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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와 원인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추세
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2000년 이후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7년 기간제 사용 제한과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포함한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이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뚜렷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문 간 단절이 심화하여
대-중소기업간 이동 비율이 2000년대 이후 줄곧 하락해왔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유럽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장 규칙을 정착시키는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1차 노동시장의 폐쇄성과 경직
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수준을 넘어서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서 임금이 결
정되는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계층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작용을 보완해 가면서 최저임금인상과 근
로기준 적용과 같은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와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주제어: 이중구조
JEL classification: J42, J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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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점의 핵심에는 부문간 또는 계층간 노동이동의 단절 및 격
차 확대라는 이중구조가 존재한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대-중소기업간, 혹은 정
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확대와 이동성 단절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양
호한 고용안전성과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중소기업과 비
정규직 노동시장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전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에 따른 대기업의 외주화 전략과 가격경쟁력 중심의 단가인
하전략이 초래하는 원하청 문제가 자영업과 영세사업체에서의 저생산성-저임금 문
제와 결합하면서 기업 규모 간 격차와 단절이 심화하였다. 여기에 외환위기를 거치
면서 기업 경영 전략 변화에 따른 인력 활용 전략의 변화로 핵심인력 이외에는 자동
화와 외주화로 비정규직화하는 경향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규모
별-고용형태별 격차와 단절은 노동시장에서의 불안과 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의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높은 수준으로 진전되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적인 제도와
정책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노조 활동이 기업 차원의 고용
안정에만 치중되어 있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여성이나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시장의 과보호가 비정
규직 증가의 원인이고(박지순, 2017), 대기업 내부의 임금 및 직무 체계가 생산성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성과에도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Schauer, 2018).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단순히 노동시장 제도의 문제가 아
니라 생산물시장에서의 독점 및 원하청관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중소
기업 간 생산성과 이윤율의 격차,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면서 전개되고 있는 불
공정한 원하청관계, 그리고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 광범한 저임금노동시장에 만
연해 있는 노동시장 제도 및 노동보호법제의 사각지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는 과거에는 주로 저개발국 비공식부문의 문
제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도 기술 변화와 글로벌화, 제도와 정책의
변화 등에 대해 기존의 노동시장과 사회적 보호 제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였고, 이중구조 문제가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에
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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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규제,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전환 정책, 최저임금인상,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노동시장개혁
등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와 원인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실태를 실증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메커니즘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실태와 원인 분석에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참고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 개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론은 1970년대의 이중노동시장이론과 분단노동시장이론에
서 처음 제기되었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이 고임금-고용안정의 1차 노동
시장(내부노동시장)과 저임금-고용불안의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고 서로 다른 조
정 원리(할당과 경쟁)가 적용된다는 주장이고(Doeringer and Piore 1971) 분단노동
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은 하나의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서로 다른 특성
을 가진 근로자들이 상호간에 이동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도 차이가 있다는 이론이다(Cain 1976). 이중노동시장이론과 분단노동시장이론은
노동자를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차단하여 보호하는 제도인 내부노동시장에 포함되느
냐 여부를 이중구조의 중요한 구분 지점으로 보고 있다.
한편, 내부자-외부자 이론과 같이 노동조합의 전략적 행위에 집중하는 이론도 노
동시장 이중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내부자가 교섭력을 통해 시장임금 이상의 임
금을 유지함으로써 시장임금으로 일하고자 하는 외부자를 실업 상태로 만든다는
Lindbeck and Snower(1986, 1988)의 내부자-외부자 가설이나 제도를 통해 고용보
호수준이 높은 내부자와 그렇지 못한 외부자를 구분하는 Rueda(2004, 2007)의 가
설은 내부자-외부자 이론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를 분석한다.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mmenegger 등의 『이중화의 시대』에서는 노동시장 이중화는 비
정규직화나 실직 위험의 정도에 따라 외부자와 내부자가 구분되는 ‘과정’으로 파
악하며 표준적인 고용형태가 줄어들고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고용과 실직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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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정도가 차별화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노동시장 이중화는 기술변화에 따른 기계
에 의한 숙련의 대체, 아웃소싱과 모듈화,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편
입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지만, 이러한 구조 변화가 사회적 격차로 나타나는
지는 그 사회의 제도와 정치문제로 보고 있다. 기술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
의 이중화가 사회적 보호의 이중화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이중화와 사회적보호의 이
중화는 서로 상호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여기에 제도와 정치가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도적 이원화’이다. 즉, 이중화는 ‘정치의 과정’이 개입
된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이중화의 문제는 주로 ‘고용형태의 문제(고용과 실직의
위험)’로 나타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기업 또는 사업체
규모’ 간 격차의 문제가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 1987년 이후 진행되기 시작한 대-중
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전
되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겹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의 Grubb(2006), 정이환(2002, 2007, 2013, 2017) 등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한 분석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노동연구원
(2007)에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를 이른바 유연안전성 모델인 한국형 황
금삼각형모델(Goldern Triangle Model)1)로 해결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중노동시장의 존재 여부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
중구조화 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1990년대 이후를 대상
으로 한 연구들이다. 적어도 1987년 이전의 한국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의 동질성이
강화되는 단일노동시장이라는 연구가 많았다(김형기, 1988; 송호근, 1990; 전병유,
1994).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실태 연구는 주로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
규직 간 격차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규모와 고용형태를 사전에
정의하는 분석 방법 이외에도 이중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을 사전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범주미정교체회귀방정식 모델이나 요인분석이나 군집분석 등을 활용하는 연구
도 시도되었다2). 우리나라에서도 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인
1) 황금삼각형 모델은 덴마크의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회적
보호(복지)를 관대하게 유지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합의-타협하는 모
델이다. Marsden(2004) 참조.
2)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사전적 기준으로 1차부문과 2차부문
으로 양자 사이에 인적자본에 대한 수익률 격차를 보거나, 근속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의 차이 등을 확인
하는 분석 방법, 둘째, 사전적인 부문 선택이나 표본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주미정 교체회귀 모
형을 사용하는 분석 방법, 셋째, 부문 간의 특성들이 상호관계가 높고 서로 묶이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집분석과 요인분석 등을 통하여 일차노동시장과 이차노동시장을 그룹화 하는 분석 방법, 그
리고 넷째, 부문 간 노동이동의 단절과 약화를 보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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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1992), 남춘호(1995), Chung and Jung(2016) 등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 있다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
동시장은 이중노동시장모형이 단일노동시장모형에 비해서 더 적합하고 1차 노동시
장에 속할 확률이 이봉분포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Chung and
Jung(2016)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1998-2014년간 자료를 활
용하여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분석하였다. Heckman의 표본선택모델을 적용하
여 두 개의 서로 다른 임금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임금이 일차와 이차
노동시장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 지표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금재호(2005)는 표본선
택의 문제를 통제하는 내생적 교체회귀모형(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이 노동조합 가입자와 비가입자로 이중화되어 있음을
보였다. 요인분석이나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이중구조를 분석한 이건(2001)은
제조업 노동시장을 산업집중도, 노동장비율, 급여수준, 근속기간 등의 지표로 요인분
석 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시장을 중화학공업 중심의 8개 업종 1차 노동시장과
여타 2차 노동시장으로 분류하였다. Chung and Jung(2016)도 좋은 일자리 특성들
은 서로 묶여있다는 사회학적 연구가설(Tilly, 1996)과 Hudson(2007)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 조건과 나쁜 일자리 조건들이 서로 묶이면서 일자리 사이에
어느 정도의 단절가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부문 간 격차보다 부문 간 이동이 단절되는 현상이 더
심각하다. 그러나 부문 간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Chung and Jung(2016)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1차 노동시장
에서 2차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2002년에 비해 2014년에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
였다.
노동시장 이중화의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의 이중화, 기업 전략, 제도와 정책, 노동
조합과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이건(2001)은 제조업 노
동시장구조를 분석한 결과, 8개 업종의 1차 노동시장과 나머지 40개 업종의 2차 노
동시장으로 이중구조화 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 중화학 공업을 선도하
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나타난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
러나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는 이미 7-80년대부터 계속 심화하였는데, 80년대 초
반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
는지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관
계 구조의 변화, 원하청관계의 변화 등이 경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의 주된 원
인이 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이중구조가 크게 강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생산체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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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일(2007)도
외환위기 이후 중국과의 경쟁과 대-중소기업간 하청관계가 규모별 임금 격차의 주
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규모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은 중국
과의 경쟁에 따른 효과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가 복
합적으로 유발시킨 결과로 평가한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임금지불능
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는 것이다. 안주엽 외(2015)에서는 원하청거래 네트워크에 포착된 5만여개 표
본기업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연결해서 2013년을 기준으
로 원하청간 노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액임금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임금은 원청
기업의 51.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혜정 외(2017)도 위탁대기업의 임금
상승이 협력중소기업의 임금하락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위
탁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상승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임금비용점유율을 높이고 협력
중소기업 납품생산물의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납품가격과 협력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에 부(-)의 영향을 미쳐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협력중소기업 납품가격 하락이 중소기업 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재성(2008)
은 사업체패널조사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산업-규모 셀별로 결합하여 분
석한 결과, 해당 산업-규모군 (industrial cell)의 정규직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조조
직율이 높고 노사관계가 대립적일수록, 하청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 제도와 노동시장 내에서의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들도 노동시
장 이중구조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정이환, 2013).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와
노사관계, 제도와 정책 등에서 원인을 찾는 연구들은 이른바 내부자-외부자 이론과
도 맥락이 닿아 있다. 먼저 노동시장이중구조화를 내부자-외부자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측면을 주목해서 본 황수경(2003)은 McDonald and Solow(1985)의 분절
노동시장론과 Lindbeck and Snower(1986)의 내부자-외부자 모형을 원용하여 우
리나라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유연한 외부자 노동시장과 반대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내부자 노동시장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시장이 공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내부자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학력, 연령과 같은 인적 특성에 비
중을 두는 보상시스템을 취하는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같은 외부자 노동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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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특성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직무급 체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능적 유연성이나 임금 유
연성을 통한 내부노동시장체제의 유연화를 꾀하기보다는 고용조정과 같은 수량적
유연성에 의존하였고 그 결과 내부노동시장의 축소 및 외부자 노동시장의 확대로 귀
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황수경, 2003).
한편, 1차 노동시장의 내부노동시장화3)가 노동시장을 분단화할 수 있다. 권현
지·함선유(2018)는 조직이 연공성 임금에 의존할수록 해당 조직의 비정규, 특히 여
성 비정규직의 비중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자가 이익 재생산을 위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계한다는 시
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중노동시장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추정한 연구로는, 황수경(2003)이나 이호연·
양재진(2017) 등이 있다. 황수경(2003)은 KLIPS 1997-2002년간 자료를 분석하여
내부자를 노조 유무, 기업 규모, 정규직 여부, 조합원 여부 등의 기준을 통해 구분하
여 규모를 추정한 결과, 내부자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인 대기업(공공부문 포함) 정
규직에 한정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21.9%로 파악하고 있다. 이호연·양재진(2017)은 퍼지셋 이념형 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임금수준･사회보장정도･고용안정성 등
의 기준에 따라 8개의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고, 노동자는 연령･성별･숙련수준

및

직종의 조합 등의 기준에 따라 30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이 어느 노동시장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중은
절대적 내부노동시장이 약 44%,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이 약 31%, 중간 수준의 노
동시장도 25% 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두 노동시장 간 수준 차이 역시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중노동시장의 규모는 어
떠한 기준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다만 어떤 기준을 활용하든 추
세가 더 중요할 것인데, 대규모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
난다는 것은 1차 노동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 무엇이 더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3)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이란 외부시장의 경쟁으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노동의 할당과 가
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을 말한다. 입직구(入職口), 내부 승진, 정년제, 호봉제, 기업특수적 훈련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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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정이환(2007, 2013, 2018)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의 이중구조화의 원인으로 1987년 이후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제한된 영
역(주로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분절화 효과와 1997년 이후의 노
동시장 유연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는 분절노동시장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
도 기업 규모에 따른 분절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우
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4) 반면, 이철승(2017)의 경우, 대기업 내 비정규직의 규모
가 상대적으로 크고 이들에 대한 차별의 정도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고용형태에 따
른 분절화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다. 전병유(2018)에서는 임금결정 메커니즘
에서 고용형태 변수보다는 규모 변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분절화에서 기업 규모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과 정책 대응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추이를 기업
규모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Ⅲ.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추이
1.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특정 기준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구조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대기업-정규
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문제이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의 확대가 전체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임(정준호 외, 2017)을
감안하여 기업체(또는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격차 구조를 먼저 검토
해보도록 한다.

4) 분절화는 노동시장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 1차와 2차로 구분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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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10~299인 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

주 : 1) 임금총액은 정액급여+특별급여/12. 시간당 임금은 임금총액/정상근로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노동시장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는 고용노동
부의 『임금구조기본조사』(2006년 이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변경)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장기간의 격차 추세를 검토해본 것이 [그림 1]이다5). 1987
년 이전의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단일화-동질화 경향이 우세했다는 평가(김형
기, 1988; 송호근, 1990; 전병유, 1994)6)와 부합하게, 1987년 이전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격차는 1.1배 이하의 매우 미미한 수준
이었다. 그러나 대공장 중심의 노동자대투쟁이 있었던 1987년 전후 1.3배까지 상승

5)『임금구조기본조사』는 1998년 이전에는 10인 이상 사업체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장기추세를 보기 위해
서 1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해서 분석하였다.
6)“1987년 이전의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직 노동시장의 단일화-동질화 경향’(김형기, 1988)과 ‘노
동시장의 이질성 감소 경향’(송호근, 1990)이 나타났다. 김형기(1988)는 ‘예속적 독점자본주의 하에
서의 임노동자의 동질화 경향’ 명제를 실증하였다. 노동이 동질화하면서 연령별, 근속별, 직종별, 규모
별, 산업별 임금격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송호근(1990)도 1972~84년간 제조업 노동자
의 임금함수 분석 결과, 중화학공업화에 따라 생산물시장의 이질성은 증가하였지만, 독점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공업-대기업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프리미엄이 1972~84년 사이에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질화, 분단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이나 기업규모보다는 관리
직과 생산직이라는 직업의 기준선이 임금결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직 노동자의 단일화 경향은 노동조합에 대해 국가가 억압적으로 통제하여, 노동시장을 시장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독점 지대를 기업이 전유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병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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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1990년대 초반 1.2배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7배까지 커졌다7).
[그림 2]는 임금함수를 설정하고 주요 인적자본변수(성, 연령, 학력 등)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업체규모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추정한 것이다8). 이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세와 유사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1987년 이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이 10% 이하였
지만, 2014년에는 46%까지 높아졌다.

<그림 Ⅲ-2> 대규모 사업체 임금프리미엄 추이

주 : 1) 임금총액은 정액급여+특별급여/12. 시간당 임금은 임금총액/정상근로시간
2) 임금프리미엄은 로그시간당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 연령, 연령제곱, 학력 등 인적자본 변수와
사업체규모, 연도더미 등을 통제하며, 연도더미*규모더미(300인 이상=1, 10～299인=0) 변수에서
추정하였음.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7)『임금구조기본조사』는 상용직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상용직만을
추출해야 하는데, 2015년 이후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최근 추세까지 분
석하지는 못 하였다.
8) 임금함수의 회귀계수값은 연도별 자료를 모두 통합(pooling)한 다음 연도 더미변수와 사업체규모변수와
의 교차항을 추정하여 구한 값이다. 이철승(2017)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개별 연도별로 추정한 회귀계
수값을 구하는 것은 많은 통계적 가정들을 전제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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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체규모가 작더라도 대기업 소속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체규모를
기준으로 임금격차를 살펴보았다. [그림 3]에서 기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도 199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볼 경우,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가 1.4
배 수준인데, 기업체규모별로 볼 경우 1.6배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에서 인적자본변수를 통제할 경우에도,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
업체 규모변수의 임금프리미엄이 사업체 규모변수의 임금프리미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 기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10~299인 대비 300인 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Ⅲ-4> 대규모 기업체와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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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5]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계산해본 것이다.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큰 변화가 없지만,
시간당임금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의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정책의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림 6]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정
규직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을 추정해보았다. 2007년 이전 약 -20%대의 임금프리미
엄이 최근에는 약 -13%대까지 감소하였다. 비정규직법의 정책 효과가 작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Ⅲ-5>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Ⅲ-6> 비정규직 임금프리미엄 추이

주 : 1) 시간당임금은 지난 3개월의 월 평균 임금/(통상적인 주당 근로시간x4.3)
2) 임금프리미엄은 로그시간당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 연령, 연령제곱, 학력 등 인적자본 변수
와 사업체규모, 연도더미 등을 통제한 후, 연도더미*고용형태더미(비정규직=1, 정규직=0) 변수에
서 추정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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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임금구조기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 분산을 사업체 내(within)와
사업체 간(between)으로 분해해본 것이다. 전체적인 임금분산은 1997년 전후로 U자
형태를 가진다. 1997년 이전에는 사업체내의 분산이 사업체간 분산보다 컸지만, 이
후에는 사업체간 분산이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임금 분산에서 사업체간 분산이 차지
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는 1997년 이후 임금격차의 확대가 사업
체간 임금격차의 확대에 기인하는 요인이 주되게 작용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를 들 수 있다. 이 두 변수 모두 한국 노동시장을 단절시키는 중요한 동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2007
년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업체간 분산이 확대되었다는 점에
서, 위의 분석 결과들은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 변수가 고용 형태 변수에 비해서 노
동시장을 분절화 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7> 임금분산의 사업체내(within)와 사업체간(between) 분산 분해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이중구조의 현황을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부문별 임금결정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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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의 차이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에
대한 내생적인 선택을 반영한 내생적교차회귀모형을 활용하여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어떻게 다르게 결정되는지 임금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에서 사업체별로 임금, 고용구조 등 고용 관련 정보와 수출액 비율, 재무지표 등 사
업체의 특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와 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대
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중소사업체에 비해 학력, 근속, 경력, 정규직 임금프리미엄 등
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단순
히 사업체 규모뿐만 아니라 생산성이나 지불능력, 원하청 관계 등 대-중소기업간
관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고
하기 바란다.

2. 부문간 노동이동
<그림 Ⅲ-8> 기업체 규모별 1년 후 노동이동*
(panel A)

(panel B)

주 : 대규모=종업원 300인 이상, 중소규모=종업원 1~299인.
* 예를 들어, X축의 2004년도의 수치는 2004년에 노동자가 2005년에 어떤 지위로
이동했는지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19차(2004-2016년)

한편,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었다면, 부문 간 노동이동이 제약된다. [그림 8]은 한
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문 간 노동이동 현황과 추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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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현재 시점의 임금노동자가 1년 이후에 어떤 규모나 고용 지위로 이동해 가
는지를 본 것이다. 추세로 볼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은 크게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의 panel B를 보면 1~299인 기업 노동자가 1년
후 300인 이상 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5%에서 2015~2016년
2.2%로 낮아졌으며 전반적으로 같은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같은 규모의 기업으
로 이동하는 경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중
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잠시 증가하였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즉, 1-299인 중소규
모 사업체 노동시장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노동시장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
다고 볼 수 있고 그 추세는 더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그리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시장의 구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9]는 이러한 추세를 연도별로 계산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림
9]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설문항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한 변수
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며, [그림 10]는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나머지를 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림 Ⅲ-9> 1년 후 고용지위의 변화

주 : 주관적 응답에 기초한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기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19차(2004-2016년)

설문에 대한 주관적 응답에 기초한 비정규직 정의 변수를 가지고 볼 경우, 비정규
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률은 2004년 15.6%에서 2015년 4.9%로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비정규직이 그대로 비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정규직이 정규직을 유지할 확률은
더 높아졌다. 이는 고용형태상의 비정규직 정의 변수에 따라서 볼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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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규모 변수와 비교해볼 경우, 1~299인 사업체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이동
하는 것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
문 간 단절의 관점에서 볼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규모와 고용형태별로 단절이 심하고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규모 간 단절은 더욱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10> 1년 후 고용지위의 변화

주 : 비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용역 기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19차(2004-2016년)

Ⅳ. 해외사례: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본 장에서는 해외 네 나라의 이중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정책대응이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본다. 스페인,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이들 나라
의 이중구조 정도가 상이하며,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중구조 정도 등에 따라 네 나라를 분류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스페인은 임시
직9)의

비중이 높고 상용직과의 임금격차도 일정 수준 존재하여 이중구조가 비교적

심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독일은 이중구조화 문제가 점차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높지만 상용직과 임금,
복지에서의 차별이 적어 이중구조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 OECD의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 개념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이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는 임시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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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조의 정도는 구체적으로 (i) 임시직・시간제 근로자 등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 (ii)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간 보수· 복지 등에
서의 격차 (iii) 상호이동성, 즉 2차 시장 근로자가 1차 시장으로 이동이 용이한 지
여부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임시직・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많을수록, 부문
간 격차가 클수록, 상호이동성이 낮을수록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간 보수, 복지 수준을 국별로 비교한 자료가 없어
대신 국별 임금 10분위 배율10)을 이용하여 임금 격차를 파악하였다. 상호이동성 역
시 자료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시직 근로자의 3년 후 상용직 전환 비율11)을 이용
하여 파악하였다.
스페인의 경우 이중구조가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희정, 2006;
김준, 2018). 취업자중 임시직의 비중이 2017년 26.7%에 달하여 OECD 평균(11.2%)
의 두 배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취업자의 13.8%로 OECD 평
균(16.5%) 보다는 낮지만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의 62%를 차지하
여 OECD 평균(16.4%)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이 17.2%(2017년)에 달하
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임금 격차도 임금 10분위 배율이
3.12에 이르는 등 격차가 일정수준 존재한다. 다만 동 배율은 OECD 평균(3.41)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이중구조 문제가 점차 제기되고 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5).
2017년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각각 12.9%와 22.2%로, OECD 평균 보
다 높은 수준이다. 임금 격차에 있어서는 2016년 임금 10분위 배율이 3.33으로
OECD 평균(3.41)보다는 약간 낮지만, 이는 일련의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하르츠 개혁이 시작된 2002년(3.04)에 비해서는 높아진 수치이다. 다만 상호이동성
측면에서 임시직 근로자의 3년후 상용직 전환비율이 60%에 달하는 등 이동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업률이 3.7%(2017년)로 매우 양호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까지 대두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1분위(하위 10%) 임금근로소득 대비 10분위(상위 10%) 임금근로소득 (OECD 자료)
11) 2008년 임시직 근로자 중 2011년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비중 (OECD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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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4개국의 이중구조 현황 및 노동시장 관련 지표 (2017년 기준)
스페인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OECD
평균

한국

이중구조 현황

이중구조 심함
(임시직 많고
격차도 있음)

이중구조 문제
일부 제기
(임금 격차 점차
확대)

이중구조 미미
(임금 격차 적음)

이중구조 미미
(임시직・시간제
많지만, 차별이
비교적 적고
자발적 선택)

-

-

임시직 근로자 비중1)
시간제 근로자 비중1)
(비자발적 시간제)2)

26.7%
13.8%
(62.0%)

12.9%
22.2%
(10.6%)

16.9%
13.8%
(24.7%)

21.8%
37.4%
(7.1%)

11.2%
16.5%
(16.4%)

20.6%
11.4%
(-)

임금 10분위
배율3)(‘16년)

3.12

3.33

2.28

3.02

3.41

4.50

임시직의 3년후
상용직 전환률4)

46%

60%

-

70%

-

22%

EPL 정규직 보호
엄격성5)(‘13년)
EPL 임시직 사용 규제
지수6)(‘13년)

2.36

2.84

2.52

2.94

2.29

2.17

3.17

1.75

1.17

1.17

2.08

2.54

실업률
고용률(15-64세)
노동이동률7)(‘14년)

17.2%
62.1%
33.9%

3.7%
75.2%
28.8%

6.7%
76.9%
42.1%

4.8%
75.8%
33.4%

5.8%
67.8%
-

3.7%
66.6%
61.7%

주: 1)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자료: OECD). OECD의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 개념은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고용 형태를 분류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OECD의 시간제(part-time) 근로자는 종일제(full-time) 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용이
한시적인 경우에는 임시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상용직(permanent employment)으로 분류됨.
2) 시간제 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게 된 근로자 비중(OECD 통계)
3) 1분위(하위 10%) 임금근로소득 대비 10분위(상위 10%) 임금근로소득의 배율로서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이며, 초과근무나 특별수당까지도 포함함.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2014년, 스웨덴은
2013년 기준(자료: OECD)
4) 2008년 임시직 근로자 중 2011년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비중 (자료: OECD,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2013)
5)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 중 임시직 근로자 개별적·집단적 해고의 엄격성(버전 3)
6)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 중 임시직 근로자 사용 규제 지수
7) 입직률+이직률. 입직률(이직률)은 일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직(이직)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자료: 각국 통계청, 김준(2015)에서 재인용)

스웨덴의 경우 이중구조 문제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장원, 전명숙, 조강윤,
2014).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가 일정 부문 존재하지만, 임금 격차에 있어 10분위
배율이 2.28로 매우 낮아 격차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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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경우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지만 이중구조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다 (정희정, 2007). 네덜란드는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각각 21.8% 및 37.4%로 OECD 평균(11.2% 및 16.5%)의 두 배 수준으로 많다. 그러
나 임시직 근로자의 3년후 상용직 전환률이 70%에 달하며, 대다수의 시간제 근로자
가 육아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경우에 속해 시간제 근로자
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
제 근로자 비중: 7.1%).
이러한 이중구조 정도는 각 나라의 상용직,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호제도 차이만으
로는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을 지수화한 OECD의 고용
보호법제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를 살펴보면, 이중구조 문
제가 심한 스페인의 경우 임시직 사용 규제 지수12)가 3.17로 OECD 평균(2.08)보다
훨씬 높다. 이는 스페인의 임시직 사용 요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까다로움을
의미한다. 이러한 엄격한 임시직 규제 제도 아래에서도 이중구조 문제는 스페인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희정, 200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6; 김준,
2018). 반대로,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기한부 근로, 파견 근로 등을 광범위하게 허용
하여 임시직 사용 규제 지수가 1.17로 낮지만 상용직과의 차별이 적어 이중구조 문
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 노동시장 개혁 사례
스페인은 비정규직 허용(1984년) 및 파견 근로 허용(1994년) 이후 임시직 근로자
가 급증하였다 (취업자중 임시직 근로자 비중: 1987년 15.6% → 2000년 32.2%). 이
에 대응하여 2001-2011년 중 정규직에 대한 고용부담을 낮추어 정규직 고용을 촉진
하고, 임시직에 대해서는 사용 요건 및 기간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
을 추진하였다(이재호, 정준우, 2015).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의 여파로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자(2012년 실업률 24.8%), 2012년에는 정부 주도로 전반적
으로 노동 유연성을 더욱 높이고 보조적으로 안정성도 높이는 노동 개혁을 단행하였
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6; 김준, 2018).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로는 사측이 근무
시간, 직무조정 등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고의 경제적 사유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년 기간제 노동계약도 도입하였다. 동시에 유연화 조치들로 인한 해
고 남발 등을 막기 위해 대량 해고시 세금 부과, 해고 전 사내 재배치 의무 등을 신
12) OECD의 ‘Regulation on temporary forms of employment’ 2013년 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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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여 안정성이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위에 논의된 개혁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단일고
용계약(Single open-ended contract)의 도입이 연구되고 있다. 단일고용계약이 도
입될 경우 정규직과 임시직의 구분이 사라지며 기본적으로 모든 고용계약의 기간은
무기한(open-ended)이 되며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퇴직급여가 고용기간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재의 정규
직과 같은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도록 하였다.13) 이 제도가 스페인의 이중구조 해결
을 위해 특히 주목 받는 이유는 기업들이 값싼 임시직의 생성과 해체를 통해 경기변
동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
이다(OECD, 2014; Dolado, Lale and Siassi, 2016).
두 개혁(2001-2011년 및 2012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이중구
조 해소 측면에서는 동 개혁 이후에도 임시직의 비중이 높은 수준에 머무는 등 미흡
했다는 평가가 많다(조돈문, 2015a; 김준, 2018). 그러나 경제성장이나 전반적인 고
용상황 측면에서는 두 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일련의 유연화 조치가 경제성장과 실업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2015년 EU 집행위원회 경제예측보고
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16)에서 재인용).
단일고용계약제도의 경우 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일고용계약의 전면 도입이 장기적으로 사회후생을 큰 폭
으로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Garcia-Perez and Victoria, 2014;
Dolado, Lale and Siassi, 2015). 특히 정규직의 유연성을 늘리는 2012년 개혁보다
단일고용계약의 도입이 사회후생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Garcia-Perez and Victoria, 2014). 하지만 반대로 고용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실제 임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 등이 증가하여 오히려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OECD, 2014).
독일은 2002년 실업률이 10%대로 높아지고 성장률이 0%대로 낮아지는 등 경제상
황이 악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였다(경제사회노동위
원회, 2015). 노동시장 개혁위원회인 하르츠 위원회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하르
츠 개혁(Hartz reform)으로 불리는 동 개혁은 2002년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이고,
13) 모든 고용계약이 단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
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직무에 대해 임금격차 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고용기간의 초반
에는 낮은 비용으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고용기간이 증가할수
록 해고 비용이 증가하여 현재 정규직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만 고용기간이 긴 경우에
도 비용만 지불하면 저성과자 등에 대한 해고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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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복지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되었으며 2003년부터 실행되었다.
인력파견회사를 통한 기간제 근로 활성화, 해고보호 적용대상 축소, 원스탑 고용서
비스 제공, 실업급여 축소 등이 실행되었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 실업이 감소하고, 실직자의 구직 노력이 증가하는 등 동 개혁
이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측면
에 있어서는 동 개혁으로 인해 파견근로자 및 저임금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이중구조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경제사회노동위원
회, 2015).
스웨덴은 1950-80년대 실시된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을 도입하
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수익성에
관계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추구하는 임금정책을 말하며 스웨덴에서는
1952년 중앙단체교섭과 함께 도입되었다(이장원, 전명숙, 조강윤, 2014).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저수익 기업에 고용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실현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스웨덴
의 경우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산업별 노동조합15)이 형성되어, 동일 산업에 근무하
는 노동자 전체에 대해 임금 및 노동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노동조합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연대임금정책이 가능했던 또 다른 배경으로는 샬
트셰바덴 협약16)(1938년)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
도 임금 격차가 축소될 경우 임금 안정으로 인플레이션 퇴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사회민주당 정부가 장기집권하면
서 연대임금정책을 지지한 것도 80년대까지 연대임금정책이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
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이장원 등, 2014).
연대임금정책은 일반적으로 스웨덴의 임금 불균형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Meider, 1993; 이장원 등(2014)에서 재인용). 다만 임금 지급 여
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비용 상승을 감내하지 못하고 도산 하는 등 중소기
업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 석유 수출 등을 통한 경제적 번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복
14)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은 사용자와 노동자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개혁으로 여타 국가의 위원회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15)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된
조합을 말한다. 단체교섭 권한이 단위사업장에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비해 산별노조에서는 기업
를 초월한 공동교섭이 가능하다.
16) 1938년 체결된 노사협약으로 노조는 사측의 경영권을 보장하며 사측은 고용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의 일부를 사회보장재원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협약이다.

또는
노동
단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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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도를 구축했으나 1970년대 들어 물가 급등과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극심한 경
기 침체와 함께 수출경쟁력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
해 네덜란드는 1980-2000년대까지 노·사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사회적 협약을 체
결하였다(김준, 2015). 1982년에는 노동계의 임금 양보, 사용자의 고용 유지 노력,
인턴십 및 시간제 근로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하였
으며 1993년에는 임금 인상 억제, 근로시간 축소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 내
용으로 하는 신노선(New Course) 협약을, 1995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을 함께 높이기 위한 유연안정성 협약17)을 체결하게 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5). 1996년에는 정부가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 금지법(WOA)을 시행하여 시간제
와 종일제 근로자간 임금, 보너스, 훈련, 휴가 등에서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였다.
1980-2000년대의 일련의 노동개혁을 통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모
델- 시간제, 파견직을 광범위하게 허용하여 유연성을 높이되, 종일제 근로자 등과
보수·복지에서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확보-을 성공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준, 2015). 전체 근로자의 1/3 이상이 시간제 근로자이지
만, 대부분이 근로자 스스로 일과 삶의 양립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
과에 따른 것이며, 종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적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의 직업 만족
도 및 주관적 안정감 수준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희정, 2007; 김준, 2015).
1995년 유연안정성 협약의 후속 법률에 대한 정부의 입법영향분석 결과도 동 법률
에 대해 노사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Hesselink, 2009).
네 나라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는 이중구조의 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
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이중구조 해결에 있어 일률적인 정답이 있는 것이 아
니며 그 사회의 노사협의 관행, 법률·제도 여건, 산업구조 등에 따라 적합한 대안
과 고용 성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임시
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연대임금,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통해 비슷한 처우수준을 보장함에 따라 이중구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근로 형태를 적절히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을 눈여겨 볼 만 하다.
둘째, 독일(2002년 이후 10여년)18), 네덜란드(1982-2000년대), 스웨덴(연대임
17) 동 협약의 결과로 1998.7.1일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률(파견사업을 허가제에서 자유화하는 대신 파견
근로자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 1999.1.1.일부로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법률(해고 예고기
간을 단축하는 대신 정리해고시 실업급여를 더 쉽게 받도록 개정)이 제정되었다(김준, 2015).
18) 독일 하르츠 개혁의 경우 개혁 법안 청사진은 2002에 마련되었으나 이후 1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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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책: 1950-80년) 모두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3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개혁
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노-사-정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연대임금 사례는 수익
성이 높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고, 저임금 노동자 위주로
임금이 인상되도록 노동자간에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네덜란드의 바세
나르 협약 역시 노동계의 임금 양보와 사측의 고용 유지 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이었다.
<표 Ⅳ-2> 해외사례연구: 노동개혁 사례 요약
스페인

독일

노동

정규직의 유연화

개혁

임시직 보호 강화

방향

(EU의 네가지 경로중 첫째)

[시기]

[1997~2012년]

유연성을 높이고
안정성은 낮춤

스웨덴

네덜란드

연대임금 정책

파견, 시간제 근로 등을

(solidaristic wage

적극 활용하되

policy)

정규직과의 차별은 금지

[1950-80년대]

[1982~2000년대]

[2002년 Hartz 개혁]

1900년대 초중반 저
임금 근로자 문제, 남

70년대 이후 네덜란드병

허용(’94) 이후 임시직 급증→

동서독 통일(‘90년)

녀 임금격차 문제를

만연(높은 실업률과 높

‘01~’11년 개혁 동인

이후 10%대의 높은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

은 사회복지 의존율, 낮

비정규직 허용(‘84), 파견근로
배경

실업률과

및
여건

금융위기(‘08년) 이후

고용사

정이 악화되고 노사갈등 지속→

은 고용률)

경기침체,

재정악화 극복을 위

임금격차 축소시 50

한 노동개혁 필요성

년대의

인플레이션

퇴치에 도움이 될 것

‘12년 노동시장 개혁 계기

높은 임금, 조세부담 등
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이라는 공감대 형성

노동
개혁
세부
내용

‘01-’11년: 이중구조 완화를

‘02년 하르츠 개혁:

연대임금정책은 동일

‘82 바세나르 협약* 이

위해 정규직 보호는 축소하고 임

임시직 고용활성화(인

노동 동일임금을 지

후 2000년대까지 수차

시직의 사용을 제한

력파견회사에

의한

향하며 ‘52년 중앙

례 사회 협약을 거침

[‘01년] 정규직 해고부담금 경

기간제 근로 확대),

단체교섭과 함께 도

(’93년 신노선(New Course)

감, 임시직 해고수당 신설

원스탑

고용서비스

입. 구체적으로는 산

협약, ‘95년 유연안정

[‘06년] 정규직 고용시 사회부

제공, 창업 활성화를

별노조가 사용자연맹

협약**)

담금 할인,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

위한 보조금 지급, 고

과

의무 부여, 원청업체의 하청 업체

령자

통해

수익성이 높은

* 노동계는 임금 양보, 사

근로자 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급

50% 보조, 고용보호

기업의 지나친 임금

용자는 고용을 유지, 인턴

보증의무 신설

완화(신규채용자 해고

인상을 억제하고, 저

십 및 파트타임 프로그램

‘12년: 내부 유연성 제고(근무

보호대상 축소, 수습

임금근로자의

을 도입하여 실업 해소에

시간‧직무조정 원활화), 해고의 경

기간

수준을 높이는 방향

제적 사유범위 확대, 대량해고시

년), 실업급여축소(최

으로

정부 승인의무 폐지, 물가연동제

장수급기간을 18월로

중 지속 추진됨

폐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도입,

축소, 실업급여 수급

자유화하는 대신 파견근

기업협약에 대한 우선권 부여;

요건으로

로자에 대해 동일노동, 동

시행되었다(김준, 2015).

채용시

임금

확대(반년→2

구직노력

중앙단체교섭을

임금

협력

1950-80년대
** 근로자 파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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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안정장치도입(대량해고

의무화)

일임금 원칙 적용. 해고

시 세금부과, 해고전 사내재배치

예고기간을 단축하되 대

의무 신설, 기간제 2년 상한 재도

신 정리해고 시 실업급여

입), 사내 직업훈련 유인 강화 등

를 더 쉽게 받게 함
‘96년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 금지 법(WOA) 시행
(시간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보너스, 부가급여,
훈련, 휴가 등에서 차별
을 두지 못함)
실업 감소 등 긍정 평

전반적인 고용성과가 좋지 않고,
이중구조 해소에는 미흡했다는 평

평가

가와 일련의 유연화 조치가 성장
에 도움됐다는 평가 공존

가가 많음
다만 파견직, 저임금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
를 초래했다는 비판
있음

이중구조에 대응하여 정규직 유
연화 및 임시직 사용 제한을 추
시사점

진했으나 성과는 불확실 → 이중
구조 해결이 쉬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기업규모간, 성별 격
차 해소에 도움을 주
었다는 평
그러나 임금 지급여
력이 낮은 중소기업
에 어려움 초래했다

실업 감소, 고용 증가, 국
가경쟁력 제고 등에 도움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립

는 비판도 존재

노동수요자인 기업의

노조가 특정계층을 대

고용 유인을 제고

변하기보다 저임금근
로자를 우선 배려

산업구조상 고부가가
치 산업의 고숙련직

특정 개혁에 의해서가

확보 유인이 있어 임

아니라 30년간의 노사

시직이 늘어나긴 했으

협의를 통해 연대임금

나 급증하지는 않음

이 실행됨

오랜 사회적 협의의 전통
과 사회적 대화기구가(노
동재단, 경제사회협의회)
크게 기여
시간제를 활용,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

립을 추구하되, 차별을 금
지하여 이중화를 최소화

자료: 정희정, 2006; 김준, 2018; 이재호, 정준우, 20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5; 이장원, 전명숙, 조강윤, 2014; 정희정, 2007

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응하는 정책 과제
1. 기본 방향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는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제도와 경제주체
들의 전략적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1987년 이후 노동시장을 규율하
는 제도와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대기업-정규직 영역으로
한정되었고, 생산물시장에서는 대기업 독점의 심화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이윤
율, 지불능력의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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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간 보완성을 고려하여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타협에 기초한 포괄적이고 패키지 형
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패키지형 개혁의 예가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로 생산물시장
과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적 보호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
전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앞의 해외 사례에서 검토한 대로 유연안전성 모델은 개별
국가가 처한 조건과 환경, 경로의존성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
다.
시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1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2차 노동시
장까지 포괄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완
화하는 데 요구되는 필요조건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유연안전성 모델을 성
공시키기에는 조건과 환경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규모별 임금격차와 연공형 임
금체계 등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고용불안 심리와 취약한 사회보장 시스템 하에서 유연화 전략은 성공하기가 어
렵다. 단기간에 사회적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하에서 유연안전성
모델은 유연성 모델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전병유, 2017). 1차 노동시
장의 고용보호를 줄여 2차노동시장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유연화 전략은 1
차 노동시장의 해고규제완화가 청년고용을 확대시켜 1차 노동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2015년 노동개혁19)에서 보듯이 유연화 전략은
노사 간의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연안전성 모델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 개혁의 누적을 통
한 단계적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20).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안전성을 먼저 높여
사회적 타협의 가능성을 높인 후에 유연성을 높이자는 안전유연성의 개념을 사용하
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주도의 노동시장 제도 개혁(최저임금, 기본권 보장
등)과 사회안전망 강화(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장려세제 등 확대)를 통해 취
약계층의 처우를 개선하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1차 노동시장의 대기업
과 고임금노동에 대한 대응 없이 2차 노동시장을 개선하려는 전략은 중소기업의 부
담 증가와 고용 감소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1차 노동시장
19) 2015년 정부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과보호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으로 보고 해고 규제 완화와 취
업규칙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20) 다만,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접근은 해당 부분 근로자들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Blanchard and Giavazzi, 2003). 정치적, 사회적 역량이 가능한 한 개혁의 폭은 넓힐 수 있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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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확장하는 전략도 있으나 이 전략도 민간 대기업들의 대규모 고용 창출로 이
어지지 않는 이상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한편, 1차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량적 유연성만 고려할 것이 아
니라 임금과 작업방식을 유연화 하는 기능적 유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가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기업 수준을 넘어서는 상급단체 수준
에서의 임금 결정 방식도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시장에서의 독
점력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제도 실험들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
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생산물시장의 이중구조화의 영향을 받는다. 노동
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의 문제이면서 생산물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의 문
제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의 개혁은 생산물시장의 개혁과 동시에 추진될 경우 효과적
일 수 있다21). 따라서 생산물시장에서의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정착
시키고, 부문 간 교섭력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의 전제 조건
일 수 있다.
둘째,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기업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을 가지
고 있는 1차 노동시장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앞 절에서도 검토하였
듯이,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 확대는 기업 간 격차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
라서 기업 수준을 넘어서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 임금이 결정되는 상급단체 임금결정
시스템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 상급단체 임금결정의 실험들로는 산별교
섭,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개별임금방식, 임금 공개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1차 노
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
리 나누기 등 일터혁신의 실험들도 고려할만 하다.
셋째, 우리나라 2차 노동시장에는 방대한 저임금노동이 존재한다. 이들은 1차 노
동시장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물론 대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소규모의 서비스 부문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경로의 가장 아래 부분에 이들이
위치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들이 1차 내부노동시장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영세사업체 소속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
로조건 하에서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21)“노동시장의 개혁은 생산물 시장의 경쟁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제약요
인을 제거하는 것은 일자리의 안전성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Nickell, 1999; Boeri and Garibald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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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이나 대부분 영세기업 소속 노
동자인 경우가 많고 자영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범주와 구분하기도 어려운 노동계
층이다. 따라서 영세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규를 제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규제의 수용성(compliance) 문제이다. 생산물시장
에서의 가장 취약한 부문에서 노동시장의 최하층을 구성하고 있는 저임금노동-근로
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경우,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기준 적용 확대 등과 같은 시장
규제정책과 고용보조금이나 실업부조 등 사회적 보호 정책의 적절한 매칭과 결합이
중요하다.

2. 생산물시장에서의 이중구조 완화
우리나라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불능력의 격
차에서 유발되는 부분이 크다. 지불능력의 격차는 기계, 인력, R&D의 차이에 기인하
는 노동생산성의 격차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이윤율 격차에도 기인한다.22) 시장경제
에서 이익률 격차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
다는 의미이다. 대기업들의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의
낮은 이익률-낮은 투자율-낮은 노동생산성-낮은 임금-낮은 인력의 질로 연결되
는 악순환을 구조화하고 있다(전병유, 2016b).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의 대표적 형태는 원하청 관계이다. 장우현·양
용현·우석진(2013, 2014)의 분석에 따르면, 원하청기업간 임금 수준을 보면, 2012
년 조사 시점 현재 원도급업체 3,900만원, 하도급 업체 2,800만원, 대기업의 하도
급을 받지 않는 비하도급 업체 2,250만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며,
대기업 연봉이 100만원 높아질 때, 하도급업체 연봉은 6,700원 오르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또한, 원도급 영업이익이 늘어날 때 하도급 영업이익은 감소하지만, 원
도급 영업이익이 줄어들 때 하도급 영업이익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근로자가 하도급사업체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
한 정책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사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
고 잔존율만 높이거나(장우현 외, 2013), 중소기업 지원의 이익이 대기업으로 귀착
22)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0% 수준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40-70% 수준에 비해 크
게 낮고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은 경기 상황에 따라 평균 5% 전후의 영업이
익률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3.1-3.3%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데 그치고 있다(전병유,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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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생산물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간 거래가 실질적으로
공정한 시장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
업들의 교섭력을 높여주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의 외부성으로 인해 조직을 내부화하기보다 네트워크화 하
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대-중소기업간 협력의 네트워크는 기업경쟁력의 주
요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협력 주체 사이의 지나친 격차는 부(-)의 네트워크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교섭력 우위를 가진 측이 네트워크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거
나 편익을 독점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도급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
하여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정책을 강화하는 등 대기업의 독점력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전병
유·정준호, 2015).
그동안 공정거래를 강화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과 법률, 정책들이 제안되고 시행되
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는 원하청관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고 주요 쟁
점은 원청의 주기적인 납품단가 인하 관행이었다. 대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시장에도 전가하기도 하지만 원하청제도를 비용을 전가하는 터널로 활용하
기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1년에 납품단가협상의무제와 납품단가연동제도, 그
리고 부당대금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에 대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조정권과 분쟁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경우에도,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이
러한 제도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막대한 감정 비용과 미
흡한 배상 비용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징벌적 손해배상대상을 더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창구를 확대할 것, 중소기업 보복행위로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1년간 공공분
야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할 것,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에
서 원자재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노무비 단가 인상 시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하청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지지 않도록 할 것, 협동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며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할 것, 공공발주
공사 대상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할 것,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신용등급하향조정, 대출금리불이익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것,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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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맹점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 등 제도의 보완과 실효성 제고를 요
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현재
까지 유지해온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하여 검찰에
도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합의하기도 하였다23).
다만 이러한 제도 보완만으로는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에는 여
전히 한계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은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기초적인 규칙과 제도이지만, 사후적
규율의 성격이 강하고 규칙과 제도 실행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종
속적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
맞지 않아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 기반의 강화라는 시장친화적인
규칙과 제도는 경제의 이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까지 보장
해주지는 않는다. 충분조건은 중소기업들이 수평적인 협력과 공동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중소
기업·소상공인 상호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다.”(전병유 외, 2017).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교섭력을 강화하는 제도
적 보완이 필요하다. 업종별 조합을 플랫폼으로 하는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활성
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조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
적 피해나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공동
행위 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 공정거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이라
면 공정위 인가를 받으면 허용하게 되어 있으나 1987년 이후 단 한 건도 인가가 없
다. 독일, 일본과 같이 인가제도를 면허제도로 바꾸고 공동납품교섭, 공동브랜드,
공동사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
기업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조직화 되어 대기업과 집단교섭 할 수 있도록 중소
기업과 자영업 단체들의 단결권, 교섭권, 협약체결 요구권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
고 보장하는 입법과 지원 행정이 필요하다(전병유 외, 2017).
한편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청 단가에만 집중하는 것에는 한
23) 2018년 9월 현재 국회 법률안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전속고발권이 없어지는 4개 분야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이다. 그 외 시
장지위 남용 같은 사건에선 지금처럼 유지가 되니, ‘부분 폐지’인 셈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유통3
법(대규모유통·가맹사업·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의 전속고발권, 하도급법의 기술탈취 관련 전속고발권
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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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성재(2018)는 원하청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하청기
업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단가 관련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격
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단가인하 방식이 날로 교묘해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기지의 확대 등으로 단가인하가 간접적, 우회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외부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당사자들은 거래 중단이 두려워 이를 드
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가를 조정해서 임금을 높이는 전략보
다는 임금을 중심에 두고 단가를 (상향) 조정해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이랜드리테일의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대기업이 하청중소
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문서로 보장해주는 방법)이나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
노조, 사무금융노조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사내근로
복지지금을 기업 내 정규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기금 형태로 활용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하청 단가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분리해서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인건비 산정을 위한 기준도 상급단체 수
준에서 산별 차원의 직무급 기반 임금표준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이나 원하청 상생모형 등을 통해서 공정한 인건비 거래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노용진, 2018, 임금격차해소TF 발표자료).

3.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이중구조의 완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그 규모는 2016년 현재 약 46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약 2천만 명의 22.5%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전병유,
2018). 이들과 여타 부분과의 단절과 격차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1차 노동시장은 고용안정과 정년보장, 내부 승진, 연공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노동시장으로 되어 있다. 내부노동시장은 기업특수적 숙련형성
메커니즘과 결합하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기술과 시장이 급속히 변화
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특수적 숙련의 상대적 중요성을 줄어들고 있고, 1차 노동시장
과 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와 단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고 규제 완화와 같은 수량적 유연성 전략을 적용
하기에는, 노사갈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작
업방식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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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필요가 있다.
1차 노동시장의 내부노동시장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기업별로 결정된다.
기업 간 임금격차의 확대는 임금이 기업 수준에서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기인하는 바
가 크다. 따라서 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기업의 범위를 넘어
서 책정되도록 하는 상급단체 수준의 임금결정 방식이 적용되는 영역을 확장하는 방
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상급단체에서 임금률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별교섭과 단체협약 적용확대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조합원 중의 절반 이상이 산별노조에 속해 있
다. 그러나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은 여전히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별노조를
통한 노조 조직률 제고와 산업 내 근로조건의 상향평준화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흥준, 2017). 이철승(2016)과 정이환·이주호(2017)도 지난 20여 년간 산별노조
운동이 기업 수준을 넘어선 임금의 평준화를 달성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분
석평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에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가 있다. 근로자의 과반
이 넘는 노동조합일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35조) 조합원이 해당 지역 동종업종 근로자의 75% 이상일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로도 확장적용할 수 있다(노조법 제36조).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단체협약 효력 확장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협
약적용률은 노조조직률과 유사하게 10% 수준인 반면 우리와 유사한 노조조직률을
가진 프랑스의 경우 협약적용률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 따라서 기업 간 임금격차
를 완화하기 위해 산별노조를 통한 임금단체협상을 사회적으로도 확대하고 단체교
섭효력확장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상급단체 수준에서의 임금 결정과 산업별-직종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적용확대
를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개별
임금방식’과 유사하게 상급단체 임금기준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우선 초임에만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민
간부문과의 균형을 전제로, 공공부문에 폭넓게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설정해 보는 것
이다”(정이환, 2018).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임금인상 요구 방식에서 전
체 종업원의 임금수준을 올리는 평균 방식에서 벗어나 연령과 근속연수 등 일정한
포인트를 정하고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폭이나 절대금액 수준을
정하는 개별임금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일본 노총인 렌고는 개별임금
방식에 대해 “첫째 특정조건 노동자의 임금 수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방식,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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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틀을 넘어 임금수준의 사회적 횡단화를 추구하는 방식 셋째, 기업의 총 인건
비 인상액이 첫째와 둘째 요소들의 누적 결과로 산출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개별임
금인상은 산업 내의 임금격차의 시정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고 현재 일본의 임
금인상 요구 방식은 평균 임금인상방식보다 개별임금인상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荻野登, 2005).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해서 개별임금방식을 모색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를 연공형임금체계에서 직무형임금체계로 전환시키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
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임금체계는 호봉제에 기초한 연공급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내부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직무나 직능,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직무형 임금체계
는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직무형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임금과 관련한 복잡
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단순히 형식적 임금체계만을
변경한다고 해서 직무형 임금체계가 정착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성과형 임금체계인 연봉제가 관리사무직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었지만, 임금
항목만 연봉으로 통합하여 지급하는 무늬만 연봉제나 호봉제와 연봉제를 동시에 적
용하는 경우 등이 많고, 실제로 근속에 따른 임금 보상은 완화되지 않았으며(전병
유, 2017), 연봉제는 연공급 패러다임 내에서의 변화로 평가된다(정이환, 2013). 직
무형임금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무급을 넘어서서 직무중심 인사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며 직무급의 성공 여부는 직무급 체계 자체 보다는 인사관리시스템이 얼마나
직무중심으로 전환되는가에 달려있다(박우성, 2017).
한편, 기업 간 임금을 공개하고 비교하는 임금공시제를 통해 기업간 임금격차를
공개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임
금공시제는 기업 간 평균임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무)별, 숙련별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격차의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배규식, 2017). 독일의 경우 2017년
임금공개법을 제정하여 남녀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임금공개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임금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임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권혁, 2018). 우리나
라의 경우 지금 고용형태공시제를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www.alio.go.kr/home.do)
등을 통해서 평균임금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좀 더 확장하면 대-중소기업간 임
금 격차의 현황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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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노동시장의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하층 임금과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2-3%대로 자체의 교섭력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노동시장
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거나 국가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적
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특징이 규모에 따
른 단절과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하층의 경우,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도
대단히 영세하고 열악하다. 따라서 노동시장 규제와 사회안전망의 적절한 균형을 모
색해야 한다.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OECD 기준 저임금노동의 기준인
중위 시간당임금의 2/3는 약 7,675원이고 이 이하의 임금을 받는 계층의 비중은
21.5%, 426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24). 426만 명의 저임금노동자의 38%가 1-4인
업체, 24%가 5-9인 업체에 속해있다.
영세사업체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
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들이 여전히 1-4인 업체에는 예
외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이나 퇴직금 지급 등은 적용되지만, 시간외근무 임금 할증
이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1-4인 업체에 대한 근
로기준법 예외 사항이 많은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근로기준법
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영세사업장일지라도 공정한 고용 계약과 근로조건을 보장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1-4인 영세사업체의 노동
자가 2017년 현재 약 356만 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17.9%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이다. 영세사업체에 대한 노동시장 규제는 영세사업체 및 자영업자의 영업기
반과 소득보장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으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금노동에 기초한 사회보험 방식에 기초한 사회적 안전망 체계 하에서는 노동시
장의 이중구조가 바로 사회적 보호의 이중구조로 이어진다. [표 1]에서 볼 때,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비중은, 300인 이상 대규모사
24)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조사대상이 전체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는(영세사업체나 사업체
외소속노동자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임금조사가 많아서 정확하게 임금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임금정보가 불완전하지만 조사대상이 가장 포괄적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7
년 자료를 가지고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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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규모, 고용형태, 종사상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퇴직금, 상여금 수혜율 (%)
3대보험
전체
69

국민연금
75

건강보험
99

고용보험
73

1-4인

34

48

98

39

전체

사업체
규모

퇴직금

상여금

73

71

38

45

5-9인

58

67

98

63

62

61

10-29인

70

76

99

77

76

71

30-99인

82

86

99

86

86

81

100-299인

89

92

99

93

93

88

300인 이상

95

96

100

96

96

92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84
37
52
18

89
49
59
28

99
97
98
96

87
45
62
23

88
42
59
19

86
39
52
21

비정형

22

42

97

30

31

30

상용

92

94

100

96

99

93

임시

25

41

97

32

22

31

일용

2

22

94

6

1

5

고용
형태

종사상
지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업체의 경우 95%에 달하지만, 1-4인 업체의 경우 34%에 불과하며, 정규직의 경우
84%이지만, 비정규직은 37%에 불과하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2%에 불과하다.
물론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많은 정책적 노력이 기울어
졌다. 실업급여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세제 등 빈곤층과 실직자를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으며, 사회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인 두루누리사업(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험 강화
전략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루누리사업의 경우에도 비용 대비 효과성
문제와 사중손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 감시 감독 역량 확대는 제한적이었
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상용직 전일제 중심의 사회보험 패러다임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행정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소득과 조세 기반의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
려할 필요도 있다. 기여 기반의 사회보험 시스템을 일반 원리로 유지하면서도 보편
적인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소득에 기반한 ‘사회보험료’로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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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과 정부의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간 총소득 기준
으로 사회보험료를 계산하고 사회보험 적용과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저임금노동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으로 일반회계 재정 투입을 통해 사
회보험료를 환급해줄 수 있을 것이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보험료
를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하에서 1차에 속하든 2차에 속
하든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에는 많은 사회적 비용과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Ⅵ. 맺음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대-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
차와 이동성의 단절이 심화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를 안고 있다. 앞서 논
의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물 시장에서의 이중경제화, 즉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독점적 시장 구조
에도 기인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
에 그치지 않고, 보다 혁신적인 생산시스템과 보편적인 복지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현황, 원인, 그리고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이에 기초한 정책 대안 개발은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현황
과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
시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중구조
화 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 사전적으로 규모와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중구조화 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와 이동의 단절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 검토에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90년
대 초반 인력부족 시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일시적 기간을 제외하면 대-중
소기업간 임금격차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아니라 기업체 규모로 볼 경우에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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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임금격차는 2000년 이전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이를 보
면 2007년 기간제 사용 제한과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포함한 비정규직법이 통과되
기 이전까지 격차가 확대되다가 그 이후에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뚜렷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문 간 단절이 심화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1년 내 이동하는
비율은 2015-2016년간 3%가 채 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
는 비율도 주관적 응답에 기초한 비정규직 변수로 볼 경우 4.9%, 고용형태상 비정규
직 변수로 볼 경우에는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0년대 이후
줄곧 하락해왔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지속적으로 심화한 것으로 판
단되며, 특히 사업체 규모 간 단절화의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유연안전성(flexicurity model)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규제를 완화하여 유연성
을 높이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이다. 유연안전성
모델은 개별 국가가 처한 환경과 조건, 경로의존성, 경제 주체들의 행위 양식에 크
게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규제 완화와
같은 수량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과 사회적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임금과 직무 체계의 개선과 같은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면서 노동시장 하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산물시장에서의 독점의 완화와 공정한 거래 규칙을 확
보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생산물시장에서의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정착시키는 제도들
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문 간 경제 주체들의 교섭력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과 공동하청단가 교섭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1차 노동시장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수준을 넘어서 산업
이나 업종 수준에 임금이 결정되는 상급단체 임금결정시스템의 다양한 실험들(산별
교섭,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개별임금방식, 임금 공개 등)을 시도해 보는 방안을 생
각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하층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방대한 저임금노동계층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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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부작용을 보완해 가면서 최저
임금인상과 근로기준 적용과 같은 노동시장의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
대 축소와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들이 대부분 영세기업이나 자영업 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시장
규제와 최저임금과 같은 가격 정책의 구조조정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규
제 정책과 보호 정책, 가격 정책과 소득 지원 정책의 적절한 매칭, 보완, 결합을 통
해 더 넓은 범위에서의 노동시장 하층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타협 역량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사회안전망의 확충의 대타협은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이다. 임금-직무 체계의 개선
과 지역-업종 수준에서의 합의와 같은 사회적 타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실
험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규칙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이 분절화하고 이중구조
화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노동시장의 상층 부문으로 경제적 성과가 집중될수록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적 갈등 비용과 복지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노동이동을 통한 경제 산업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
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이상 외
면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실험과
제도 설계에 대해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 능력의 제고를 위해 노
력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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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업 규모별 임금결정 메커니즘의 차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서 임금결정 메커니즘이
차이가 있음를 의미한다. 기업 규모별로 임금방정식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보았다. [부록 표 2]은 개인의 선택을 고려한 내생적 교체회귀모형 (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방정식을 추정한 것이다.
내생적 교체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지위가 내
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노동자가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
시장의 지위 선택이 임의로(randomly) 이루진다면 OLS(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e) 추정도 편의를 가지지 않지만, 관찰되지 않는 특성에 따라서 1차 노동시
장과 2차 노동시장의 지위가 결정된다면, 이를 고려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1차 노동
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지위를 사전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방법이 범주미정교체회귀
모형이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25).
범주미정교체회귀 모형은 1차노동시장 임금함수 식(1) 및 2차노동시장 임금함수
식(2)와 각 노동자가 1차노동시장에 속하는 경향을 결정하는 교체방정식 식(3) 등 3
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체계를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ln     

(1)

ln     

(2)

    

(3)

  는 각 노동자의 임금,   와   는 설명변수의 벡타,   ,   ,  는 모수들의 벡
타,   ,   ,   는 정규분포를 가지는 오차항,   는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경향을 나
타내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다. 식(1)은 만약 개인이 1차 노동시장에 속할 경
우에 그 사람의 임금함수이며, 식(2)는 만약 개인이 2차 노동시장에 속할 경우의 임
금함수이고, 식(3)은 교체방정식이다.   는 관측되지 않지만, 만약    일 경우
개인의 임금은 식(1)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식(2)에 의해서 결정
된다. 즉 다음의 식(4)는 개인이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필요조건인 동시에 충분조
건이다.
25)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은 전병유·이인재(2006)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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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식(5)와 같이 계산된다.

                           ≤               

(5)

  는 오차   , ε 의 밀도함수(density function)이다. 만약 ε , ε , ε 가 정
규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대수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식(6)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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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는 각각 정규밀도함수(normal density function)와 누적 정규분포함수
(norm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표시한다.   는   와   의 공분산
(covariance)이며,   는 정상화(normalization)하여 1로 두었다.
                  에

대한

최대우도추정값(maximum

likelihood

estimates)은 표준적인 탐색알고리즘(search algorithm)에 의하여 구해질 수 있다.
만약   가   와 같고,   가   와 같다면, 식(6)의 우도함수는 표준정규분포함
수(standard normal density function)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OLS의 대수우도
값(log-likelihood values)과 식(6)의 대수우도값을 비교하는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하여 이중노동시장의 검정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별로 임금결정방정식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범주를 정하지
않는 방법보다는 범주를 대규모사업체와 중소규모사업체로 사전적으로 구분하는 내
생적 교체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교체방정식 (3)의   는 관찰불가능한 잠
재 변수가 아니라 대규모사업체에 속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인 변수이다.
사용된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5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다. 규모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결정하는 선택방정식은 대규모사업체 더미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에는 성, 연령, 학력, 경력 등 개인 특성을 포함시켰다. 분
석결과를 보면, 대규모 사업체 임금방정식과 부문선택방정식의 상관관계(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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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9로 중소규모사업체임금방정식과 부문선택방정식의 상관관계( ) 0.213과 유
의하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노동자들의 특성
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사업체를 1차 노동시장, 중소규모 사업체를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할 때, 둘
사이의 임금방정식의 구조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2]를 보면 가
장 기초적인 인적자본변수인 학력의 경우, 대졸더미변수에 대한 프리미엄이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1.660인 반면, 중소사업체의 경우 0.433에 불과하다. 또한, 근속이나
경력 변수의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은 대규모 사업체가 중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대기업의 경우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경우,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임금프
리미엄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의 임금프리미엄
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그리 크지 않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중소기업
에서 노동조합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확
인되고 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임금결정메커니즘의 차이를 확인하였지만, 사업체 규모 변수
는 사업체의 규모 특성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특성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임금방
정식을 추정해 보았다.
그런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는 사업체의 다양한 특성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
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자료는 사업체 특성에 관한 풍부한 정보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조사이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의 임
금 수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고용형태별근로실
태조사 자료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해보기로 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자료에서 기
업체 특성 변수들을 가져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연계하는 것이다. 사업체 ID
와 명단이 있으면 정확하게 연계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산업
과 규모 변수를 활용하여 결합하였다. 규모 4가지 범주(5~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와 산업 대분류 13개 범주의 교집합으로 집단셀을 만들고
이것을 기준으로 결합하였다. 사업체패널에서 이 집단셀별로 위탁업체비율, 수탁업
체비율, 매출에서 해외부문 비중(수출), 1인당부가가치, 1인당이윤 등의 평균값을 구
하여 결합하였다. 이에 관한 기초통계는 [부록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렇게 결합한 자료를 가지고 임금방정식을 다시 추정하였다([부록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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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_1은 주요 인적자본변수에, 산업과 직종 특성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델이고,
Model_2는 여기에 하도급과 수출 관련 변수를 추가한 것이고, 결측값이 일부 존재
하는 재무정보를 포함한 모델이 Model_3이다.
Model_1에서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변수의 회귀값은 Model_1에서 0.322인데,
Model_2에서도 0.343으로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으며 Model_3에서도 0.347로 나타
나고 있다.([부록 표 3])
남기곤(1997)도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
사』 1993~1995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모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은 대부
분 인적속성에 의해서 설명되고 지역이나 산업 등 기업체특성의 설명력은 낮은 것으
로 분석하였다. 기업체특성을 추가할 때에도 규모변수의 회귀값이 크게 변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Model_2나 Model_3에서 추가한 기업체의 특성 변수와 관련된 변수들이 임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업체비중과 수탁업체비중이 각각 임
금 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기업, 1인당부가가치, 1인
당이윤율 등이 모두 유의하게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이 위탁중심기업인
지, 수탁중심기업인지, 수출기업인지,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윤율이 얼마나 높
은지 등이 모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대-중소기업간 생산성격차뿐만 아니라 이윤율 격차에 의해서도 설명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를 분석할 경우, 단순히 사업체 규
모 변수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특성 변수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단순히 종업원 규모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나 지불능력, 대-중소기업간 관계 등에 기인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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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1> 기초통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패널의 결합 자료, 2015년)
mean

sd

min

성별

0.624

0.484

0

max
1

로그(임금총액)

7.807

0.717

2.484907

12.12562

연령

40.851

11.956

14

93

연령제곱

1811.731

1036.739

196

8649

대학원졸

0.082

0.275

0

1

대졸

0.344

0.475

0

1

초대졸

0.162

0.369

0

1

고졸

0.361

0.480

0

1

경력 10년 이상

0.321

0.467

0

1

경력 5-10년

0.170

0.375

0

1

경력 1-5년

0.335

0.472

0

1

근속

6.963

7.650

0.5

61.75

근속제곱

107.0

211.6

0.25

3813.063

비정규직

0.273

0.445

0

1

노동조합가입

0.188

0.390

0

1

제조업

0.238

0.426

0

1

전기가스

0.253

0.435

0

1

건설업

0.007

0.086

0

1

유통서비스

0.208

0.406

0

1

사업서비스

0.224

0.417

0

1

사회서비스

0.176

0.381

0

1

관리전문직

0.291

0.454

0

1

사무직

0.257

0.437

0

1

판매서비스

0.112

0.316

0

1

생산직

0.229

0.420

0

1

1인당부가가치

75.04

136.9

-39.9183

1021.251

1인당이윤

12.95

32.05

-11.5446

190.2272

30-300인

0.356

0.479

0

1

300인 이상

0.425

0.494

0

1

위탁업체비율

0.190

0.188

0

1

수탁업체비율

0.123

0.156

0

1

수출비중

0.058

0.087

0

0.2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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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2> 임금방정식 추정 결과
OLS

300인 이하

300인 이상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성

0.184***

0.008

0.196***

0.010

0.504***

0.042

0.104***

0.023

연령

0.030***

0.002

0.039***

0.002

0.010

0.011

-0.024***

0.007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중졸

0.040**

0.017

0.040**

0.020

-0.183

0.111

-0.187***

0.057

고졸

0.160***

0.020

0.152***

0.024

0.203*

0.122

-0.104

0.064

초대졸

0.294***

0.020

0.268***

0.023

0.543***

0.119

0.005

0.060

대졸

0.377***

0.023

0.433***

0.030

1.660***

0.141

0.857***

0.065

근속

0.039***

0.002

0.028***

0.002

0.041***

0.008

근속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경력 1-5년

0.139***

0.011

0.110***

0.013

0.136***

0.052

-0.181***

0.029

경력 5-10년

0.177***

0.014

0.161***

0.018

0.290***

0.076

0.020

0.038

경력 10년 이상

0.200***

0.016

0.232***

0.018

0.665***

0.088

0.214***

0.034

비정규직

-0.239***

0.009

-0.240***

0.011

-0.563***

0.060

노동조합 가입

0.061***

0.010

0.025*

0.014

-0.062**

0.031

생산직

0.036***

0.014

0.037**

0.016

-0.046

0.039

상수항


6.471***

0.045

6.328***

0.055

5.299***

0.264

0.416***

0.139


note: .01 - ***; .05 - **; .1 - *;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형태별임금실태조사, 2015년

Switching

0.213
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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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3> 임금방정식 추정 결과 (임금총액 기준)
Model_1

Model_2

Model_3

coef

se

coef

se

coef

se

성

0.185***

0.001

0.182***

0.001

0.179***

0.001

연령

0.037***

0.000

0.038***

0.000

0.045***

0.000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중졸

0.039***

0.003

0.046***

0.003

0.050***

0.003

고졸

0.174***

0.003

0.183***

0.003

0.186***

0.003

초대졸

0.318***

0.003

0.328***

0.003

0.341***

0.003

대졸

0.397***

0.003

0.408***

0.004

0.510***

0.004

근속

0.029***

0.000

0.029***

0.000

0.028***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경력 1-5년

0.169***

0.002

0.169***

0.002

0.158***

0.002

경력 5-10년

0.219***

0.002

0.218***

0.002

0.203***

0.002

경력 10년 이상

0.286***

0.002

0.287***

0.002

0.265***

0.003

비정규직 여부

-0.328***

0.001

-0.331***

0.001

-0.277***

0.002

노동조합가입여부

-0.045***

0.002

-0.049***

0.002

-0.054***

0.002

30-300인

0.100***

0.001

0.162***

0.0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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