질 인 것으로 취 하는 것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인사 리와 

기술 신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인사 리가 제품 신과 공정 신에 

미치는 향은 다를 수 있다는 을 지 하고, 기술 신 연구자들 에는 제품

신과 공정 신의 선행요인이 왜 상이한지에 해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다

(Haneda & Ito, 2018; Seeck & Diehlc, 2017). 

한편 이러한 연구들과는 달리 Aerts et al.(2015)은 성과배분제도는 제품 신

과 공정 신을 모두 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공정 신이나 제품 신 모

두에 있어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성과배분은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함으로써 두 유형의 기술 신을 모두 진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제품  공정 신에 필요한 정보와 지

식을 보유하고 있고, 성과배분은 근로자들로 하여  성공 인 기술 신에 필요

한 사 인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이 할 인센티 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성과배분이 제품 신과 공정 신에 미치는 향의 크기

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유형의 신 모두와 정(+)의 계를 가질 

것이라고 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 성과배분제도는 공정 신과 정(+)의 계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 성과배분제도는 제품 신과 정(+)의 계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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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와 변수

1. 자 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015년  2017년도 사업체패 조사 자

료를 사용하 다. 사업체패 조사는 2015년부터 제품 신과 공정 신을 측정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 의 조사자료는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다. 2015년

과 2017년도에 모두 조사된 표본은 각 연도 2,761개 2회차 자료 합계 5,522개 

사업체인데, 성과배분의 성격이 통상 인 경우와 다른 공공부문을 분석에서 제

외하 다. 공공부문의 표본 크기는 각 연도 81개 사업체 그리고 2회차 합계 

162개 사업체이다.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15

년과 2017년 각 2,680개 사업체 2회차 합계 5,360개 사업체이다. 

2. 변 수

독립변수인 성과배분제도는 제도의 유무로 측정하 다. 사업체패 조사는 

성과배분제도를 “기업․공장  부서단 의 경 성과가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일정 부분을 집단 으로 근로자에게 이나 주식 등의 형태로 사후 으로 집

단  성과 (이익배분, 경 성과배분, 연말성과 , 연말일시  등으로 지칭)을 

배분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체패 은 성과배분을 이익배분

(profit sharing)과 수익배분(gain sharing)으로 구분해서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을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는 체 사업체

의 22.5%인 1,206개 사업체이다.

종속변수인 기술 신은 제품 신과 공정 신으로 구분해서 측정하 다. 사

업체패 에서는 조사기간에 신이 이루어졌는지를 제품 신과 공정 신으로 

나 어 조사하고 있다. 제품 신은 ‘완 히 새로운 제품․서비스 상품 는 크

게 개선된 제품․서비스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회사의 매출에 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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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지난 1년간 제품 신이 이루어진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공

정 신은 ‘ 하게 개선된 방식을 실제 운 에 용하여 생산  유통구조 개

선, 물류/ 달비용의 감, 품질향상 등에 향을  경우’로 역시 지난 1년간 

공정 신이 이루어진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제품 신을 실시한 사

업체의 비율은 체 사업체의 16.9%인 908개 사업체이다. 공정 신을 실시한 

사업체의 비율은 19.0%로 1,021개 사업체이다. 

사업장 특성변수는 기술 신이나 성과배분과 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변수

들을 사용하 다. 여기에는 사업체 규모와 노동조합 유무, 사업장 업력, 상장 

여부, 인사 리 방침, 고령인력의 비 , 여성인력의 비 , 비정규직 비 , 연간 

이직률, 제조업 더미, 사무직 호 제 유무 등이 포함된다. 사업체 규모는 조사 

시  연말 기  당 사업체로부터 임 을 지 받는 체 근로자 숫자이다. 노동

조합은 조직되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고, 사업장 업력은 조사 

시 에서 사업장 설립년도를 차감한 변수이며, 상장사는 코스피나 코스닥 등록

업체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인력구성 특성변수로는 체 근로자 비 고령인력, 여성인력, 그리고 비정

규직 인력이 차지하는 비 을 각각 측정하 다. 이직률은 조사시  연말 체 

근로자 비 연간 이직한 근로자 비 이다. 제조업은 제조업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몰입형 인사 리 방침 변수는 ‘인사 리의 일차 인 목표

는 종업원의 기업에 한 충성심과 애착을 높이는 데 있다’, ‘필요한 자격을 갖

춘 사람을 장기 고용을 통해 내부에서 육성한다’, ‘인사 리는 종업원의 장기

인 육성과 개발을 한 방향으로 운 한다’(각 5 )의 3문항의 평균으로 측정

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사무직 호 제 변수는 사무직에 호 제가 존재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표 1>은 이상 설명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성과배분제 유무별 그리고 체

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기술통계에서 연구가설과 련해서 주목되는 수치

는 성과배분제도가 있는 사업체가 성과배분제가 없는 사업체에 비해서 제품

신과 공정 신을 실시한 비 이 두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이다.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고 성과배분제도의 순수한 처치효과를 분리해서 추정

한 효과를 기다릴 필요는 있겠지만, 아래의 기술통계치는 성과배분제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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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나 기술 신과 한 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표 1> 변수의 기술통계

　
성과배분제도

체
없음 있음

(N=4,154) (N=1,206) (N=5,360)

제품 신(실시=1)
0.14 

(0.34) 
0.28 

(0.45) 
0.17 

(0.38) 

공정 신(실시=1)
0.15 

(0.36) 
0.32 

(0.47) 
0.19 

(0.39) 

사업장 규모(명)
184.5 

(368.3) 
281.1 

(496.3) 
206.2 

(402.7) 

노동조합(있음=1)
0.24 

(0.43) 
0.30 

(0.46) 
0.26 

(0.44) 

사업장 업력(조사시 -설립연도)
23.5 

(14.9) 
25.1 

(15.1) 
23.8 

(15.0) 

상장사(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1)
0.09 

(0.29) 
0.24 

(0.43) 
0.13 

(0.33) 

55세 이상 고령인력 비
0.21 

(0.24) 
0.12 

(0.15) 
0.19 

(0.23) 

여성인력 비
0.31 

(0.27) 
0.27 

(0.24) 
0.30 

(0.27) 

직   간 고용 비정규직 비
0.29 

(2.22) 
0.27 

(1.25) 
0.29 

(2.04) 

연간 이직률
0.23 

(0.80) 
0.20 

(0.50) 
0.22 

(0.75) 

제조업
0.42 

(0.49) 
0.51 

(0.50) 
0.44 

(0.50) 

몰입형 인사방침지수(3문항 평균)
3.31 

(0.72) 
3.51 

(0.71) 
3.36 

(0.72) 

사무직 호 제(존재=1)
0.45 

(0.50) 
0.58 

(0.49) 
0.48 

(0.50) 

  주 : 평균과 (  )는 표 편차.

자료 : 사업체패 조사 2015~17년.

패 회귀 분석에 앞서 성과배분제도의 변화유형별 기술 신의 수 을 비교

한 것이 [그림 1]과 [그림 2]이다. 여기에서 한자로 된 유무(有無)는 각각 순서

로 2015년과 2017년의 성과배분제도 존재 유무를 나타내고, 수치는 각각 제

품 신과 공정 신을 추진한 사업체의 비 이다. [그림 1]의 성과배분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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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과배분제도 유무의 변화유형별 제품 신 변화

  주 : 사례 수는 변화유형 순서 로 2,024개, 248개, 210개, 198개, 2,680개 사업체.

제품 신의 계에서 찰되는 우선 인 특징은 공정 신과 달리 제품 신은 

체 으로 꽤 하락했다는 이다. 제품 신의 경우 반 인 하락에서도 성과

배분제가 계속 존재한 경우는 계속 없었던 경우에 비해서 하락 폭이 작게 나타

나고, 특히 성과배분제가 있다가 없어진 경우 신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과 비

교해서 성과배분제가 없다가 생긴 경우에는 약간이라도 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이다. 

[그림 2]의 성과배분제와 공정 신의 계에서는 먼  제품 신과 달리 공정

신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가 계속 없었던 경우는 답보 상태

인 반면 제도가 계속 존재한 경우는 신이 약간 증가한 것이 조를 보이며, 

특히 성과배분제가 없다가 생긴 경우 신이 폭 증가했지만 있다가 없어진 경

우에는 그 반 로 신이 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 성과배분제 변

화 유형별 제품  공정 신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았는데, 반 으로 연구가설

과 부합되는 방향의 결과를 보인다. 이하 보다 엄 한 추정을 해 다변량 분석

을 실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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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과배분제도 유무의 변화유형별 공정 신 변화

  주 : 사례 수는 변화유형 순서 로 2,024개, 248개, 210개, 198개, 2,680개 사업체.

Ⅳ. 분석결과

1. 단순 회귀분석(Pooled Regression) 추정결과

먼  2015년 자료와 2017년 자료를 모두 합쳐(pooling) 성과배분제도가 기

술 신에 미치는 향을 추정해보자. 분석모형은 두 가지로서 선형확률모형

(linear probability model)과 로짓모형(logit model)을 사용한다. 두 모형의 추정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해 로짓모형의 추정계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로 제시한다. 

<표 2>는 제품 신을 종속변수로 2개년도 자료를 합쳐서 분석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과배분 더미의 추정계수는 선형확률모형에서 0.095, 로짓모

형에서 0.078이다. 이 추정계수들은 모두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추정계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는 성과배분제

가 없는 사업체에 비해 제품 신을 할 확률이 7.8%p 는 9.5%p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과배분에 한 가설 1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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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과배분제도와 제품 신: Pooled Regression

변수
선형확률모형 로짓모형

추정계수 표 오차 추정계수 표 오차

성과배분제도 0.095*** 0.012 0.078*** 0.011

사업체 규모 0.059*** 0.013 0.040*** 0.011

노동조합 -0.007 0.013 -0.009 0.013

사업체 업력 0.003 0.004 0.003 0.003

상장사 0.142*** 0.016 0.095*** 0.013

고령인력 비 -0.113*** 0.023 -0.192*** 0.032

여성인력 비 0.054*** 0.019 0.064*** 0.020

비정규직 비 -0.001 0.002 -0.002 0.005

제조업 0.098*** 0.010 0.098*** 0.010

몰입형 인사방침지수 0.025*** 0.007 0.027*** 0.007

Adj(Pseudo) R2 0.084 0.092

N 5,360 5,360

  주 : 로짓모형은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의 추정치 제시. 

*** 1% 유의수 , ** 5% 유의수 , * 10% 유의수 .

자료 : 사업체패 조사 2015~17.

통제변수로 사용된 변수들의 추정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체로 일치한

다. 사업체 특성과 련된 변수 에서는 사업체 규모와 상장사 여부의 추정계

수가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상장사

가 비상장사에 비해 제품 신 확률이 높다. 반면 노동조합 더미와 사업체 업력

의 추정계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 사업체 인력구성도 제품 신과 련

이 있다. 고령인력 비 의 추정계수는 1% 수 에서 유의한 음(-), 여성인력 비

의 추정계수는 역시 1% 수 에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보인다. 고령인

력 비 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제품 신 확률은 감소하며, 여성인력 비 이 높

은 사업체일수록 제품 신 확률이 증가한다. 비정규직 비율의 추정계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 제조업 더미의 추정계수는 양(+)이며, 1% 수 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하다. 제조업 사업체가 비제조업 사업체보다 제품 신의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인사 리정책도 향을 미친다. 몰입형 인사 리지수

의 추정계수는 양(+)이며,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몰입형 

인사 리지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제품 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모

든 추정모형에서 일 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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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과배분제도와 공정 신: Pooled Regression

변수
선형확률모형 로짓모형

추정계수 표 오차 추정계수 표 오차

성과배분제도 0.116*** 0.013 0.095** 0.011

사업체 규모 0.084*** 0.013 0.063*** 0.013

노동조합 0.014 0.013 0.010 0.013

사업체 업력 0.001 0.004 0.002 0.004

상장사 0.102*** 0.017 0.067*** 0.014

고령인력 비 -0.114*** 0.024 -0.187*** 0.032

여성인력 비 0.030 0.020 0.036* 0.021

비정규직 비 0.000 0.003 0.000 0.004

제조업 0.124*** 0.011 0.121*** 0.011

몰입형 인사방침지수 0.028*** 0.007 0.031*** 0.007

Adj(Pseudo) R2 0.092 0.095

N 5,360 5,360

  주 : 로짓모형은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의 추정치 제시. 

*** 1% 유의수 , ** 5% 유의수 , * 10% 유의수 .

자료 : 사업체패 조사 2015~17.

<표 3>은 공정 신을 종속변수로 2개년도 자료를 합쳐서 분석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과배분 더미의 추정계수는 선형확률모형에서 0.116, 그리고 로

짓모형에서 0.095이다. 이 추정계수들은 모두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추정계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는 성과배분

제가 없는 사업체에 비해 제품 신을 할 확률이 9.5%p 는 11.6%p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과배분에 한 가설 2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통제변수로 사용

된 변수들의 추정결과는  제품 신의 추정결과와 일치한다. 사업체 특성변수 

에서는 사업체 규모, 상장사 여부가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보인다. 사업체 인력구성 변수 에서 고령인력 비 은 1% 수 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인다. 여성인력 비 은 제품 신 결

과와는 달리 추정계수의 유의성이 떨어지며, 비정규직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

다. 제조업과 몰입형 인사 리지수 추정계수는 양(+)이며 1% 수 의 통계  유

의성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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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  회귀분석(Panel Regression) 추정결과

앞에서 제시된 단순 회귀분석의 추정결과는 성과배분제와 련한 내생성

(endogeneity)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와 성과배

분제가 없는 사업체는 애 에 기술 신역량이 다를 수 있다. 인센티  제도로

서 성과배분은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고, 무임승차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업체일수록 효과 이다. 이러한 사업체 특성은 동시에 기술 신을 결정하는 

요인일 수 있다. 한편 성과배분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근로자들을 끌어들

인다. 만일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 는 험 선호 인 근로자들이 성과배분

제를 다른 보수체계보다 선호한다면(이인재, 2019a, 2019b)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는 성과배분제가 없는 사업체와 다른 특성을 지닌 근로자로 구성될 것이

고, 따라서 기술 신역량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요인들이 찰

되지 않아 회귀분석에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단순 회귀분석의 추정계수는 불편

추정치가 아니다(김동배․이인재, 2018). 

이러한 문제는 패 자료를 이용한 추정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사

업체의 성과배분제 선택과 기술 신에 향을 미치는 찰되지 않는 특성이 시

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찰되지 않은 특성이 미치는 향을 제거할 수 있다(Greene, 2018). 

여기에서도 선형확률모형과 로짓모형의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내생성 문

제를 해결해보고자 한다. 

고정효과 모형에서 사업체의 기술 신은 다음과 같은 잠재함수(latent function)

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1)

식 (1)에서 하첨자 는 사업체를, 하첨자 는 시간을 나타낸다. 
 는 기술

신의 성향을 나타내는 변수(indicator variable), 는 성과배분을 포함한 기술

신에 향을 미치는 변수, 는 기술 신에 향을 미치는 사업체의 찰되

지 않은 특성, 는 독립 이고 동일하게 분포된(i.i.d.) 오차항이다. 고정효과 

모형의 요한 가정은 사업체의 찰되지 않은 특성 가 성과배분과 상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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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3) 

우리는 잠재변수 
 를 찰할 수 없으며, 다만 기술 신 여부(0 는 1)만을 

나타내는 변수 를 찰할 수 있다. 고정효과 선형확률 모형에서 사업체 가 

시 에서 기술 신을 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r    Pr     (2)

한편 고정효과 로짓모형에서 사업체 가 시 에서 기술 신을 할 확률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Pr    Pr     (3)

여기에서 는 로지스틱 함수(logistic cumulative distribution)이다. 

<표 4>는 제품 신을 종속변수로 한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고정효과 선형확률모형에서 성과배분 더미의 추정계수는 0.061로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고정효과 로짓모형에서 성과배분 더미의 추정계

수는 0.081로 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

우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는 성과배분제가 없는 사업체에 비해 제품 신을 

할 확률이 6.1%p 는 8.1%p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체의 측되

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가 제품 신 확률

이 높다는 계는 여 히 발견된다. 고정효과의 추정계수를 2개년도를 합쳐서 

분석한 회귀분석(pooled regression)의 추정계수와 비교해 보면 선형확률 모형

에서는 작아졌지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선형확률모형에서

는 기술 신역량이 높은 사업체에 성과배분제가 도입되어 있다는 선택효과의 

존재가 일부 확인되지만, 로짓모형에서는 이러한 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

는다. 

3) 사업체의 찰되지 않은 특성이 사업체의 찰된 특성과 독립 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가정에 입각한 모형을 임의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이라고 한다. 모형의 

합성에 한 Hausman 검정(Hausman specification test)에 따르면 본문에서 제시하는 

모든 추정에서 임의효과 모형이 선호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

된 추정치를 제시하는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성과배분제의 효과를 추정한다. 다만 

체  가설에 따른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부표에 임의효과 모형의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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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과배분제도와 제품 신: 고정효과 모형

변수
선형확률모형 로짓모형

추정계수 표 오차 추정계수 표 오차

성과배분제도 0.061*** 0.018 0.081** 0.036

사업체 규모 0.045 0.051 0.293* 0.176

노동조합 0.003 0.045 0.009 0.111

고령인력 비 -0.028 0.041 -0.119 0.148

여성인력 비 0.126 0.091 0.281 0.185

비정규직 비 0.000 0.003 0.002 0.010

몰입형 인사방침지수 0.012 0.009 0.018 0.015

R2/Log-likelihood 0.016 -278.7

N 5,360 5,360

  주 : 로짓모형은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의 추정치 제시. 

*** 1% 유의수 , ** 5% 유의수 , * 10% 유의수 .

자료 : 사업체패 조사 2015~17.

한편 고정효과 모형에서 부분의 통제변수들은 통계  유의성을 상실한다. 

2개년도를 합쳐서 분석한 회귀분석(pooled regression)에서 사용된 통제변수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거나 일률 으로 변하는 변수인 사업체 업력, 상장사  

제조업 더미는 고정효과 추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통계  유의성을 보이는 

유일한 변수는 기업규모로 로짓모형에서 10% 수 에서 한계 으로 유의할 뿐

이다. 따라서 제품 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추정에 사용된 변수 이외의 것

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5>는 공정 신을 종속변수로 한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고정효과 선형확률모형에서 성과배분 더미의 추정계수는 0.094, 고정효

과 로짓모형에서 성과배분 더미의 추정계수는 0.097로 모두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는 

성과배분제가 없는 사업체에 비해 공정 신을 할 확률이 9.4%p 는 9.7%p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 신과 마찬가지로, 어느 모형에서든지 사업체의 

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가 공정 신 

확률이 높다. 고정효과의 추정계수는 선형확률 모형에서는 2개년도를 합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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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과배분제도와 공정 신: 고정효과 모형

변수
선형확률모형 로짓모형

추정계수 표 오차 추정계수 표 오차

성과배분제도 0.094*** 0.019 0.097*** 0.036

사업체 규모 0.055 0.055 0.341* 0.174

노동조합 0.044 0.049 0.075 0.081

고령인력 비 -0.031 0.045 -0.058 0.102

여성인력 비 0.091 0.099 0.180 0.164

비정규직 비 -0.001 0.003 -0.005 0.011

몰입형 인사방침지수 0.017* 0.010 0.022* 0.012

R2/Log-likelihood 0.042 -327.2

N 5,360 5,360

  주 : 로짓모형은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의 추정치 제시. 

*** 1% 유의수 , ** 5% 유의수 , * 10% 유의수 .

자료 : 사업체패 조사 2015~17.

분석한 회귀분석(pooled regression)의 추정계수보다 작아졌지만, 로짓모형에서

는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선택효과에 해서  제품 신에서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공정 신에 한 고정효과 모형에서 부분 통제변수들은 통계  유

의성을 상실한다. 통계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는 선형확률 모형에서는 몰입형 

인사방침지수, 로짓모형에서는 사업체 규모와 몰입형 인사방침지수뿐이다. 그

러나 이 변수들의 통계  유의성은 10% 수 으로 한계 이다. 따라서 공정

신은 통제변수 이외의 측되지 않는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추정결과는 사업체 특성이 단기간(2년)에는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추

정에 충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는 측되지 않은 사업체 특성이 기술 신에 미치

는 향을 통제하여도 단순추정에서 확인된 성과배분과 기술 신의 계는 여

히 유지됨을 보여 다. 추정계수들은 제품 신과 공정 신 모두에서 추정모

형에 계없이 어도 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성과배분이 

기술 신에 미치는 정  향의 부가 기술 신역량이 높은 사업체가 성과

배분을 실시하여서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연구가설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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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배분제는 신에 한 유인을 제공하며, 사업체 기술 신 성과에 향을 

미친다.4) 

Ⅴ. 요약  함의

본 연구는 성과배분제도가 기술 신을 둘러싼 리인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

소하는 기업내부 인센티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에 주목했다. 오 이노베이

션이 함의하듯 기술 신은 연구개발담당 특정 부서나 엔지니어들의 특화된 업

무 역이 아니라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구성원들이 암묵지의 형태로 사 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지식은 성공 인 기술 신을 해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성과배분제는 기술 신이 낳는 추가 인 경 성과를 근로자 측과 공유하겠

다는 경  측의 사  약속 장치로서, 기술 신을 둘러싼 리인 문제의 해소 

즉 기술 신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이해일치를 낳고, 기술 신이 근로자들에게 

래할 수 있는 잠재 인 부정  효과에 한 보상으로 작용하여 근로자들의 

기술 신에 한 반 나 회의 인 입장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보다 극 으

로는 기술 신에 한 근로자들의 몰입과 열정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17년 패 조사 자료를 이용한 단순 분석결과에 따르

면,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가 성과배분제가 없는 사업체보다 기술 신 성과

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택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 선형확

률 모형과 로짓모형에서도 그 로 유지된다.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는 없는 

사업체보다 제품 신을 할 확률이 6.1%p 는 8.1%p 높으며, 공정 신을 할 

확률도 9.4%p 는 9.7%p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성과배분이 기술 신을 

진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에 부합한다. 

국의 추격․추월로 인한 한국 기업의 로벌 경쟁우  변화와 경제의 디지

4) <부표>에 임의효과 모형의 추정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성과배분은 제품 신 확률을 선형

확률 모형에서는 8.7%p, 로짓모형에서는 7.4%p 높이며, 공정 신 확률을 선형확률 모형

에서는 11.2%p, 로짓모형에서는 9.5%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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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화로 한국 기업을 둘러싼 경 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

들이 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고 번 하기 해서는 최선을 다해 신역량을 구

축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성과배분제도가 기술 신을 진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신역량 강화가 과제인 기업과 정책 담당자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 성과배분제도가 기술 신을 둘러싼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 일치를 낳는다

면 신에 필요한 사  지식이나 노하우 공유 등 기업 내부에서 지식창출이 활

성화되고 이는 기술 신의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최근 기술 신의 

특징인 오 이노베이션에서 기술 신은 연구개발 담당자들의 유물이 아니라 

조직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의 공유와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체 

직원들의 기술 신에 한 몰입과 열정이 요해지는데 이와 련해서 성과배

분제도는 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 신 정부 정책과 

련해서도 함의를 제공한다. 기존 기술 신 지원정책들은 주로 연구개발 자  

지원이 심이었는데 기업 내부의 기술 신 동기 제고라는 측면에서 성과배분

제도의 활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 신을 한 기업 내부 동기 

장치로서 성과배분제도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과배분의 

범  즉 이익배분과 수익배분만이 아니라 우리사주나  사원 상 스톡옵션 

등을 포함하는 의의 성과배분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요한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과배분제도의 

특성이 기술 신에 미치는 향을 제 로 다루지 못했다. 이와 련해서 재 

사업체패 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성과배분제도 특성변수를 재 방식과는 

달리 성과배분 실시여부와 독립 으로 측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성과배분제

도가 기술 신에 미치는 향은 제도 유형이 이익배분(profit sharing)인지 수익

배분(gain sharing)인지 아니면 혼합형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측할 수 있지

만, 아쉽게도 사업체패 조사는 이러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

서 다루지 못한 성과배분제도의 다른 제도 특성들과 다양한 운  방식들에 따

라 기술 신에 미치는 효과도 상이할 수 있다는 에서 추후에는 성과배분제

도 유무를 넘어 ‘어떤’ 성과배분제도를 ‘어떻게’ 운 하는가에 따라 기술 신

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황조건에 한 연구 

즉 ‘어떤’ 상황에서 성과배분제가 기술 신을 더 진하는가도 추후 연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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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종속변수인 기술 신의 지표도 연구개발투자와 같은 투입지표와 특허출원 

건수나 신제품 신이 상용화에 성공해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과 같은 산

출지표 등 측정 지표를 다양화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료가 허용한다면 성과배분제와 기술 신의 계의 미시  토 로서 즉 본 연

구가 제하고 있는 지식공유  지식창출의 활성화를 성과배분제가 낳는지를 

직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성과배분제가 기술 신과 련해서 근로

자들의 지식공유와 창출을 활성화시키는가를 살펴 으로써 본 연구에서 가정

하는 변수 간 인과(因果)고리의 폭을 좀 더 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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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성과배분제도와 제품 신: 임의효과 모형

변수
선형확률모형 로짓모형

추정계수 표 오차 추정계수 표 오차

성과배분제도 0.087*** 0.012 0.074*** 0.011
사업체 규모 0.059*** 0.015 0.043*** 0.013
노동조합 -0.006 0.015 -0.009 0.014
사업체 업력 0.003 0.004 0.004 0.004
상장사 0.144*** 0.019 0.102*** 0.016
고령인력 비 -0.098*** 0.024 -0.163*** 0.030
여성인력 비 0.057 0.023 0.064 0.023
비정규직 비 0.000 0.002 -0.001 0.004
제조업 0.100*** 0.012 0.102*** 0.012
몰입형 인사방침지수 0.021*** 0.007 0.021*** 0.007
R2/Log-likelihood 0.085 -2056.0

N 5,360 5,360

  주 : 로짓모형은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의 추정치 제시. 

*** 1% 유의수 , ** 5% 유의수 , * 10% 유의수 .

자료 : 사업체패 조사 2015~17.

<부표 2> 성과배분제도와 공정 신: 임의효과 모형

변수
선형확률모형 로짓모형

추정계수 표 오차 추정계수 표 오차

성과배분제도 0.112*** 0.013 0.095*** 0.011

사업체 규모 0.082*** 0.015 0.062*** 0.014

노동조합 0.015 0.015 0.009 0.015

사업체 업력 0.001 0.004 0.001 0.004

상장사 0.107*** 0.020 0.076*** 0.017

고령인력 비 -0.101*** 0.025 -0.157*** 0.031

여성인력 비 0.032 0.023 0.041 0.024

비정규직 비 0.000 0.002 -0.001 0.004

제조업 0.126*** 0.013 0.127*** 0.012

몰입형 인사방침지수 0.026*** 0.007 0.026*** 0.007

R2/Log-likelihood 0.092 0.095

N 5,360 5,360

  주 : 로짓모형은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의 추정치 제시. 

*** 1% 유의수 , ** 5% 유의수 , * 10% 유의수 .

자료 : 사업체패 조사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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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rofit Sharing Schem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 Evidence from Workplace Panel Survey

Lee Injae․Kim Dong-Bae

As a credible commitment on the part of the firms to share the gains from 

innovation with their employees, profit-sharing can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in firms. Profit sharing provides appropriate incentive scheme 

for interests alignmen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s, so technological 

innovation becomes a mutual interests of employer and employees. Using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rofit sharing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fixed effects model 

that controls for selection bias show that the firms with profit sharing plans  

have a 6.1~8.1%p higher probability of adopting product innovation than the 

firms without profit sharing plans. They also show that profit-sharing firms 

have a 9.4~9.7%p higher likelihood of adopting process innov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profit-sharing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in firms. 

Keywords : profit-sharing schemes,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fixed- 

effec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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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문제 제기

지난 30여 년간 인 자원 리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된 분야  하나는 

개별 제도가 아닌 시스템으로서의 인 자원 리가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략  인 자원 리(Strategci Human Resource Management) 분야

이다(강성춘․박지성․박호환, 2011; 배종석, 1999; Becker & Huselid, 2006). 

그간의 략  인 자원 리 연구를 정리하면, 자원기반 을 토 로 인  자

원은 조직의 경쟁우  달성과 재무성과 창출의 근간이 될 수 있으므로(Barney 

& Wright, 1998), 보다 우수한 인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 자원

시스템으로서 고성과작업시스템과 같은 인 자원 리 행이 다양한 조직성과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 으로 축 되어 왔다(강성

춘․윤 , 2009; 이주형․이 면, 2010; Combs et al., 2006; Jiang, 2012). 

조직성과에 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정 인 효과를 입증하는 다양한 국

내외 실증연구 결과의 축 에도 불구하고, 략  인 자원 리 련 연구는 

여 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가 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상황주의 

(contingency approach)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향은 조직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그간 많은 

연구들은 주로 경 략이나 조직구조 등 조직의  다른 하드웨어에 집 하는 

반면, 조직의 인사 정책이나 인사부서의 활동과 같은 소 트웨어 인 측면에 

해서는 폭넓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강성춘 외, 2011; Monks et al., 2013). 그

러나 인 자원시스템의 추상화 수 (level of abstraction)을 고려할 때,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이루는 제도들의 효과는 해당 조직에서 추구되는 인사 정책의 방

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Kepes & Delery, 2007; Lepak, Marrone, & Takeuchi, 

2004). 왜냐하면 인사부서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의도된(intended) 제

도와 실제 직원들이 인지하는(realized) 제도 간 차이(gap)가 크게 벌어질 수 있

는데(Den Hartog, Boon, Verburg, & Croon, 2013; Khilji & Wang, 2006), 이러

한 차이가 결국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효과성에 크고 작은 향을 미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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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둘째,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은 부분 횡단자

료를 토 로 진행됨으로써 고성과 조직이 고성과작업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

이 크다는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에 한 의심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Wright et al., 2005). 이에 략  인 자원 리의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수의 문헌들은 공통 으로 종단자료를 통한 인과성 검증을 주요 연

구과제로 제안하고 있다(강성춘 외, 2011; Becker & Huselid, 2006; Saridakis, 

Lai, & Cooper, 2017; Wright et al.,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다수

의 연구들이 횡단자료에 근거한 연구에 머물고 있어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효과

성을 엄 히 살펴보기 해서는 무엇보다 종단효과에 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성과작업

시스템의 경계조건으로서 조직의 인재우  정책과 인사부서의 인사 련 커뮤

니 이션 활동에 주목하여,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의 계가 경계조건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고성과작업시

스템이 어떻게 조직의 고성과 창출에 기여하는지를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해 AMO(Ability-Motivation-Opportunity) 모델(Jiang et al., 

2012; Lepak et al., 2006)과 인사시스템 수 (level) 논의(Monks et al., 2013; 

Schuler, 1992)를 활용하여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조직성과

에 기여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술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년간 

반복 조사된 인 자본 기업패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 HCCP)을 활

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략  인 자원 리 분야의 학문

 외연을 확장하고 련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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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가설 설정

1.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의 계

테일러리즘으로 변되는 통  작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체 

방안을 찾고자 고민했던 인 자원 리 연구자들  실무자들은 신  인

자원 리의 방안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왔다

(Appelbaum et al., 2000; Arthur, 1994; Delery & Doty, 1996; Huselid, 1995). 

련 연구들에 따르면, 고성작업시스템은 다양한 행들이 존재하는 일종의 

‘묶음(bundle)’으로 존재하는데, 구성원의 역량과 동기를 제고하여 능동 이고 

헌신 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인 자원 리 제도들이 내 으로 일

된 하나의 구성형태(configuration)로 존재하는 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다

(Combs et al., 2006; Jiang et al., 2012). 

하나의 묶음으로서 존재하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보다 체계 으로 이해하기 

해 선행연구들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부요인을 규명하고자 다양

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Appelbaum et al., 2000; Jiang et al., 2012; Lepak et al., 

2006). 하부 요인의 분류 기 을 제시한 표 인 분석틀인 AMO 모형에 따르

면(Jiang et al., 2012; Lepak et al., 2006),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직무 수행에 필

요한 지식  기술을 높이는 인사 행들(skill-enhancing HR practices), 직원들

의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인사 행들(motivation-enhancing HR practices), 직원

들의 참여 기회를 확 시키는 인사 행들(opportunity-enhancing HR practices)

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높이는 인사 행들에는 범 한 

모집과 엄격한 선발, 집 인 교육훈련 등이 해당되며,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인사 행들에는 개발 지향 이고 잠재력 심의 평가, 높은 수 의 

보상과 복리후생, 안정 인 고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참

여 기회를 확 시키는 인사 행들에는 유연한 직무 설계, 권한 임,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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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해당된다(Appelbaum et al., 2000; Jiang et al., 2012; Lepak et al., 2006). 

Jiang et al.(2012)의 메타 연구 결과는 이러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세 가지 하

 차원에 속하는 행들이 인 자본의 수 (human capital level)과 직원들의 

동기(employee motivation)를 향상시키는 데 정 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게 증진된 직원들의 동기부여 수 은 단지 개인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에 머

무르지 않고 조직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즉,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직

원들이 직무 수행과 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업무 몰입을 해 동기부

여되도록 하며, 이를 발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성과와 조직성과

에 모두 공헌하게 된다(Combs et al., 2006; Jiang et al., 2012). 

련 실증연구 결과들 역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

직성과에 기여함을 보여 다. 즉,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직원들이 성공 으로 직

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해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knowledge/ 

skills/ abilities: KSAs)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축 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확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수행 동기부여를 높인다(김기태․조 순, 2008; 김

동배․김주섭․박의경, 2003; Kim, 2010; Takeuchi et al., 2007).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의사결정 참여와 정보 공유 확 를 통해 상호 의사소통과 력을 

진함으로써 조직 내 사회구조를 증진시키는 한편(허문구․문상미, 2010; Evans 

& Davis, 2005; Takeuchi et al., 2007), 조직이 략 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풍

토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김윤호․박오원․강은미, 2010; Rogg, Schmidt, 

Shull, & Schmitt, 2001).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고성과작업시스템은 개인의 성

과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 창출에도 정 으로 기여할 것임을 측할 수 

있다(강성춘․윤 , 2009; 나인강, 2014; Arthur, 1994; Delery & Doty, 1996; 

Huselid, 1995; Jiang et al., 2012; Takeuchi et al., 2007). 

가설 1 :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조직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직 인재우  정책의 조 효과

인 자원 리에 한 투자는 조직 입장에서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고 장기

인 에서 규모 산 투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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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조직성과로 이어지기 해서는 인 자원 행의 실행이 지속될 수 있도

록 지지해주는 근간이 필요하다(Arthur, Herdman, & Yang, 2016). 이러한 근간

은 구체 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제도나 행 자체의 설

계에 있어서 그림이 되는 청사진(blueprint)이자 지침 원리(guiding principle)

로서 기능하게 된다(Monks et al., 2013). 

이에 략  인 자원 리 분야에서는 인 자원 리의 수 (level)에 따른 구

분을 통해 각 부분 간 시 지 효과에 해 다룰 것을 제안하 는데, 표 으로 

Schuler(1992)는 인 자원 리를 철학(philosophy), 정책(policies), 로그램

(programme), 행(practices), 로세스(processes)라는 다섯 가지 수 으로 구

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  인 자원 정책은 “조직이 인 자원을 어떻게 고

려하는가, 인 자원이 사업의 반 인 성공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

리고 인 자원을 어떻게 우하고 리해야 하는가를 반 한다. 이러한 서술은 

매우 일반 이어서 조직 내 행 들의 보다 구체 인 수 에서 해석된다”고 기

술하 다(Schuler, 1992, p.21). 이를 기반으로 할 때, 인 자원 정책은 ‘ 략  

니즈와 연계된 사람 심의 사업 이슈들에 해 구체 인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서술(statement)’이면서(Lepak, Marrone, & Takeuchi, 2004, p.643), 

동시에 ‘개별 인 자원 리시스템을 아우르는 직원의 가치와 우를 명확히 하

고 특징화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조직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반 하는 

기제’(Kepes & Delery, 2007: 390)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 자원 정책은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행 들을 이끌어내고 강화시

키는 인 자원 행들에 한 설계 방향과 해석상의 기 으로 기능한다(Lepak 

et al., 2004; Monks et al., 2013). 이때 인재를 우 하고 인 자원의 가치를 강

조하는 정책의 수립  실행은 인 자원, 즉 인재에 한 경 진의 반 인 

믿음과 최우선시되는 원칙을 보여주며, 인재를 우 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조직 반 으로 인  자본의 역할과 가치를 본질 으로 존 한다는 의미를 직

원들에게 달한다(김윤호․윤희상․김종진, 2016; 이 우․이정 ․방호진, 

2012; Arthur et al., 2016; Lepak, Taylor, Tekleab, Marrone, & Cohen, 2007).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인재우  정책은 인재가 조직 경쟁력의 가장 요한 요

인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유인하고 유지하는 제도  행들을 실시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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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의미한다(김진우․정구 , 2019; Lepak et al., 2007). 이러한 신호 기능

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실행이 직원들을 착취하는 경 진의 의도가 아니라 직

원들의 성장과 몰입을 유도하는 제도임을 귀인(attribution)하게 된다(Nishii, 

Lepak, & Schneider, 2008). 이러한 직원들의 귀인을 통해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더욱 몰입하게 됨으로써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

가 강화될 수 있다(Nishii et al., 2008). 이를 뒷받침하듯, Lepak et al.(2004)에 

의하면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속 인 성과 창출

을 해서는 보다 근본 으로 직원 성장과 기여에 한 아낌없는 투자를 강조

하는 인재우  정책이 자리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실증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Lepak et al.(2007)은 미

국 402개 사업장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인재우  철학을 가진 경우 핵

심(core) 인력과 지원(support) 인력 모두에게 인 자원에 한 투자가 보다 증

됨을 보여주었다. Arthur et al.(2016)은 최고경 진 이론(upper-echelons theory)

을 기반으로 조직 내 최고경 진들이 인재를 우 하는 가치에 기반하여 ‘인  

자원 원인-효과에 한 믿음(HR cause-effect belief)’이 강할수록 고성과작업시

스템의 도입  실행이 강화됨을 실증하 다. 김윤호 외(2016) 역시 최고경

진 이론을 바탕으로 조건부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경 진의 인 자원 시 가치

를 독립변수와 조 변수로 검증한 결과, 인 자원을 시하는 인재우  정책이 

강할수록 단기 인 성과변화에 상 없이 장기 이고 지속 으로 고성과작업시

스템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Kwon et al.(2010)과 이 우 외

(2012)의 경우에도 인재우 에 한 최고경 진의 태도  인식이 사람에 투자

하는 인사제도 설계 자체에 향을 미침을 보여주었으며(Chadwick, Super, & 

Kwon, 2015), 강성춘․윤 (2009)은 경 진의 인재우  정도가 고성과작업

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계를 강화시킴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과 실

증결과들을 토 로, 조직이 인재우  정책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정(+)의 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2 : 조직의 인재우  정책은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정(+)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구체 으로, 인재우  정책 수 이 높을수록 고성과작업시

스템과 조직성과 간 정(+)의 계는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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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 활동의 조 효과

인사시스템 수 에 따른 상이한 역할 논의에 근거할 때, 인 자원 정책이 고

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 내에서 구 되는 데 제도 실행  지속의 정당성을 부

여하는 역할을 한다면, 수립된 인 자원 행이 직원들에게 폭넓게 이해되고 

원활히 공유되도록 하여 실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부분은 인 자원 

로세스라 할 수 있다(Monks et al., 2013; Schuler, 1992). 그간 고성과작업시스

템 련 연구들에서는 주로 인사제도라는 ‘내용(contents)’에 주목해 왔으나, 

2000년  후반부터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효과 으로 실행하고 구성원에

게 달할 것인가와 련된 ‘ 로세스(process)’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다(Bowen & Ostroff, 2004; Den Hartog et al., 2013; Li, Frenkel & Sanders, 

2011). 이러한 로세스 련 논의는 아무리 조직에서 훌륭한 인사제도들을 기

획하고 제공해도 이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달하는가에 따라 종업원들의 인식

과 태도, 반응은 매우 달라지며, 이에 한 조직 수 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인

식에서 출발한다(Den Hartog et al., 2013; Liao, Toya, Lepak, & Hong, 2009; 

Nishii & Wright, 2008). 특히 ‘인 자원 리 시스템 강도(strength of the HRM 

system)’ 개념을 제안한 Bowen & Ostroff(2004)에 따르면, 인 자원 리시스템

의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조직 풍토가 강하게 형성되므로 조직이 의도한 목

을 더욱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이론 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인사 로세스와 련된 재의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흐름은 인사 강도 자체와 련하여 개념의 명확화와 

측정방법의 정교화이며, 두 번째 흐름은 인사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 맥락  

요인들에 한 검증이다. 인사 강도 자체와 련된 연구들은 Bowen & 

Ostroff(2004)가 인사 리 강도에 한 심을 발한 이후 인사제도의 효과성

을 높이기 해서는 인사 리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김윤호, 2015; 조민

정․김성수․조진환, 2013; Nishii & Wright, 2008; Ostroff & Bowen, 2016), 

이러한 강도가 높아졌는지를 살펴보기 해 인사 강도 련 구성개념의 측정을 

보다 정교화시키기 한 노력들을 제고하고 있다(Delmotte, Winne, & Sels, 

2012; Gomes et al., 2010).  다른 연구 흐름인 인사 강도를 제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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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요인과 련해서는 리더 역할(Nishii & Paluch, 2018), 조직 풍토(Li et al., 

2011), 국가 문화(Farndale & Sanders, 2017), 인사부서의 략  역할(한수

진․박오원, 2014)  변화 리 역할(Alfes et al., 2019) 등이 다루어져 왔다. 

특히 인사부서와 련하여 인사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달하

는 역할을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도 제고를 한 로세스 측면에

서 인사부서가 구성원들과 얼마나 활발히 상호작용하는지에 해서는 상

으로 논의가 미흡하여 추가 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Ostroff & Bowen, 2016). 기존 략  인 자원 리 련 연구들에서는 고성

과작업시스템이라는 인사 행을 수립하고 이를 달하는 인사부서가 련 제

도들을 조직 내 구성원들과 얼마나 활발히 커뮤니 이션 하는가는 의도된 인사

시스템과 실 된 인사시스템상의 차이를 이는 데 요한 맥락 요인으로 고려

된다(류성민․김성훈, 2013; 박지성․류성민, 2017; Brandl & Pohler, 2010; 

Hailey, Farndale, & Truss, 2005). 여기서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은 인사부서가 

문성을 가지고 조직 내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 활발히, 그리고 긴 하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Macan & Highhouse, 1994; Monks et al., 2013). 

일반 으로, 인사부서는 조직 구성원들을 내부 고객으로 하여 HR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에서, 인사부서가 고성과작업시스템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활

발히 직원들에게 달하고 공유하는가는 설계된 제도들이 원활히 구 되는 데  

건이 된다(Hailey et al., 2005; Truss & Gill, 1998). 특히 인사제도가 조직이 

직원들에게 기 하는 바람직한 행 들을 직원들에게 달하는 신호이자 의사

소통 채 임을 고려할 때(Guzzo & Noonan, 1994), 인사부서가 인사 련 정보

들을 원활히 제공하고 수시로 직원들과 커뮤니 이션한다면 ‘인 자원 리 시

스템 강도’ 수 은 증가하게 되고(Bowen & Ostroff, 2004), 이를 통해 궁극

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제고될 수 있다(류성민․

김성훈, 2013; Brandl & Pohler, 2010; Hailey et al., 2005; Kim & Ryu, 2011). 

이와는 반 로, 만약 인사부서에서 효과 이라 알려진 인사제도를 기획하여 도

입하더라도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제 로 달하지 못한다면 의도된 효과와 

실 된 효과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주게 됨

에 따라 오히려 조직 몰입을 하시킬 수 있으며 결국 조직성과에 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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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Den Hartog et al., 2013; Khilji & Wang, 2006). 따라서 고성과작업시스템 

역시 도입에 그쳐서는 효과를 기 하기 어렵고, 인사부서의 제도 달이라는 

로세스가 맥락  요인으로서 갖춰져 있을 때 조직의 높은 성과에 기여할 것

으로 측된다.

실증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논의들을 뒷받침하는데, Truss & Gill(2008)은 인

사부서의 문성과 커뮤니 이션 능력이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인사 효과

성을 배가시키는 데 지 한 향을 미친다는 을 실증하 으며, Kim & Ryu 

(2011)는 인사부서 담당자들이 다른 부서  조직 내 구성원들과 활발한 교류

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인사시스템을 효과 으로 실행하고 구성원들이 인사

제도에 한 이해수 이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핵심 으로 역할하게 됨을 보여

주었다. 류성민․김성훈(2013) 역시 인 자원 리 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요

인을 인사부서의 커뮤니 이션 역량으로 보고 이를 실증하 다. 이러한 논의를 

토 로 인사부서의 제도 련 커뮤니 이션 활동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

성과 간 정(+)의 계를 조 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3 :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은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정(+)의 계

를 조 할 것이다. 구체 으로,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 수 이 높을수록 고

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정(+)의 계는 강화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가설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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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론

1. 자료  표본

주어진 가설의 실증을 해 본 연구에서는 인 자본기업패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 HCCP) 자료가 활용되었다. HCCP는 NICE신용평가정보(주)

의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속한 기업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속한 기업  

직 고용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기업을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HCCP 조사는 두 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각 기업의 기업

수  조사로서 인사담당자(1개 기업당 1인)를 상으로 조사되었고, 다른 하나

는 개인수  조사로서 각 기업의 구성원(1개 기업당 복수의 인원)을 상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수  조사에는 경 일반, 인 자원개발, 인 자원 리, 인력 

황 등의 자료가 포함되고, 개인수  조사에는 기업에 한 개인의 인식에 

련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럿 성격으로 진행된 1차년도 

자료(2005년)를 배제하고, 2차년도 자료(2007년)부터 6차년도 자료(2015년)를 

통합하여 패 데이터를 구축하 다. 이 과정에서 개인수  조사가 3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 는데, 그 이유는 조직의 인사부서에 한 

인식을 3명보다 은 인원이 응답할 경우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최종 으로 2007년 313개 기업, 2009년 396개 기업, 2011년 350개 

기업, 2013년 322개 기업, 2015년 303개 기업, 총 1,684회의 측치(528개 기

업)가 분석 상으로 선정되었다. 528개 기업  제조업은 418개(79.2%) 으며, 

서비스업은 110개(20.8%) 다. 한국표 산업 분류(KSIC 2자리) 기 , 빈도수

가 높은 주요 산업은 ‘ 자부품, 컴퓨터,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KSIC=26)’이 68개, ‘자동차  트 일러 제조업(KSIC=30)’이 53개, ‘기타기계 

 장비제조업(KSIC=29)’이 41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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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가. 종속변수:조직성과(노동생산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각 기업의 노동생산성으로 측정하 다. 노

동생산성 변수는 략  인 자원 리 분야에서 종속변수로 자주 다루어지는 

변수로서(Datta, Guthrie, & Wright, 2005; Chadwick et al., 2013), 종업원 일인

당 창출한 매출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

을 측정하기 해 각 측정시 의 연말 기  매출총액을 연간 종업원의 평균수

로 나  값(백만 원 단 )을 활용하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간차(time 

lag)를 고려하여, 독립변수가 각 조사연도의 연 조사된 것을 감안하여 결과변

수는 해당 조사연도의 연말 회계연도 재무자료를 활용하 다.

나. 독립변수:고성과작업시스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인 자원 리 시스템의 다섯 가

지 기능, 즉 채용, 평가, 보상, 교육훈련, 직무 등에 련된 24개 제도의 실행 

여부로 측정하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성과작업시스템을 측정하는 방법은 

제도의 객 인 실행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과, 제도의 활용정도 는 효과성

에 해 인사담당자로부터 주 인 응답을 측정하는 방법 이상 두 가지가 있

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동일 조직 내에서도 응답자의 주 성에 따라 응답이 

다를 수 있어 신뢰성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고, 성과가 좋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높은 성과를 인 자원 리로 귀인하는 경향으로 인해 고성과기업들이 자신들

의 인 자원 리에 해 과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Boseli, Dietz, & 

Boon, 2005; Wright et al.,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 측정

도구의 객 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응답자의 주 성을 배제하기 해 고성과작

업시스템 련 제도들의 실행 여부를 바탕으로 측정하 다(나인강, 2014; 박지

성․류성민, 2015; 옥지호, 2015).

각 제도들은 더미변수(실행=1, 미실행=0) 방식으로 각각 측정되어 합산되었

는데, 각 다섯 가지 기능의 구체 인 제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채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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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내부육성, 외부의 헤드헌터

사 활용, 인재풀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별도의 채용  가동 이상 네 가지 

제도의 합으로 측정하 다. 평가 기능은 종업원의 잠재 인 역량을 개발시킬 

목 으로 진행되는 평가제도로서 역량평가, 다면평가, 평가피드백, 경력개발제

도 이상 네 개의 제도의 합으로 측정하 다. 보상 기능은 개인성과 , 성과 , 

사업부성과 , 사성과 , 선택  복리후생,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rogram) 이상의 여섯 가지 제도의 합산으로 측정하 다. 교육훈련 

기능은 종업원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해 실시되는 교육활동을 가리키

는 것으로서, OJT(On-the-Job Training), 자체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여부, 

집체식 사내교육훈련, 집체식 사외교육훈련 이상의 네 가지 제도 합산으로 측

정하 다. 마지막으로 직무 기능은 구성원들의 능동 인 력과 자발 인 참여

를 유도하기 해 실시되는 제도들로서, 직무순환제도, 제안제도, 멘토링 는 

코칭, 사내공모제, 품질분임조(Quality Circle), 식스시그마 이상 여섯 가지 제도

의 합으로 측정하 다. 이상 네 가지 기능의 24개 제도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0.7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제도의 실행 여부를 합산하여 

고성과작업시스템 지수를 산출하 다.

다. 조 변수:인재우  정책,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

조 변수인 인재우  정책과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은 HCCP 개인수  설문

지에서 조사된, 각 조직에 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먼

 인재우  정책의 경우, 각 기업에 속한 종업원들에게 해당 기업의 경 진은 

인 자원의 요성에 해 얼마나 심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김진우․

정구 , 2019), 이는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  척도(  

그 지 않음, 그 지 않은 편임, 그  그러함, 그런 편임, 으로 그러함)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 으로, 인재우 는 “우리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우

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경 진은 인 자원개발에 한 명확한 비 을 가

지고 있다”, “우리 회사의 경 진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인재의 요성을 강조

한다” 이상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0.878).

다음으로,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은 인사부서가 문성을 가지고 조직 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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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과 어느 정도 활발히, 그리고 긴 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Macan & Highhouse, 1994; Monks et al., 2013). 이는 수립된 인사제도에 

해 구성원들과 얼마나 자주 의사소통하는지와 계된다. 인사부서 커뮤니 이

션의 경우 HCCP 설문에서는 네 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리

커트 5  척도(  그 지 않음, 그 지 않은 편임, 그  그러함, 그런 편임, 

으로 그러함)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 으로, 인사부서 커뮤니 이

션은 “인사 련 이슈에 해 업 부서장들을 교육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인

사제도의 내용을 수시로 직원들에게 설명해 다”, “회사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해당 분야(인사 리, 교육훈련, 노사 계 등)에 상당한 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 네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0.866).

한편, 인재우  정책과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 변수는 개인수 에서 측정되

었기 때문에 이를 조직수 으로 집합(aggregation)하기 해서는 별도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해 선행연구는 ICC(1), ICC(2), rwg 값 등을 제시하

는데, 본 연구의 경우 이를 산출한 결과는 <표 1>에 보고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각 조직의 개인들이 응답한 조직문화는 체 으로 조직수  변수로 변

환 가능한 것으로 단되었다.

<표 1> 조 변수의 신뢰도  집합지수(aggregation index)

문항간

신뢰도

ICC
(1)

ICC
(2)

rwg

인재우  정책

(1) 우리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우 하고 있다

(2) 우리 회사의 경 진은 인 자원개발에 한 명

확한 비 을 가지고 있다

(3) 우리 회사의 경 진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인

재의 요성을 강조한다

.878 .209 .867 .868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

(1) 인사 련 이슈에 해 업 부서장들을 교육

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2) 인사제도의 내용을 수시로 직원들에게 설명해 

다

(3) 회사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4) 해당 분야(인사 리, 교육훈련, 노사 계 등)에 

상당한 문성을 가지고 있다

.866 .147 .810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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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자본집약도, 연도더미, 산업더미 등을 통

제하 다. 조직규모는 각 기업의 정규직 종업원 수를 로그치환하여 산출하 다. 

조직연령은 각 기업의 창립연도로부터의 소요연수를 계산하여 산출하 다. 자

본집약도는 매출액 비 고정자산의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하 다. 연도더미는 

주어진 데이터가 서로 다른 다섯 차례의 시 에 조사된 패  데이터임을 감안

하여, 최  시 을 기 으로 나머지 네 차례 시 을 더미변수로 산출하여 통제

하 다. 마지막으로 산업더미는 한국표 산업 분류(KSIC 두 자리)를 기 으

로 각 기업이 속한 산업을 더미변수로 환하여 통제하 다.

3. 분석방법

분석자료가 패 데이터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이질성

(heterogeneity)을 반 할 수 있는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활용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 다. 패 데이터의 회귀분석은 오차항을 확률효과로 

가정하는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로 가정하는 고정효과모형으로 구분된다. 

이를 별하기 한 Hausman-Test 결과, 확률효과모형이 더 합한 것으로 

정되었다. 한편, 조 효과에 한 가설 2와 가설 3을 테스트하기 해 단계  

회귀분석의 형태로 분석을 진행하 다. 이 과정에서 조 효과를 별하기 한 

교차항(interaction term)은 각 변수의 평균값을 토 로 심화(centering) 과정

을 거쳐 분석에 활용되었다.

Ⅳ. 분석결과

1. 기 통계분석  상 계분석

변수들의 평균, 표 편차, 상 계에 한 기 통계분석과 상 계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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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노동생산성)의 경우 58.239

인 것으로 나타났다(약 일인당 5,800만 원).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노동생산성)

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보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정(+)의 상 계

(r=.199, p<.001), 인재우  정책과 정(+)의 상 계(r=.206, p<.001), 인사부

서 커뮤니 이션과 정(+)의 상 계(r=.147, p<.001) 등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 기 통계분석  상 계분석 결과

M SD 1 2 3 4 5 6 7

1. 조직성과(노동생

산성)
58.239 99.365 1.000

2. 고성과작업시스템 10.162 4.046 .199*** (.722)

3. 인재우  정책 3.391 .414 .206*** .421*** (.868)

4.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
3.353 .366 .147*** .363*** .665*** (.870)

5. 조직규모 5.828 1.075 .060* .400*** .284*** .224*** 1.000

6. 조직연령 31.830 17.399 .074** .032 .039 .017 .156*** 1.000

7. 자본집약도 .605 3.129 .253*** .140*** .095*** .078** -.197*** .079** 1.000

  주 : N(개체수)=528, N( 측수)=1684. 
* p<.05, ** p<.01, *** p<.001(양측검정).

2. 단계  회귀분석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노동생산성)에 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직 효과와 

인재우  정책,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의 조 효과를 각각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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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직성과(노동생산성)에 한 확률효과모형의 단계  회귀분석 결과

변수
결과변수 : 조직성과(노동생산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
-39.979***
 (30.321)

 -24.945
 (30.446)

-16.415
 (30.180)

-23.788
 (30.412)

-15.717
 (30.161)

연도더미

(2009년)
 2.320
(5.314)

  1.100
(5.305)

  .777
(5.227)

 1.078
(5.300)

  .716
(5.216)

연도더미

(2011년)
 6.268
(5.661)

 4.108
(5.669)

 5.693
(5.592)

 4.318
(5.665)

 5.843
(5.582)

연도더미

(2013년)
 3.216
(5.916)

 1.677
(5.909)

 2.646
(5.826)

 1.709
(5.903)

 2.868
(5.816)

연도더미

(2015년)
  .621
(6.158)

-2.763
(6.200)

-1.116
(6.119)

-2.856
(6.194)

-.529
(6.113)

산업더미 생략됨 생략됨 생략됨 생략됨 생략됨

조직규모
  .017
(3.009)

-3.566
(3.143)

-5.747
(3.132)

-4.102
(3.149)

-5.610
(3.131)

조직연령
  .128
(.213)

  .134
(.212)

  .116
(.210)

  .152
(.212)

  .085
(.211)

자본집약도
 1.254
(.842)

  .784
(.848)

  .344
(.840)

  .658
(.849)

  .403
(.840)

인재우  정책
22.708***
(7.117)

18.527**
(7.175)

20.924**
(7.092)

17.968*
(7.172)

22.378**
(7.108)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

 2.899
(7.729)

 1.307
(7.711)

-1.651
(7.622)

 1.810
(7.707)

 -3.176
(7.636)

고성과작업시스템
 2.574***
(.681)

 2.556***
(.673)

 2.519***
(.681)

 2.627***
(.673)

고성과작업시스템

x인재우  정책

 7.906***
(1.211)

10.140***
(1.535)

고성과작업시스템

x인사부서 커뮤니

이션

 3.008*
(1.405)

 4.157*
(1.759)

Chi-square 241.21*** 258.20*** 304.06*** 263.55*** 309.68***
R-square 
(between)

.3152 .3267 .3349 .3299 .3343

R-square (overall) .2257 .2337 .2544 .2372 .2563

  주 : 1) 표시된 값은 비표 화 회귀계수, 호 안의 값은 표 오차를 각각 의미함.

N(개체수)=528, N( 측수)=1684. 

* p<.05, ** p<.01, *** p<.001(양측검정).

모형 1은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노동생산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

들이 추가되었다. 모형 2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직 효과에 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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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검증하고자 모형 1에 고성과작업시스템 변수가 추가되었다. 분석결과, 

고성과작업시스템 변수의 비표 화 회귀계수가 정(+)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2.574, p<.001). 따라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성

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재우  정책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한 분석결과는 <표 3>의 

모형 3과 같다.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인재우  정책

의 교차항을 모형에 추가로 삽입하 다. 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 고,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인재우  정책의 교차항이 정(+)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7.906, p<.001). 분석결과에 한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해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값을 토 로 그래 를 도식한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에서는 조 변수인 인재우  정책의 평균을 기 으로 표 편

차 한 단 만큼 작은 경우와 큰 경우로 나 어 기울기를 도출하 다.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인재우 정책이 표 편차 한 단  높은 경우에 고성과작업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이 더욱 강화되었다(t=6.955, p<.001). 반면에, 

인재우 정책이 표 편차 한 단  낮은 경우에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의 기울기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860, 

p=.390). 따라서 인재우  정책 수 이 높을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

[그림 2]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의 계에서 인재우  정책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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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정(+)의 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한 분석결과

는 <표 3>의 모형 4와 같다.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모형 2의 결과에서 고

성과작업시스템과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의 교차항을 모형에 추가로 삽입하

다. 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 고,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인사부서 커뮤

니 이션의 교차항이 정(+)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3.008, p<.001). 분석결과에 한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해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값을 토 로 그래 를 도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는 

조 변수인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의 평균을 기 으로 표 편차 한 단 만큼 

작은 경우와 큰 경우로 나 어 기울기를 도출하 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이,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이 표 편차 한 단  높은 경우에는 고성과작업시스

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이 더욱 강화되었다(t=4.318, p<.001). 반면에, 인

사부서 커뮤니 이션이 표 편차 한 단  낮은 경우에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

직성과에 미치는 향의 기울기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1.626, p=.105). 따라서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 수 이 높을수록 고성과작업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정(+)의 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의 계에서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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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토론과 연구함의  한계

본 논문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종단분

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상황  맥락인 인재우  정책과 인사부서 커

뮤니 이션 활동이 이 둘 간 계를 어떻게 조 하는지에 해서도 논의하

다. 검증 결과,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조직성과에 정(+)의 향을 주었으며, 인재

우  정책을 강조할수록, 인사부서의 제도 련 커뮤니 이션 활동이 활발할수

록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정(+)의 계는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논의와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학문 ․실무  시사 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먼  학문  측면에서 그간 수많은 연구들이 구체화된 인사

행으로서의 고성과작업시스템이 가지는 독립  효과만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

구에서는 인 자원 리 시스템이 갖는 다양한 수 을 고려하여 인 자원 리 

정책과 로세스의 맥락  효과를 함께 검증했다는 에서 함의가 있다. 인

자원 행 그 자체는 진공 속에서 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기 에서 

지침원리와 방향성을 제공하는 정책과 행의 효율  실행을 통해 효과성을 제

고하는 로세스를 통합 으로 고려할 때 보다 온 한 효과를 악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보다 통합 인 시각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시

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요인들을 밝 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

다. 특히, 인 자원 리를 통한 효과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인 자원 리 제

도의 내용(contents)뿐 아니라 과정(process)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

한다는 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고성과작업시스템에 한 기연구는 

주로 내용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왜 기업마다 고성과작업시스템을 

통한 효과가 상이한지 그 원인에 한 심이 제고되면서 최근에는 HRM 강도

로 변되는 과정  측면의 연구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Cafferkey et al., 2019; 

Farndale & Sanders, 2017). 이러한 흐름을 반 하여 본 연구는 고성과작업시스

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한 경계조건으로서 정책의 방향성과 인사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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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주목하 다는 에서 HR 실행과 HR 강도 연구에 련된 선행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계를 살펴본 부분의 

논문들이 횡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역인과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반

면, 본 연구에서는 패 자료를 통해 종단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고성과작업시스

템이 조직의 고성과 창출에 기여함을 보다 엄정하게 검증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종단  근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에 실질 으로 기여

할 수 있다는 략  인 자원 리의 핵심주장에 보다 견고한 실증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높 다고 할 수 있다. 

실무 인 시사 으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베스트 랙티스로 여겨지면서

도 조직 간 성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 가진 인

자원 정책과 인사부서의 커뮤니 이션 활동의 요성을 제안했다는 을 들 수 

있다. 인사 실무자들은 제도나 행 자체의 도입이나 설계에 많은 부분 집 하

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제도나 행이라는 ‘내용’은 그 내용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조직 내 인재우  정책과 그 내용을 효율 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달할 수 있는 인사부서의 커뮤니 이션 활동이 뒷받침될 때 그 

효과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사부서에서는 제도나 행 도

입 자체뿐 아니라 보다 다각 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도 활용의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인 자원 리를 효과 으로 실행하여 조직에 한 구성원들의 인

식을 개선시킬 경우, 조직 내 성과가 우수한 고성과자들의 이직을 임으로써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권기욱, 2015; 권기욱, 

2016).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  역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첫 번째 한계는 2차 자료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

었다는 을 들 수 있다. 를 들어, 본 연구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경우 변

수 구성에 있어 제도의 유무만을 고려하 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제도의 실행 

정도나 활용 수  등 보다 구체 인 응답 자료를 활용한다면 인 자원 리 

행이 갖는 구체 인 효과에 해 보다 심도 있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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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 자원 리 시스템의 수 에 을 맞추어 인재우  정책과 인사부서의 

커뮤니 이션을 고려하 으나,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계에 있어 

향을 미치는 조직 내 다른 내․외부 요소들( , 외부환경 특성, 산업구조, 조

직구조 유형 등)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Combs et al., 2006), 이러한 

요소들을 변수화하여 그 향력을 검증한다면 기존 논의의 외연을 보다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재무  성과변수뿐 아니라 신 등 다른 조직성과 변수 

활용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옥지호, 2015). 셋째, 본 연구의 목 이 고성과작

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계이나, 종업원의 태도와 련해서는 다른 시각 역

시 존재하므로(Godard, 2010), 고성과작업시스템이 부정 인 향( , 직무 스

트 스  업무량 증가) 발생 시 인재우  정책과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 활동

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해서도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

기 한 이론으로 AMO 이론을 용하 지만, 고성과작업시스템을 AMO로 분

류하거나 메커니즘을 AMO로 별하려는 시도는 진행되지 못하 다(Jiang et 

al., 2012). 추후 연구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 연구에 있어 AMO 이론을 보다 

잘 활용하기 한 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 자원시스템에서 정책, 

행, 로세스는 서로 공진화할 수 있으며 보다 복잡하고 심층 인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을 감안하여(강성춘 외, 2011) 정성연구나 사례연구 등을 활용함

으로써 보다 심화된 논의와 풍부한 시사 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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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분석에 활용된 변수  각 변수의 자료원천과 측정방법 요약

변수명 자료원천 측정방법

조직성과

(노동생산성)
KIS 데이터

․조사시  연말 회계기  기업의 총매출액 

비 연평균 종업원 수의 비율

고성과작업

시스템

HCCP 기업

수  설문지

․채용, 평가, 보상, 교육훈련, 직무 등에 련된 

24개 제도의 실행 여부(실행=1, 미실행=0)를 

합산하여 산출

․구체 인 제도는 본문 참조

인재우  

정책

HCCP 개인

수  설문지

․개인수 에서 측정된 문항을 조직별로 평균하

여 조직수 으로 변환시킴

․구체 인 측정 문항은 본문의 <표 1> 참조

인사부서 

커뮤니 이션

HCCP 개인

수  설문지

․개인수 에서 측정된 문항을 조직별로 평균하

여 조직수 으로 변환시킴

․구체 인 측정 문항은 본문의 <표 1> 참조

조직규모
HCCP 기업

수  설문지
․정규직 종업원 수를 로그치환하여 산출

조직연령
HCCP 기업

수  설문지

․기업의 창립연도로부터 각 HCCP 자료의 조

사시 과의 차이

자본집약도 KIS 데이터 ․연말 회계기  매출액 비 고정자산의 비율

산업더미
HCCP 기업

수  설문지
․한국표 산업 분류(KSIC 2자리) 기

연도더미
HCCP 기업

수  설문지
․각 HCCP 자료의 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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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es High-Performance Work Systems Increas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vestigating The Moderating 

Roles of HR-oriented Policy and HR Communication with 

Longitudinal Analysis

Park Jisung․Ok Chiho

Based on the level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and the AMO 

model, this study investigates how high-performance work systems (HPWS) 

increas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ing roles of HR-oriented policy as the foundation of HPWS and HR 

communication as the actual process of HPWS. This study predicts that HPWS 

will increas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wo moderators will strengthe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PW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panel analysis using HCCP dataset showed that HPW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Moreover, both HR-oriented 

policy and HR communication strengthened the main effect. In the discussion 

part, we suggest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words : high-performance work system, organizational performance, HR- 

oriented policy, HR communication, longitudi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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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고용보험의 가입 상을 지속 으로 확 하면서, 실업부조 등 보충  

고용안 망을 확충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고용안 망은 근로자 

사회보험 심의 고용보험이 심을 이루어왔다. 고용보험은 제도 으로 가

입 상을 확 하고자 하고 있지만, 비공식 고용 문제나 여 수혜 사각지

 문제는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자발  이직에 한 원칙 인 

실업 불인정 문제는 고용보험의 한계로 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근 랫폼 노동의 고용보험 용 논의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

한 3층 고용안 망 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고용안 망 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  검토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 확  정책과 

랫폼 노동으로 비되는 미래 고용에 한 고용안 망의 응, 국민취업제

도를 통한 실업부조의 도입과 문제 , 그리고 소득 심의 인  고용보험 

체계 구축을 한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에 한 정책  쟁 들을 

검토하 다. 그 결과, 고용안 망에 한 향후 논의에서는 ① 고용보험 가입

상과 련하여, 노동법과 독자 인 가입 상(근로자성의 탈피)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보충  고용안 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

에 한 평가와 공공부조와의 계, ③ 소득 기반 인  용으로의 환 필

요성과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에 한 입장이 정리되어 정책

으로 반 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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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논의의 배경

최근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제도  변화와 정책  방향에 한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 사회보장 체계를 법제화하고 있는「사회보장기본

법」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1) 이 가운데  ‘실업’에 응하기 한 사회  험 체계, 즉 고용안 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최근 사회보장체계 변화와 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논

의이다. 

기존의 앙 집  경제개발 모델을 추구하여 왔던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이

라는 사회  험을 주로 일자리 정책으로 응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

장제도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지 않았다. 행 고용안 망제도의 골격도 

고도경제성장기(1970년 부터 IMF 융 기 )의 고용구조를 제로 1995년

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행 사회보험 체계는  ① 정규직 심의 종신 고용  

완 고용을 제로, 근로자는 직역보험, 기타의 국민들은 지역보험에 가입하는 

4  보험 구조를 제로 구분되며, ② 지속 인 경제성장에 따라 여수 을 

연동하여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면서, ③ 외벌이 모델을 바탕으로 기업의 복

리후생(퇴직  포함)을 염두에 둔 제도 설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고용보험도 결과 으로 선진국 비 소득 체율을 낮게 가져가는 구조

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 구조와 고용형태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비

하여, 보편  사회보장, 특히 고용안 망 확충의 사회  요성이 증 되고 있

1)「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  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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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의 미래’를 비하기 한 보편  사회보장의 요성은 2019년 3월 국제

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 100주년 총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된 바 있다. ILO는 향후 ‘일의 미래’를 비하기 한 구체 인 실천 

방안으로, ① 평생교육, ② 노동시장 환제도, ③ 보편  사회보장제도, ④ 성

평등, ⑤ 보편  노동권, ⑥ 노동시간의 자율성과 일-생활 균형, ⑦ 사회  화 

등2)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에서 국가의 능력에 따른 보편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은 다른 실천 방안들의 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지속 으로 확장되어 온 비정규직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표되는) 종속  자 업자의 확산,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른 임  불평등 문제 

등은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이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랫폼 노동의 확산, 유튜

 개인방송이나 온라인게임 소득활동 등 엔터워크(enter-work) 확산은 통

인 고용안 망의 체계 개편 필요성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한 고용기반의 

변화와 성별 역할의 변화, 기업의 고용 행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 그리

고 청년무직자  고령화 문제 역시 노동시장의 고용안 망 강화에 한 필요

성을 강조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2. 논의의 목

이 의 논의는 고용안 망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논의들 속에서, 향후 

지속 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쟁 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고용안 망, 큰 틀에서의 사회안 망 개편은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법  규율

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최근 청년층을 심

으로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이라는 사회  험을 

둘러싼 극 인 정책  응 필요성에는 공감 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고

용안 망 확충에 한 공감 에도 불구하고, 구체 인 내용과 방향성에는 다소 

의견이 나뉘고 있다. 

2) 김근주(2019),「일의 미래 : ILO의 미래 담론과 한국에의 함의」,『국제노동 리 』2019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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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여 행 고용안 망 제도의 정책  특징  운  방식에 한 체계

를 우선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심으로 

제기된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이에 한 정책  검토를 병행하도록 한다. 고용

안 망을 둘러싼 구체 인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안 망 체계에 한 논의이다. 이는 고용안 망의 체계 개편의 방

향성과 구체 인 정책 수단을 어떻게 수반할 것인지에 한 논의로, 기존의 사

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틀 내에 보충 인 사회안 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

아갈 것인지, 체 인 체계를 개편하여 통합  사회안 망을 구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다음으로 미래노동에 한 고용안 망의 정책  응이다. 이는 통 인 

근로자 사회보험으로 형성된 고용보험의 확  방안에 한 것으로 새로운 형

태의 ‘일하는 자’에 한 고용안 망 구축이 이 역에서 다루어진다. 최근의 

논의로 국한한다면, 랫폼 노동에 한 고용안 망의 응 방안이 이에 해당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안 망의 일환으로서, 고용안 망의 유기성 구축과 거버

스 구축에 한 문제이다. 고용안 망의 제도 사이 유기성을 높이기 한 방안

을 넘어서, 사회보장체계에서 고용안 망의 역할을 구축하기 한 입법․행정

체계의 모색이 이에 해당한다. 한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던 소득기 의 

통일화  행정의 일원화를 한 집행 체계의 유기성 확보 역시 이 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Ⅱ. 고용안 망 체계 개편: 방향성과 정책 수단

1. 고용보험 사각지  논의

가. 문제의 소재

1995년 7월에 도입된 고용보험은 1997~2008년 외환 기와 로벌 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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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경제와 노동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그러

나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한 일차  사회안 망으로서 상을 확립했지만, 취

약계층에 한 고용보험의 역할은 제한 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러한 입장

에서는, 고용보험 용 상자의 일부는 미가입자로 남아 있어, 보호가 더 필요

한 취약계층이 사회보험 보호망에서 락되어 사회 보호에서 배제되는 역설  

상이 지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사회보험의 용 상을 ‘근로자’, 사회보험의 가입 단 를 ‘사업장’으로 정한 

 제도의 근본 인 개편을 요구하는 입장들도 나타나고 있다.  

나. 고용보험 사각지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는 사업장에 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이 개시되어 고용보험의 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나 근로자의 가입 의사와 계없이 자동 으로 보험 계가 용된다. 

1998년 10월에 고용보험이 1인 이상 사업으로 확 된 이후, 용 상은 기업 

규모와 상 없이 확 되었다.

하지만 용 상이 지속 으로 확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

보험이 용되지 않는 취업자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들을 법제도  사각지

로 정의한다. 사업주․자 업자와 무 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 근로자와 

임 근로자 가운데도 용 제외되는 집단이 법제도  사각지 에 속한다. 고용

보험제도 용제외자는 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5인 미만 농림어업, 가구 내 고용활동, 65세 이상 신규입사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근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 근속한 일용근로자는 제외), 특수형

태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재 특수직역연 이나 국민연  등 다

른 사회보장체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을 제외하면, 2020년 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 가구 내 고용활동자는 고용보험 용이 

제외되는 주요한 취약 계층이다.

고용보험이 응하는 여러 가지 사회  험 가운데 실직 시 소득 감소는 실

업 여 혜택을 통해 완충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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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업 여를 수 했는지도 사각지 를 이해하는 데 요한 

부분이다. 실업 여는 기본 으로 실업 여와 취업 진수당으로 구성된다. 구

직 여는 소정의 수 요건을 충족한 수 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

하는 것으로 실업 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여다. 실업 여 수  요건은 이직 

 18개월 동안 피보험단 기간 180일 이상 용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

어 임 을 목 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

으로 이직하거나 자신의 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하

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고, 구직 노력

을 극 으로 할 것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용직은 수 자격 

신청일 이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자 업자는 최소한 

1년의 피보험기간이 있어야 수 할 수 있다는 추가 규정이 있다.3)  

<표 1> 2016년 취업자 상 고용보험 사각지 (요약)

법제도  사각지 실질  사각지

비임  근로자
용제외 

임 근로자

미가입 

임 근로자

가입 

임 근로자
합계

26.4 10.1 14.5 48.9 100.0

  주 : 한국노동패  19차.

자료 : 장지연 외(2018), (윤자  작성 부문) <표 8-2>.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자발  이직자에 해 수 자격을 불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신청자격 요건이 엄격한 편에 속한다. 고용보험

법 제58조는 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내지 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자는 수 자격이 없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임  체불이나 최 임  미달 등 근로조건 불이익, 사업장에

서의 차별이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차별, 도산․폐업이 확실시되

는 경우 등에는 자발 인 이직이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3) 고용보험 DB 분석에 따르면, 자발  이직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이직자 

 실업 여 수 자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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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은 극히 다. 

2.  정부의 정책 방향

가.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

노동시장의 변화에 응하여 실업 험에 한 소득 지원에서 더 나아가 일

자리,4) 고용안정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진,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

각지 는 실업은 물론 출산․육아기의 경력 단 , 임 -비정규 함정에 놓일 

험을 높인다. 

 정부는 [실직과 은퇴에 비하는 일자리 안 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

하고, 층  고용안 망 체계 구축을 방향성으로 제시하 다. 이를 하여 제

시한 주요 정책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자 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

② 구직 여 소정 여일수 30일 확   지 수  60%로 인상

③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 여 수 요건을 완화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술인 고용보험 용

⑤ 용 제외되고 있는 가사근로자는 서비스제공기 의 직  고용을 지원하

여 고용보험 가입 유도

⑥ 한국형 실업부조, 청년구직활동지원  등 보완  고용안 망 도입

2020년 2월 재, ①과 ②, ③의 65세 이상 실업 여 수 요건 완화는 련 

입법(고용보험법  보험료 징수법) 개정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  

수  요건의 부분 인 개선 이외, 제도의 체 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법

제도  사각지  보완 방안,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술인 고용보험, 가사근

로자의 보호, 실업부조 등 보완  고용안 망 도입은 련 입법이 국회에 계류 

이다. 

4) 이병희 외(2018),『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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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고용안 망

 정부의 고용안 망의 주요 정책 수단은 고용보험의 가입 상 확 와 한국

형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정부 집권 3년차인 2019년 반, 문재인 정

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즉 고용보험

의 가입 상 확 와 층  고용안 망 구축은 국정과제 정책 방향부터 지속

되고 있다. 

[그림 1]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고용안 망 정책

자료 : 계부처 합동(2019. 2. 19),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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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2019년의 인 정책 추진 과제는 

고용안 망 확충이다. 2019년 2월 19일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을 통하여 고용안 망 확충 과제로 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층  고용안

망 확충, ② 고용보험 가입 상 확   가입 지원, ③ 실업 여 보장성 강화

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실업부조제도는 소득층, 세 자 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하여 취업서비스와 구직수당 지원을 목 으로 한 제도로서, 

국정운  5개년 계획에서 2020년 실업부조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2019년 3월 

경사노 의 제도도입 구 합의문을 시 로 6월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발표, 그리고 9월 고용노동부가「구직자 취업 진  생활안  지원에 

한 법률」(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하 지만, 2020년 3월 재 소 원회에서 계

류 이다.  

3. 정책 방향  수단에 한 평가

고용안 망 확충에 해서는 체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구체 인 정책 

수단에 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고용안

망의 개편에 한  정부의 ‘보완 방안’에 해서는 세부 인 정책 과제들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서는 방식과 효과성을 둘러싸고 

다소 엇갈리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자 업자의 실업 보장,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당과의 연계, 보편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논의 등에 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 되지 못

하 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는 정책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체 인 고용안 망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

기보다는, 개별 정책들의 달성 여부에 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가. 고용보험 제도 보완을 둘러싼 논의

고용보험 가입 상 확 는 ‘근로자’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한 것으로 법제도  사각지 를 해소하기 한 것이다. 이에 하여, 행 고

용보험의 사각지  해소만으로는 향후 수반되어야 하는 고용안 망의 체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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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어려우며, 고용보험 운 에서 나타난 안들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다

는 지 도 있다. 

주요한 정책  보완 논의 의 하나는, 실업의 개념, 즉 ‘자발  이직’에 한 

실업 여 수혜 자격 문제이다. 고용보험은 실직에 따른 소득 감소라는 사회  

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 실업 여를 통해 상실된 소득의 일부를 보  받아 생계에 을 덜 느끼면

서 구직 활동을 생산 이고 효율 으로 개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 인 사회  험에 한 응이

다. 실업 여 수혜를 한 자격 요건의 까다로움은 고용보험의 실질  용에 

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자발  이직에 해 실업 여 수혜 자격을 완 히 

부인하고 있어 실질 인 소득 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이 제

기되고 있다. 한편 실업 여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실업자를 한 사회부조 

형태의 제도가 보완 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둘러싼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역할에 더 많은 이목이 집 되고 있다. 

나.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발표된 한국형 실업부조의 2020년 도입을 해  

지속 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9년 6월 4일 작성된 정부안5)과 재까지의 논의가 구별되는 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결합하여 운 하려고 한다

는 에 있다.6) 나아가 국정과제에도 드러나 있는 청년층을 한 사각지  개선

을 보완하기 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운 될 계획이다.7)

실업부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  실업부조법을 법제화하는 방식에 차

이가 존재한다. 사회안 망 기능을 강조한 유럽은 실업 여와 구별하여 운 하

5) 계부처 합동(2019), ｢“고용안 망을 완성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제11차 

일자리 원회.
6) 요건심사 기 : 여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

비권리형 고용서비스 로그램 : 취업성공 패키지, 고용서비스  제공

7) 길 종(2019),「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입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월간 노동리뷰』2019
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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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업부조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일본에서는 고용안 망 성격을 지녀, 

사회안 망으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회안

망으로서 실업부조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 생계보장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한

다. 그러므로 여 수 은 물론 수 기간까지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실업부조

를 통한 생계보장을 목표로 한다. 결과 으로 실업 시 생계를 한 여수 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직업소개나 직업훈련과 같은 실질 인 환경조

성이 이루어졌는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선택지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사회안 망과 고용안 망의 역할 

모두를 포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실업부조는 사회보험(고용보험)과 공공부

조의 사각지  개선을 한 3단계 안 망 구성을 목표로 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사회보장법의 제도 안에 한국형 실업부조법의 특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8) 

<표 3> 실업부조의 개념에 한 견해들

실업 여 실업부조

하갑래
(2016)

비자발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
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
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

생활능력이 없는 실업자에게 국가
가 산으로 실업수당을 지 하는 
제도임. 생활능력을 기 으로 하므
로 소득, 자산 등의 조사를 통해서 
그 검증을 해야 함. 이 제도는 실
업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해 보완  역할을 함

채구묵
(2011)

실업 여제도는 노동자가 실직하
을 때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

계안정을 해 일정기간 소득상
실을 보 해주는 제도임. 일정기
간 기여 을 지불한 사람에게 
여를 제공함(사회보험 원리)

사회부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여
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 기여

을 지불했으나 실업 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미달한 사람 는 실
업 여가 만료된 사람에게 여를 
제공함

김성희
(2009)

보험원리에 입각한 제도로 실업
여 수 자격은 실직  고용경

력 혹은 기여경력에 근거함

부조원리에 입각한 제도로 고용경
력이나 기여경력은 필요 없고, 단
지 자산조사 등의 조건을 하
는 실직자에게 제공함

자료 : 김근주 외(2017),『고용보험  실업 여와 타 사회안 망 연계 련 해외제도 연

구』,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8) 이병희 외(2018),『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pp.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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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부조의 개념을 악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기

존 견해들에서는 ‘무기여(조세 기반)’, ‘조건 설정(자산조사)’과 같은 핵심  내

용에 해서는 공통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은 부조와 련된 

제도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 생활보장제도에서도 유사하게 시행

되고 있다.9) 이러한 에서 실업부조의 도입은 [고용보험-기 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2층의 실업안 망을 [고용보험-실업부조-기 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는 

3층의 실업안 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기 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된 이

후, 생계 여 수  규모가 지 않고, 수 자의 고용서비스 연계문제, 근로빈곤

층에 한 소득지원 제한 등이 문제되면서, 실업부조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10) 하지만 법제도의 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와의 본질 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우선 가장 근본 인 원인은 실업부조가 법제화되어 있는 상

황이 아니어서, 구체 인 모습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한 실업부조와 

공공부조 제도와의 계에 해서도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노동기 의 

역에서 ILO의 로벌 스탠다드를 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각 국가마다 산, 

사회문화에 따라 달리해 온 경향이 있어 해외사례가 우리나라 상황에 꼭 맞지 

않을 수 있다. 결론 으로 선택에 따라 법률 인 차이 이 명확해진다.11) 이러

한 상황에서 [국민취업제도=한국형 실업부조+취업지원패키지]의 형식은, ① 실

업부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② 실업부조를 법제화하는 의의를 반

하고 있는지, ③ 제도  운 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등에 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 김근주(2018),「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 」,『월간 노동리뷰』2018년 12월호, 한국

노동연구원, p.56. 
10) 이병희 외(2018),『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p.40.
11) 이병희 외(2018),『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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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노동과 고용안 망

1. 미래노동에서의 실업문제: 랫폼 공 자의 책임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 에 의해 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시장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에 한 노동법․사회보험법의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랫폼 노동 역시 소득 상실의 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 인 보호의 역으로 논의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자리에 한 랫

폼 노동의 확산은, 이들에 한 노동 계법령의 보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에 한 논의를 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랫폼 노동에 한 기존의 정책연구들은, 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

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고용보험을 용하는 

것이 가장 단기 인 응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

재보험의 경우, ‘업무상 사고’라고 하는 사회  보호 필요성이 명확한 반면, 기

타의 사회  보호 역에서는 이를 제도 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다. 산업재해와 달리, 랫폼 경제종사자의 ‘실업’ 문제는, 정책 인 에서 

어느 수 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랫폼 경

제종사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비하여 속성과 계속성이 히 낮

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용하는 것에는 세 한 제도 설

계가 필요하고, 그 필요성에 한 논의들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랫

폼 노동을 보호할 것인지에 한 논의 역시 아직까지 통일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다. ‘ 랫폼 기반 노동공 자’는 디지털 랫폼을 기반으로 노무서비스를 제

공하는 자(노무제공자)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노무이용자) 사이의 매

칭( 개)을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화자(話 )와 연구목 에 따라 ‘ 랫폼

사업주’ 는 ‘ 랫폼 개인’ 등으로 칭해지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노동력의 

공 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해서 ‘ 랫폼 공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

면서, ‘ 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 랫폼 공 자’를 매개로 해당 랫폼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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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 속 으로 계약  등록 등의 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칭한다. 

2. 랫폼 공 자의 책임

랫폼 공 자에게 노동 는 사회보장  역의 책임을 부담시키기 해서

는 그들의 법 지 에 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랫폼 공 자의 법 지

와 책임은 개 랫폼 노동자와의 계 속에서 보호책임의 주체여부와 련

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랫폼 공 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랫폼 노동자

의 사용자가 된다는 것은 노동법  사용자책임의 면  부담을 의미하며, 

랫폼 노동자에 한 별도의 보호입법 는 일하는 자 반에 한 보호체계가 

마련된다는 것은 입법정책의 내용에 따라 랫폼 공 자의 지 와 책임의 정도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책임의 

소재를 구분하는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 랫폼 공 자의 사용자 지 와 책임

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한 첫 번째 방안은, 그들을 랫폼 공 자의 근

로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랫폼 공 자가 랫폼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면 사회보험상 책임을 면 으로 부담한다. 다만 다수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랫폼 노동 계의 특징과 노무제공구조상 랫폼 공 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지 가 쉽게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12) 디지털 랫폼을 이용하여 근로

자성을 장하고 있는 형태를 찾아냄과 동시에 각 국가가 단하고 있는 근로

12) 미국의 표  랫폼 운송서비스인 우버(Uber)와 리 트(Lyft)의 소속기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한 단 등을 로 들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미국의 행정기 이

나 법원에서는 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캘리포니아 주에서 노동부는 우

버 기사가 우버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통행료와 같은 작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사(우버)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단하 다(Barbara Ann Berwick v. 
Uber Technologies, Inc., Case No.11-46739(Cal. Lab. Commission, June 3, 2015))와 

부정한 사례( 로리다 주 지방법원이 주 산업재해보험법상 근로자성을 부정(McGILLIS 
v. Dep’t of Econ, Opportunity, 210 So. 3d 220(Fla. Dist. Ct. App, 2017), 미국 연

방법원이 식품배송 랫폼 GrubHub의 운 수에 해서 근로자성을 부정(Lawson v. 
Grubhub. Inc. 2018 U.S. Dist. Lexis 21171(N.D. Cal., Feb 8, 201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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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의 기 들에 한 상당한 범 의 확 ( 는 재해석)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랫폼 공 자의 사용자성과 련하여 이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모두 발견되고 있어 아직까지 그 논의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성 단과 련하여 사용자의 기능에 을 두고 책임을 부과하게 하

는 이론13)에 따르면 랫폼 노동에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 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하여 사용자에 근하는 새로운 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의 노동법제의 해석에 따르면 새로운 노동형태의 

근로자들은 최 임 , 부당해고 등의 노동법  보호에 한 어려움을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종래의 1 : 1 근로 계를 제로 한 이분법  근법

으로는 재의 다수당사자 계의 노동력 제공형태를 제 로 악하기 어렵다

고 한다. 즉 랫폼 노동은 다수당사자(3자 이상)가 제된 것이며 이를 종래의 

이분법 (분열  근법)으로 악하려면 각각의 계를 쪼개어 편면 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즉 노무이용자-노무제공자 계, 노무제공자- 랫폼 계, 

랫폼-노무이용자 계).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  근법은 양 당사자 계로 

편화하여 개별 계를 별도로 분석하기 때문에, 3당사자 계를 기본으로 하는 

랫폼 노동을 제 로 이해하기 어렵다.14) 그러한 사용자의 기능으로는 ① 고

용 계의 시작과 종료에 한 권한(즉, 노무제공 계의 존속에 한 권한), ② 

노동력과 그 결과물( 가)의 수령, ③ 일(과업)의 부여와 임  지 , ④ 기업내

부  경 (생산요소의 통제), ⑤ 기업외부  경 리(수익과 손실의 험감수)

로 구성할 수 있다(Prassl, 2015). 다만 사용자의 기능  분화론의 경우 이론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행 법제에서 시행되기 해서는 별도의 사용자 책임의 분

화에 한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13) Prassl(2015), The Concept of the Employer, p.157.
14) 김주병(2019),「직업안정법을 통한 랫폼노동 개의 규율 가능성과 과제」,『노동법학』제

70권, 한국노동법학회, pp.4~5. “따라서 랫폼 노동 계에 해서는 체 ․종합 인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해 사용자의 개념을 ‘기능  실행’에 을 맞추어 분석하는 

새로운 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사용자 기능은 단일 사용자에게 집 된다는 종래

의 제를 버리고 사용자가 되기 한(사용자의 책임을 지기 한) 몇 가지 핵심기능들

은 다수 계자에 의해 공동으로 공유되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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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 개인(노동공 자)으로서 지 와 책임

랫폼 노동 계는 랫폼 공 자가 랫폼 노동자를 고객에게 연결시키는 

것을 기본구조로 한다. 행법제가 상정하고 있는 이와 가장 유사한 노무제공 

형태는 근로자공  는 직업소개, 견과 같은 노동 개의 유형들이다. 

노동 개에 한 규율로 직업안정법과 근로자 견법을 들 수 있다. 직업안정

법상 표 인 노동 개 유형으로 직업소개와 근로자공 이 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서 직업소개는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이고, 고

용계약이 아닌 노무의 공 과 수령을 개․알선하더라도 해당 개행 는 직

업안정법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그런데 직업안정법에서는 구인자, 구직자  

고용계약의 의미에 해 따로 밝히지 않고 있다. 례는 이에 해 직업안정법

상 고용계약과 근로자 개념에 해서 근로기 법상 근로계약  근로자와 동일

하게 단하고 있다.15) 이에 따르면 랫폼 개를 통한 노무제공계약은 물론

이고 재 근로기 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공식

역 는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더라도 해당 노무제공

계약은 근로기 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이에 한 소개행 에 해서는 직

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즉 해당 

소개행 에 해서는 개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 거나, 의무를 반하

다 하더라도 직업안정법상 처벌 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 은 공 업자가 근로자를 공 받는 자에게 자

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근로자를 필요시 공 해주는 것을 말한다. 간착취의 

험이 커서 원칙 으로 지되며, 외 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 견은 

근로자공 의 형태를 지니지만, 외 으로 별도의 법률(근로자 견법)에 의해 

허용된 공 형태를 말한다. 근로자 견에서는 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일

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근로자공 에서 ‘사실상 지배’라는 개념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직업소개의 형태로 근로자공 업무가 행해질 수 있다는 험

이 있으며, 실 으로 근로자공 이 행해지고 있더라도 직업안정법상 형사제

15) 법원 2001.4.13. 선고 2000도4901 결; 법원 2009.3.12.선고 2009도311 결; 
법원 2009.12.24.선고 2009두18448 결; 법원 2010.2.11. 선고 2009도3806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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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외에 노동법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없다.

직업소개에서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닌 구인자-구직자 간의 알선이나 근로자

공 에 가까운 등록(회원)형 직업소개의 경우, 해당 근로자(구직자)에 한 노

동법  책임부담의 주체가 없거나 모호한 문제가 발생한다. 간병인  가사근

로자 등을 소개․공 하는 통 인 형태부터 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에 이르

기까지 온-오 라인상 노동 개를 통해 노무수요를 제공받는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들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근

로자공 자의 책임규율과 련된 입법개선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이  지 와 책임론

랫폼 노동 계에서 랫폼 공 자는 사용자  지 와 개인  지 를 모

두 지니며 랫폼 공 자의 책임도 이  지 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랫폼 공 자의 기본 인 역할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간매개자로서의 기능이지만 단순히 개자로서만 기능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통  의 사용자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디지털 랫

폼을 통해 노무제공자의 진입단계를 통제하고, 노무성과를 평가하며, 가격수

을 결정하는 등의 에서 분명 단순한 매개기능과는 차별화된 개인을 과하

는 ‘약한 수 (낮은 단계)’의 사용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랫폼 공 자의 노동법  의미의 책임을 부담하기 해서는 1차 으로는 랫

폼 노동자와의 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으로 단해야 하

며, 2차 으로 개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노동 개인

의 책임부담을 해서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자의 책임을 재정립하여 수립

하되, 입법  조치가 수반되어 개형 사용자에 한 일반  책임과 디지털 노

동 개에 한 특칙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 새로운 고용형태와 고용안 망의 응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한 법․제도  응 양상은 각국마다 다르지만, 

표 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먼 , 근로자의 개념 확장이다. 이러한 개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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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법 조항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이 확고한 례로써 종래

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라는 의미가 모호할 수 있어 

법원의 해석의 경우 비 의 여지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노동법의 개념은 놓아

두고 사회보장법 테두리에서 특례를 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로는 보

호필요성을 기 으로 일정 비근로자 집단에 하여 일부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

다. 그 방법으로는 간주․추정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들이 단순히 실업 여 등 용 범  차원에서 논의되는 데 

국한된다면, 그 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구체 인 고용형태와 직업 등을 근

로자( 는 간  개념)로 단하는지 여부에 따라, 운  실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고용보험의 재 운  체계하에서, 랫폼 공 자

와 사업주, 그리고 랫폼 노동자의 지 를 확정한다 하더라도, 각각 이들에게 

구체 인 권리․의무 계를 설정하는 것 역시 큰 과제이다. 이에 따라 랫폼

경제종사자로 변되는 미래 노동에 비하기 해서는, 고용형태에 계없이 

소득의 단이 발생하면 실업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

의의 연장선에서 검토되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장’ 단 가 아닌 ‘인  

단 ’로 개편하고자 하는 논의이다. 

4. 인  용 상 확 와 소득기  개편

가. 인  용 상 확 의 한계

사회보장법의 인  용 상을 확장하여도 랫폼 노동 등 기술변화에 응

하는 고용안 망 문제가 완 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종래 근로자의 개념

을 체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유형에 하여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 지속 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이러한 포  인

 상자 개념을 창안한다고 하여도 제 로 기능할 수 있는지는 논외의 문제

다. 다시 말해 인  상자는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보장을 바탕으

로 하여야 효과 으로 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이 창설되기 

어렵다면 별도의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16) 이

16)「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이탈리아의 종속근로자 등의 개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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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우 사회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개념의 등장으로 인한  다른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17)  

이와 련하여 근로자에 하는 사회보험상 인 집단 개념의 등장으로 문제

가 발생된 사례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 련 내

용이다. 행 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강제 가입여부와 보험료 납입에 있

어서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제

4항 본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고, 다음으로는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특수형

태근로종사자, 즉 사업주가 보험료 액을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3 제3항에서는 원칙 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

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면서 사용종속

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통령령으로 규정한 이 없다. 따

라서 구분 는 분류가 실 으로 충족되는지에 한 의문을 제기한다. 구분

하기 어려운 노동 실태를 살펴볼 때, 보호필요성이나 종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근한 것은 정 이지만 보호의 수 을 두기 해 다시 분류하게 된다면 기

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근로형태종사자라는 개념을 확장한 근방

법은 다른 법제와의 계에서 향을 미치고 있다. 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더욱 넓 야 한다는 것과 고용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산입문제다. 추가

으로 이러한 확장  논의가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 에서 가입자로 취 하

여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이다. 행 개정안을 살펴보면 2020년 

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련된 내용으로 6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공통 으

로 개념을 유지하면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8)

유형이 이러한 에 해당될 것이다. 
17) 김근주․정 훈(2018),「 랫폼 노동의 고용보험 용에 한 법  검토」,『월간 노동리

뷰』2018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42~43.
18) 이병희 외(2017),『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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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정책  근법:소득기 을 통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

근로자로 정되면 모든 보호를 받고, 그 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방식의 이분법  제도운 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와 교육훈련의 의무를 랫폼 운 자에게 부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 단체 상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사회보험 용을 

한 보험료 부담 주체에 한 사회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 단 에 응하는 제도이므로, 랫폼 노동자

를 비롯한 종속  자 업자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실업 상태로 볼 수 있는

가?”라고 하는 이 우선 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행 고용보험 용․징수체계는 근로시간․근로계약기간을 기 으로 용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주의 자진 신고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2011년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 을 과세소득으로 변경

하 지만, 고용보험 도입 당시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한 기존의 용․징수체계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즉 근로시간(월 소정근

로시간 60시간 이상), 고용형태(근로자성)를 기 으로 용 여부를 결정하는 

재의 방식은 사업주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용 상자의 근로조건 확인을 

한 수단이 없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용이 불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용은 소득을 기 으로 할 정이지만, 고

용형태 간 용기 이 달라서, 고용형태 간 유동하는 취업자가 늘어날수록 운

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하여 OECD 주요국들은 과세소득을 고

용보험 용․가입 기 으로 채택하고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면서 

사회보험 용과 징수체계를 개편하여 오고 있다. 

 정부 역시 고용보험의 사각지  해소를 해 용 기 을 소득으로 개편

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일자리 원회․ 계부처 합

동, 2017.10.18)에서 ․장기 사회보험제도 개선 련  고용안 망 사각지  

개선계획을 발표19)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 인 고용보험 소득기  개편에 

한 장기  방향과 과제는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다. 

참조. 
19) 일자리 원회․ 계부처 합동(2017),『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제3차 일자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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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용안 망과 유기성과 거버 스

1. 고용안 망의 유기성

가.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실업은 다른 환경  향이나 사회  험과 비교하여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험과 향을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체

인 사회보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  자체는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로벌 

경제 기 상황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노동시장의 변화나 격한 실업률은 이러

한 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20) 

재 사회보장제도  실업의 험에 응하기 한 제도는 실업 여제도이

다.21) 그러나 실업 여제도는 분 이고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서 지속 인 기

여 기반의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로서 실업 험을 포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계가 불안정한 근로자에 하여 소득지원 방법이 없고, 취

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게 되면 

취업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사각지 가 발생하고 지원자의 필요와 상 없

는 취업훈련을 선택하여 고용창출의 정 인 역할을 기 하기 어려울 수도 있

다.22)

실업이라는 환경  향이나 사회  험에 응하기 한 두 가지는 실업보

장제도와 실업보상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실업보장제도는 ‘실업이 

20) 김근주 외(2017),『고용보험  실업 여와 타 사회안 망 연계 련 해외제도 연구』, 한
국노동연구원, pp.1~2.

21) 어의  의미로 실업 여는 ‘실업 험에 응하기 한 여’라고 할 수 있다( 의의 실업

여 개념). 그러나「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 여를 구직 여와 취업 진 수당의 상  개념

(제37조)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의 실업 여 개념). 이 에서는 실업 여를 ｢고용보험법｣

상의 실업 여 개념에 기 하여, 고용보험상 실업 여 내지 실업보험 여의 말로 사용하

도록 한다.  
22) 이에 해서는 이병희(2017),「사상최악의 청년실업, 해법은 무엇인가-고용보험개편․실업

부조 도임으로 청년고용안 망 구축해야」,『국회보』2017년 3월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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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을 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의 총체’로 악할 수 있는 반면,23) 이에 반

하여 실업보상제도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김근주 외, 

2017).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표 상 한계가 있고, 정확하게 표 하

기 한 방식으로는 실업자 소득보장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24)

<표 4>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유형별 원리 비교

보험 원리 복지 원리

재원
․사용자/근로자 기여

․정부 보조

․조세 는 별도 재원

상
․일정 기간 동안의 보험료 기여자 ․정책  목 에 따른 소득(자산) 

기  이하의 자 

수  

기간

․일정기간 수

․기여기간  액에 따른 차등 

可

․ 부분 무기한

산정

방법

․과거 임 수  는 피보험기간

에 따라 산정

․최 소득 보장

․연령 는 부양 가족에 따라 차

등

자료 : 김근주 외(2017). <표 1-1>의 내용을 수정.

이러한 구분은 OECD나 ILO의 통계나 제도 간 비교를 한 작업에 활용한

다. 하지만 각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실업자의 정의, 

수혜율25), 특성 등을 검토한다면 우리나라에 맞는 시스템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26) 

23) 사회  험의 유형에 따라 노령보장제도(연 제도), 빈곤보장제도(공공부조제도) 등의 용

어와 비슷한 맥락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서는 석재은(2002),「노령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 제도의 발 방향」,『한국사회복지학』제50호, p.237.
24) 김근주 외(2017),『고용보험  실업 여와 타 사회안 망 연계 련 해외제도 연구』, 한

국노동연구원, pp.3~4.
25) 실업보험의 범 에 포함되는 실업 여라고 하더라도 소득보장으로서 종 소득의 보장을 

의미하는 여 외에 다양한 여가 있다. 사회부조나 고용 진계열의 여도 있다. 한시

법으로 긴 하게 설립된 여도 있다. 그러므로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의 수 자가 의미하

는 바가 국제 으로 공통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병합과 복 수혜(복수수 자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국제비교는 단순한 ‘참고 사항’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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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층 고용안 망의 역할과 과제 

실업은 통 인 사회  험에 속하고, 구체 인 험의 정도는 환경  

향에 기인한다. 다만 유럽 몇몇 국가들을 살펴볼 때, 역사 으로 긴 시간 동안 

사회 으로 응하 고, 최근 발생된 로벌 경기침체의 향으로 실업률이 증

가되어, 더욱 사회안 망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

업자 소득보장제도는 실업 여제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에서 특징을 

가진다. 공공부조와 같이 간 인 방식을 제외한다면, ‘실업 험’에 한 사

회보장제도는 실업 여제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27) 향후 국민취업지원제

도가 실시된다면, 3층 고용안 망이 구축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한 고용안 망

의 장기  방향에 해서는 아직까지 제시된 바 없다. 

․장기 으로는 실업자 소득보장제도가 앞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시

스템을 마련할지에 한 계획이 필요하다. 국의 통합형 사회보험제도나 랑

스의 분화형 사회보험 시스템이 다층  여체계를 바탕으로 하며, 다른 소득

보장제도나 연 제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국가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사회안 망에 포

섭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한 사회공감 가 존재

한다는 이 가장 크다.28) 

26) 김근주 외(2017),『고용보험  실업 여와 타 사회안 망 연계 련 해외제도 연구』, 한
국노동연구원, p.5.

27) 노동복지연계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자활의 목표와 범 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혼란이 있다. 일반 으로 자활이란 수 자로부터 탈피하는, 즉 공공부

조 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이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재활과 (좁은 

의미의) 자활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기 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은 ① 근로능력

과 의지가 있어서 수 자로부터 탈피하는 데 을 두는 집단과, ② 당장 공공부조로부

터 탈출하기는 어렵지만, 무조건 인 수 으로 인해 근로능력과 의지가 더 약화될 우려

가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는 자보다는 후자가 주된 

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빈곤탈출을 기 하는 시각’에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의 자활지원 로그램으로는 근로능력과 의지가 강하고, 노동시장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계층의 안정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이러한 집단이 국민기

생활보장법 수 자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근로유능력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극  노동시장정책과 경기정책 등이 체계 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8) 김근주 외(2017),『고용보험  실업 여와 타 사회안 망 연계 련 해외제도 연구』, 한

국노동연구원, pp.187~190. 국의 국민보험에서 근로자성 단의 독자성이나 랑스의 

정리해고자  고령자 재취업 등의 특별지원과 실업 여 복지원  재충 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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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 논의

가. 논의의 필요성과 이론  검토

소득을 심으로 한 고용안 망을 구축하기 해서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

합징수가 필요하다. 즉 소득세 원천징수 시 사회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는 방식

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회보

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2011년 4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으나, 용(피보험

자격 리)과 부과(보험료 결정)는 통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사각

지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  해소를 해서는 사

회보험의 용기 을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소득세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효율 인 리를 해서는 사회보험의 용과 

징수기 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수의 국가들이 징수일원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

를 바탕으로 사회보험 체계 개편을 이루어냈다. 지 않은 국가가 징수일원화

를 도모하는 근거로는, 징수일원화에 공통되는 일정한 장 이 존재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장 은 다분히 이론상의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반드

시 구체화할 것인지, 한 만일 구체화해도 어느 정도의 것이 될지에 해 지 

않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근  사회보장 정책의 시행 이후 사회보험의 시 라고 할 수 있는 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 법 제정에 따른 공무원 연 제도의 실시이다. 이후 1963년 

일반 인 국민(근로자)을 상으로 한 산재보험법이 도입되었고, 같은 해에 임

의규정이라는 형식으로 의료보험법이 도입되었다. 이후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제도들은 실업자의 소득보장제도가 단순히 최후의 사회안 망으로서 보충 으로 용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만 향후 실업자 사회안 망을 구

축함에 있어서는 제도 간의 유기  연  계에 한 명확한 정리, 즉 상호 간의 역할 

분담이 체계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구직자지원제도와 생활보호제도 

간의 여 체계  실시 주체의 불일치(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 미루기)라는 문

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경제 호황기를 배경으로 이러한 들이 사회 문제로

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성장 기조와 실업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모호한 

제도의 설계가 바로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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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는 부분의 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험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 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990~2000년 반 사회보험 용, 징

수 련 통합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징수업무가 통합되었다. 하

지만 단순히 보험자(공단) 간의 징수업무를 행정 으로 통합하는 수 을 넘어서, 

용 기 의 단일화(소득 기  도입)를 통한 국세와 사회보험료 간의 통합은 사

회보험의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 징수통합의 목표가 효율성에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도입 

취지 달성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설정을 해 가입  보호의 측면

에서 제도  틀을 근본 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29)

나. 징수일원화에 한 정책  검토사항 

다양한 국가들이 징수일원화를 통해서,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왔다. 

이러한 징수일원화는 사회보험체계에서 필수 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의 사례들과 더불어 사회보험 체계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Ross(2004)는 효율 인 사회보험료 징수의 실 을 한 기본  요인으로 ①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번호등록제도가 존재, ② 간단하고 신속한 보험료 징수 

실   보험 여액을 문의하는 태세가 정비, ③ 보험료 납부실  연도 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존재, ④ 과소납부 는 미납부를 정확하게 악하고 

신속하게 통지･조사하는 체제가 정비, ⑤ 이러한 제도･시스템의 효율 인 운

을 담보하는 기술이 존재, ⑥ 이 제도 시스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30)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구

축을 하여 사회보험료와 국세를 통합하여 운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인 사회

보험료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McGillivray(2002)는 

징수일원화는 두 가지의 제조건, 즉 강력한 집행력과 징수기 에 한 피보

29) 오상  외(2017),『사회보험 용․징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

부, pp.1~2.
30) 이러한 제조건  그 자세한 내용은, Ross(2004), Collection of Social Contributions :

Current Practice and Critical Issu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pp.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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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의 신뢰가 충족되지 않는 한 정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McGillivray, 2002).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징수일원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국

가들도 나타나고 있다.31) 독일과 스페인 등 사회보험의 역할이 큰 국가들에서 

징수일원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징수일원화가  

사회보험 시스템의 필수 조건인지에 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과 사회보험의 징수일원화는, 정부행정조직이 충분히 발달한 국

가에서는 효율성 향상을 기 할 수 있지만, 그 지 않은 국가에는, 징수일원화

가 사회보험료 징수율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징수된 세 이나 보험료

가 하게 리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등에서, 방의 징수체계를 분리해 두

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결국 세 과 사회보험의 징수일원화를 추구하는 정

책  목 이 단순한 사회보험의 효율성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징수

일원화를 통해 사회보험의 운 과 리에서 추구되는 보다 명확한 목 이 설정

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에서, 고용안 망 강화라고 하

는 정책  당 성에는 사회  공감 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에서는 고용보험의 가입 상을 지속 으로 확 하면서, 기존 틀에 포섭되지 못

하는 자들에 한 보충 인 고용안 망을 확충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 다. 

구체 으로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술인에 한 고용보험 용 확 , ② 한

국형 실업부조와 취업성공패키지를 결합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이 정되

어 있다. 이에 하여, 이 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심으로 정책 방향과 구

체  정책  응, 그리고 거버 스 측면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논의들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이러한 국가들은 주로 동유럽이나 구소련의 신흥국들의 사회보험 체계 구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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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용안 망 체계에 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의 확 는 1995년 이후 

지속되어 왔던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이는 주로 법제도  사각지 를 심

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비공식고용 등 가입 자격이 있으나 ‘실질 ’으로 고용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유인하는 정책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

다.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취득이 어려운 여 수

혜 사각지 를 해소하기 한 여 요건 논의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근본 인 원인은 고용보험이 상정하고 있는 ‘실업 개념’에 한 것으로, 

1차 으로는 ‘자발  이직’에 한 실업인정 문제의 검토, 더 나아가 자 업자

에 한 실업 인정의 실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래노동과 고용안 망에 하여, 최근에는 랫폼 노동의 고용보

험상 취 , 즉 랫폼 공 자와 랫폼 노동자에 한 고용보험 용 논의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 인 근로자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은 노동 계

법령상의 ‘근로자 개념’을 차용하여 그 용 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노동 계법령상 개념을 그

로 활용하기보다는, 별도의 개념을 설정하여 그 용 상을 확정하는 국가들

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산재보험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 와 련하여 

주로 문제되어 왔는데, 향후 고용보험의 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법과 사회보험상 간 개념 도입을 통한 완충 지

를 설정할 것인지, 고용보험을 사업장 단 가 아닌, 인  용으로 변경하는 제

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안 망의 거버 스에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3층 고용안 망 체계에서 공공부조와 국민취업제도의 역할, 그리고 국세

와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에 한 논의들이 주요 쟁  사항이다.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논의와 달리, 행 국민취업제도를 둘러싸고 그 타당성  효과성에 

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한국형 실업부조 논의가 노동시장 취

약계층에 한 소득보장이 심 으로 논의되었던 반면, 재의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단기형 실업부조 + 취업성공패키지]의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서, 그 당 성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한 국민취업지

원제도가 극  노동시장정책과 하게 연계되어 있는 반면, 다소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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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를 통한 여 지 을 정하고 있기에, 공공부조제도의 확 와 국민취

업지원제도 활성화 간의 상 계가 명확하지 않다. 향후 상호 연계 방안에 

한 이론 ․실무  논의와 보완이 요구된다.  

한편 소득을 심으로 한 인  고용안 망을 구축하기 해서는 소득 악의 

시성과 정확성, 행정  간편성 등을 이유로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 세 과 사회보험의 징수일원화는, 정부행정조직이 충분히 발달한 국

가에서는 효율성 향상을 기 할 수 있지만, 그 지 않은 국가에는 사회보험료 

징수율을 하시킬 험성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의 징수․ 리 일원화 논

의는 효율성 차원이 아닌, 사회보험 체 체계의 개편, 특히 용 방식과 련

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요컨 , 고용안 망에 한 향후 논의에서는 ① 고용보험 가입 상과 련하

여, 노동법과 독자 인 가입 상(근로자성의 탈피)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 ② 보충  고용안 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에 한 평가와 공

공부조와의 계, ③ 소득 기반 인  용으로의 환 필요성과 조세와 사회보

험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에 한 입장이 정리되어 정책 으로 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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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Review in Reform of Employment Safety Nets

Kim KeunJu

Currently, a policy of expanding supplementary employment safety nets 

such as unemployment assistance is proceeding under the scope of expanding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Until now, the existing employment safety 

net has been centered on, or rather subsumed by, employee social insurance. 

While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tends to expand its coverage 

systemically, the problems of informal, undisclosed employment and the 

benefits “blind spot” continue to arise.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unemployment disqualification for voluntary turnover is pointed out as a 

limit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a three-tier 

employment safety net system has been in progres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long with the discussion of 

the exte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to platform lab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employment safety net system. To this end, I have reviewed policy issues 

surrounding the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and the future 

of work brought upon by platform labor, e.g. prospective measures of the 

employment safety net to address the needs of platform work, the introduction 

and subsequent problems of unemployment assistance provided via the national 

employment system, and the consolidation of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come-base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s a result, in future discussions on the employment safety net,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① the necessity of formally defining certain 

subgroups as being independent from traditional labor law framework as 



고용안전망 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적 검토 사항(김근주)   153
regards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② evaluation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s a supplementary employment safety net and 

its relation to public assistance, and ③ the necessity of switching to an 

income-based, individual employment insurance system via consolidated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Keywords : employment safety nets, platform work,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consolidation of income tax and national insurance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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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생애사와 노동시장 성과(신동균)

  ▪연  차등폭이 보상수  만족에 미치는 

향(김동배․김기태)

  ▪특수형태근로부문의 미콘운송종사자와 

골 장경기보조원의 소득결정요인에 한 

연구(조선주․최윤 )

  ▪회생․ 산 차개시가 근로계약과 단체

약에 미치는 향(양형우)

  ▪경제 기 이후 가구단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 도시 임 소득

자 가구를 심으로(이성균)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용 

가능성에 한 연구(이상호)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결과에 한 연구(이민우․이 진․한

재창)

◐ 제9권 제1호(2009년 3월)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향(



배․이인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 자본 수익률에 

한 연구(서병선․임찬 )

  ▪소득세 세율 인하  공제제도가 노동공

에 미치는 차별  효과 연구:「노동패

」자료를 이용한 미시  실증분석(

승훈․홍인기)

  ▪공공기  인사 리가 노사 계에 미치는 

향(이동명)

  ▪부당해고 시 보상제도에 한 비  

검토(조성혜)

  ▪국내 단체교섭구조  그 결정요인과 산

업별 다양성:국제비교 인 시각의 고찰(정

주연)

  ▪경기변동과 임시일용직 고용(황선웅)

◐ 제9권 제2호(2009년 6월)

  ▪ 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진  은퇴행

에 한 연구(신동균)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

에 미치는 향(박진희)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 성과 효과(노용

진․채창균)

  ▪단체 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김재훈)

  ▪한국  노사 계 모형의 개발을 한 탐

색  시도(김동원․이규용․권순식․김

두․진숙경․김윤호)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장 노사 계의 

도 과 기회: 기업 경제주의 노동조합

의 의식조사 사례 심(   인)

  ▪복수노조 갈등:이론과 실(김태기)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한 소론

( 論)(박은정)

◐ 제9권 제3호(2009년 9월)

  ▪패 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간 임 격차 

분석(조동훈)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 연구(조선주)

  ▪고성과형 인 자원 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 :종단면 연구(서인석․김우 )

  ▪고몰입 인 자원 리가 종업원의 인사제

도 내재화, 조직몰입  품질경 활동에 미

치는 효과:제조업종을 상으로(김진희)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과 구직 명료성의 

계에 한 연구:고용지원센터 이용 구

직자를 상으로(김 균)

  ▪복수노조하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

체사례 연구(노병직․이 우)

  ▪종업원참여제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가 노

사 력수 에 미치는 향:기업지배구조

에 한 이해 계자 을 심으로(김

동주)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 약의 성과 

 정책  시사 (이 면․김환일)

◐ 제9권 제4호(2009년 12월)

  ▪이자율 옵션모델(CIR)의 용을 통한 산

재보험의 정 연 ․일시  수 의 평

가(신종욱․마승렬)

  ▪도시의 산업 특성과 고용 성과( 병유)

  ▪작업장 신 담론에 한 비  소고(최

섭)

  ▪성공 인 노사 의회 운 의 향요인에 

한 연구(이 면․이동진)

  ▪특수고용근로종사자의 직무스트 스와 이

직의향:노동조합, 직무 자발성의 조 작



용 탐색(권순식)

  ▪비정규직 임 차별의 합리성 단에 한 

연구:노동 원회 정사례 분석을 심

으로(조용만)

  ▪숙련개발체제와 숙련개발을 한 사회  

트 십:서구선진국의 경험과 시사 (이 선)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한 비교법  

고찰(정진우)

◐ 제10권 제1호(2010년 3월)

  ▪기술 신이 구조  실업에 미치는 향 :

패 연구(하태정․문선웅)

  ▪제도  동형화와 상징  동조:연 제의 

사례(김동배)

  ▪한국의 실업 여 성:국제비교와 정

책  시사 (김동헌)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성공조건

    (유길상)

  ▪지역거버 스의 활성화 요인에 한 통합

 연구(심용보․이호창)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 과 안의 

모색(이승욱)

  ▪ 국의 사업장 내 징계해고 차에 한 

연구(김근주)

◐ 제10권 제2호(2010년 6월)

  ▪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Yanggyu Byun․Joo-Young Jeon)

  ▪경력개발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친 향:

교육훈련에 한 보완 효과(강순희)

  ▪R&D Investment,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Korea:Technological Progress 

and Labor Market Equilibrium (Byung 

Woo Kim)

  ▪고용보험법의 행 정 립  기  평가와 

안 지표로서의 비율 배수(허재 ․김동헌)

  ▪ 고령자 은퇴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손종칠)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 방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정병석)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and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Do They 

Make Workers Work Harder, Smarter, 

or Kinder?(Haejin Kim)

  ▪ 견근로자에 한 차별시정(조상균)

◐ 제10권 제3호(2010년 9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 과정에서 어

의 역할(김진 ․최형재)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안태 )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 격차 분석(조동훈)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계:임 차

별과 근로시간의 향을 심으로(백학 ․

구인회)

  ▪기업특성과 가족친화제도 활용 용이성:

여성 리자의 육아휴직  본인병가제도 

활용을 심으로(민 주)

◐ 제10권 제4호(2010년 12월)

  ▪주성분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 국제비교(변양규)

  ▪직업훈련 민간 탁 성공조건:직업훈련 

민간 탁사업에 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심으로(유길상)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남재량․박기성)



  ▪경 진의 지원과 인사부서의 역량이 몰입형 

인사제도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김진희)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KiWook 

Kwon․Dae Yong Jeong․JohngSeok Bae)

  ▪근로자 표기구의 략  참여와 참여  

작업조직활동 모색:노사 계의 역할을 

심으로(김 동․이동진)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 의 남녀차별  

지 기 (강선희)

◐ 제11권 제1호(2011년 3월)

  ▪ 내 임 격차가 심화되면  성 이 향

상되는가? :한국 로야구 데이터 분석을 

심으로(김정우․김기민)

  ▪성과주의 임  도입의 향요인:한일 비

교(김동배․김정한)

  ▪지역간 이주, 경제활동참가, 직업훈련의 동

시 의사선택에 한 실증분석(김주섭․정

원일․ 용일)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분석(석상훈)

  ▪2000년  반 노동조합의 임 교섭 성과 

분석: 2005년과 2007년을 심으로(노용진)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한 탐색  연구(손지

아․박순미)

  ▪기 효용 근법에 근거한 도시가구의 빈

곤에 한 취약성 분석(김계숙․민인식)

◐ 제11권 제2호(2011년 6월)

  ▪서울지노  정례 분석을 통한 경 상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하경효․박종희․

강선희)

  ▪복수노조 시 의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 있

어서 노동 원회의 법  권한 연구(장의성)

  ▪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노조 간 조직경쟁

의 배경과 개과정, 그리고 결과(노용진)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새

로운 평가 방안(정인수․지승 )

  ▪노동조합 투성과 온건성:조합원들의 사

회 심리가 미치는 향을 심으로(권순식)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 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향(정장훈․조

문석․장용석)

◐ 제11권 제3호(2011년 9월)

  ▪가족친화제도와 기업성과(김혜원)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

(남성일․ 재식)

  ▪자 업 선택과 성과 간의 계:경력 

기 자 업 선택의 장기효과(성지미)

  ▪여성 자원 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  

가치 추정(조선주)

  ▪공동주택의 탁 리 시 실질  사용자의 

단:부당해고의 구제를 심으로(조성혜)

  ▪노동조합의 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신

에 미치는 향:업무개선 제안활동 활성

화를 심으로(김 동․신은종)

  ▪독일 근로자 견법의 개정과 시사 (김기선)

◐ 제11권 제4호(2011년 12월)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 계 변화에 미치는 

향(이성희)

  ▪ 졸자의 소기업 취업이 장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박재민․김 규․ 재식)

  ▪자 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이승렬)



  ▪공무원노조 리더의 리더십과 조합원 태도 

 행동에 한 연구(박재춘)

  ▪미국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삼권 보장 법

리와 안  분쟁해결(ADR) 차(강 주)

◐ 제12권 제1호(2012년 3월)

  ▪한국의 지역간 임 격차:지역별 고용조사

(RES)를 심으로(김우 )

  ▪자 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한 연

구:임 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심으로

(반정호)

  ▪다수  근을 통한 고몰입 인 자원 리

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심리  임 워먼트

의 매개효과 규명(남정민․ 병 )

  ▪국가인권 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조용만)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 제도 효과성 평가

(박성재․김화순)

  ▪ 국 산재보험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역할

에 한 연구(유범상)

◐ 제12권 제2호(2012년 6월)

  ▪자동화기술과 작업조직(노용진)

  ▪기업의 자원 사 지원정책의 효과(강철희․

허수연․김 종)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김종성․이병

훈․신재열)

  ▪성별 임 근로의 험과 임 격차(김은

하․백학 )

  ▪연 개 , 연 자산에 한 주  기 오

차, 그리고 축( 승훈)

  ▪이행노동시장의 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발 방안(유길상)

  ▪사업장 근로조건 반에 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박원주․ 용일)

◐ 제12권 제3호(2012년 9월)

  ▪정년연장의 법  과제(조용만)

  ▪구인․구직조건의 유연성을 고려한 잡매칭

함수의 개발(박성익․조장식․ ․김종

한․류장수)

  ▪ 기술 소기업의 신 략 :독일과 한국

의 사례를 심으로(임운택)

  ▪몰입형 인사 행이 연구개발  창의성에 

미치는 향(김동배)

  ▪인사제도의 내재화, 직무몰입, 역할피로  

이직의도와의 계에 한 연구(김진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에 한 인식과 

신활동 간의 계: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

(최 희․임상훈)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 

‘조업단축지원 ’ 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

에 한 고찰(이호근)

◐ 제12권 제4호(2012년 12월)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요성(김 동․한용석)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

율과 참여자 특성 변화(김동헌․박 )

  ▪훈련의 권리, 시장의 늪:실업자훈련의 시

장주의  재편에 한 소고(장홍근․주민

규)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방안에 한 연구

(오정록)

  ▪쟁의행 에 한 업무방해죄 용의 타당



성과 정책방향 검토:집단  노무제공 거

부행 에 한 단사례를 심으로(류문

호)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향:형제·자매·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한 분석(양정승)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정호․김경희)

  ▪Legislative Challenges on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Cho)

  ▪한국과 국의 최 임 기구 운 실태 비

교연구(채 호․우상범)

  ▪수능성 이 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일반화 성향 수 근법(최필선․

민인식)

  ▪이탈리아 필수공익서비스제도에 한 연

구(신수정)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노동시간 단축과 교 제 개선의 한 사례:

자동차 ‘주간연속 2교 제’의 평가  

과제를 심으로(박태주)

  ▪비정규직 고용 리의 결정 요인에 한 

실증 연구(권순식)

  ▪연령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잠재성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홍․박우성)

  ▪사회복지 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자성 비교 연구(서정희․오욱찬․박경하)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김정호)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반:

두 가지 반 형태를 심으로(백경민․

박기태)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경력 리시스템과 조직몰입:고성과 인

자원 리의 조 효과(이수 ․석진홍․박

우성)

  ▪베이비부머 세 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  의미에 한 연구(박태정)

  ▪여성 고령 노동자와 임  노동시장의 

상호구성: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첩  

일자리 분리에 한 고찰(김수 ․이정

아․정주연)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노동

시장 정착가능성에 한 연구(강순희)

  ▪ 학재학 기간의 휴학경험과 직장생활(김

동)

  ▪최 임 법의 패러다임 탐색:미국 공정

근로기 법상 ‘공정성’ 개념과 그 함의(강

주)

  ▪고용상 극  조치에 한 법  정당성 

단: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심재진)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Y세 의 일과 삶의 균형 :세 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역할(이혜정․유

규창)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외국인은 내국인을 체하는가? :보완탄

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남성일)

  ▪취약계층에 한 고용서비스는 어떻게 제

공해야 효과가 있는가?(김혜원)



  ▪통상임  산정을 한 기 시간(박은정)

  ▪사내하도 과 산업안 보건:독일 법제를 

심으로(김기선)

◐ 제14권 제1호(2014년 3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

존성(최효미)

  ▪베이비부머 세  은퇴기 임 피크제의 정

책  활성화 방안에 한 탐색  연구:

임 피크제에 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

석과 정책  시사 을 심으로(이 면․

정선아)

  ▪자발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직무순환제도의 보완  효과

를 심으로(옥지호)

  ▪고용서비스 민간 탁조건의 국제비교와 시

사 (유길상)

  ▪안 분 기 구성요소에 한 실증  연구

(문기섭․장 철)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 특

례 조항의 비  검토: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

제를 심으로(장우찬)

◐ 제14권 제2호(2014년 6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이원성(二元

性) :단체교섭 당사자와 부당노동행 (지

배․개입) 주체의 해석(류문호)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 과 정책

 시사 (임상훈․박용철)

  ▪산재보험 장해연  수 자 생명표 개발 

연구(정홍주․ 용범․이 복)

  ▪노동쟁의 조정 원회 다양성과 조정성과

에 한 탐색  연구(송민수․김동원)

◐ 제14권 제3호(2014년 9월)

  ▪고용의 질:연령계층화와 구조  지체에 

한 탐색(1983～2012)(유홍 ․김기헌․오병돈)

  ▪사회보험의 법  사각지 :임 근로자 용

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서정희․백승호)

  ▪인력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향(석진홍․박우성)

  ▪분사형 인사아웃소싱의 동향과 과제(양동

훈)

◐ 제14권 제4호(2014년 12월)

  ▪자동화와 근로시간 행(노용진)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정액제에

서 정률제 여제도로의 변화를 심으로

(윤자 ․홍민기)

  ▪근로자참여가 간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이주형․이 면․

이윤상)

◐ 제15권 제1호(2015년 3월)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비정규 고용형태

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서정희)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향(문지선)

  ▪ 학 졸업 임 근로자의 희망임  충족과 

고용(박천수)

  ▪기후변화 향에 취약한 직종 악을 

한 탐색  연구(김동 )

  ▪멕시코 노동법의 제도  특징과 작업장 

노사 계 연구(김주희)

  ▪사업장 안 사고의 규율: 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심재진)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최 임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향:산

업연 표를 활용한 분석(강승복)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  시사

(조성호․변수정)

  ▪ 업발생 결정요인 패 분석(김정우․송민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

구성에 미친 향 분석(이용 )

  ▪국내 지속가능경 보고서의 노동/인권 분

야에 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서를 심으로(이정원․정선욱)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그 결정

요인(김혜진)

  ▪잡 크래 의 선행요인과 일 련 결과

에 하여:자발  직무변화의 통합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장 리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내재

 보상(김동배․김기태)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박은

정)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사명철)

  ▪수학에 한 태도  수학실력이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향:남녀 임 격차를 

심으로(임찬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고용

보험을 심으로(이병희)

  ▪ 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인․오선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 탁기  간 경쟁도와 

탁 규모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향(김

혜원)

  ▪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김혜진)

  ▪이주노동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한 실증분석(남성일․ 재식․김진웅)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계:고성과자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  

연구(권기욱)

 ▪임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인분석:직업숙련 유형을 심으로(강 )

 ▪ 임  상태의존성 분석(신우진)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 고용

계에 한 함의: ‘ 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2015)을 심으로(신은종)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차등  임 인상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상  임 수 의 조

효과를 심으로(옥지호)

 ▪의 -시장임  갭이 졸자 첫 취업까지

의 기간에 미치는 향(최기성)

 ▪직무분석을 활용한 직무 심 인사 리와 

고령화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향(김재

원․유규창)

 ▪역할 의 이론  검토와 시사 (박우성․이

병하)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청년층의 졸 임  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 )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 표제도 인

식에 한 향요인 연구:노동조합과 노사

의회 계를 심으로(최 하․이 면)

 ▪감정노동과 노동법(박은정)

 ▪산재보험 이용여부가 건강문제로 인한 노

동 미복귀에 미치는 향:직업성 손상을 

심으로(박지은․권순만)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디지털화와 노동:디지털시  노동의 과제

(김기선)

 ▪일자리 질의 양극화 추이에 한 실증분석

(이병훈․신 ․송리라)

 ▪장시간 근로와 조직: 과근로시간이 여성 

리직 비율에 미치는 향(신희연․한보 )

 ▪ 소기업의 생산성과 인 자원개발정책

(김태기)

 ▪ 로벌 융 기 이후, 노동조합의 도구  

역할에 한 근로자의 인식 변화에 한 

연구(이 면․나인강․박재희)

◐ 제17권 제1호(2017년 3월)

 ▪이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 임 의 고

용효과:한국의 사례를 심으로(양지연)

 ▪직무만족, 생활만족  조직몰입의 계:

생활만족의 매개효과와 고용형태의 조 효

과를 심으로(박재춘)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한 연구:요

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심으

로(김정은․강경주․이 면)

 ▪은퇴가 건강  삶의 만족에 미치는 향

(김범수․최은 )

 ▪근로자 고령화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장윤섭․양 석)

◐ 제17권 제2호(2017년 6월)

 ▪ 장년 취업자의 가구  일자리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사회자본의 매개

효과를 심으로(박은선․김지범)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직무만족의 매개

효과를 심으로(성지 ․남은 ․홍두승)

 ▪이직으로 행복해지는가? KLIPS를 이용한 

이직 후 직무만족의 변화 분석(김진하․

정재윤․박경원)

 ▪가구 노동시간 변화와 노동소득 불평등 연

구(안서연)

 ▪장시간 근로 개선의 고용효과 추정(김남

․이해춘․김승택)

 ▪지역 간 임 격차에 한 고찰:수도권․비

수도권을 심으로(이종수)

 ▪해외직 투자와 노사 계 략: 라질 

자동차의 력  노사 계 략(김동원)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헌성에 한 연구:

항공운수사업을 심으로(이기일․강을 )

◐ 제17권 제3호(2017년 9월)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 효과(박미희)

▪여성결혼이민자의 임 결정요인 분석: 국, 

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심으로(조

선주․민 주)

▪경제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

는 효과 분석(박문수․이경희․김종호)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고

용성과 비교연구(남재욱)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 책의 개와 

시사 (박선 )



◐ 제17권 제4호(2017년 12월)

▪직업훈련과 이직:직업훈련은 과소공 되고 

있는가?(유경 ․이인재)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 시간 결정에 향

을 주는 요인(김나 )

▪직무요구와 생활만족의 계에서 퇴근 후 

모바일기기 업무사용과 일-가정 갈등의 다

매개역할(박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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