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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 K사의 기업구성원을 대

상으로 Q 방법론을 통한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후 인식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Q 샘플 문항에 대한

프레임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해도, 임금피크제 운영의 상대적

중요성과 개선방향, 임금피크제로 인한 영향으로 구성되었다. 각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다를 것이며, 임금피크제

에 대한 다양한 생각에 따라 상이한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기업과 정부에

대하여 개선점에 대한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Q

샘플의 틀을 갖추었다. Q 샘플 문항 내용은 선행연구와 언론기사

및 기업 구성원들의 사전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P 샘플로는

연령, 직급, 직군,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의 인식에 대

한 다양한 특징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경제

적 지원 중시형, 제도 개선으로 지속 선호형, 냉담적 반발형 등 총

3개의 인식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 1은 ‘경제적 지원 중시형’으로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형태의 시

행을 원한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보상받기 위해 기

업 내에서는 출장비, 해외근무여비 등의 다양한 여비 제공을 요구

하고 있다. 유형 2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

금피크제를 지속하길 선호하는 유형이다. 본 유형은 임금피크제가

가지는 의의를 충분히 알고 있고,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가 발생했지만 개혁 과정상의 부산물이 발생함을 인정하며 다

양한 개선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유형이

다. 유형 3은 현재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유형이다. 직급간 삭감폭이 커질수록 박탈감 같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 냉소적인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정

서들이 조직 내부에서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반발감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먼저, 인식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임금피

크제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언론에 소

개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사는 주로 반대되는 입장이 많으나,

실제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하길 선호하는 유형 등 다양한 유형

들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의 대상 집단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인식 유형 이

임금피크제의 영향과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는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기업

의 임금피크제도의 효율적인 실행에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식유형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들이 각각 연구

가설이 될 수 있고, 이는 후속 연구가설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각 유형별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는지, 이러한

P 표본의 속성을 기준으로 각 유형들을 정리한 특성을 토대로 연

구문제를 설정하거나 발견된 인식유형의 틀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임금피크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의 집행과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

성의 원인 중 하나가 기업구성원들의 다양한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 연구에서 밝혀진 3가지 인식유형을 토대로 정책효과

를 높일 수 있는 추가연구를 하거나 제도개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기업, 임금피크제, Q방법론, 인식유형

학 번 : 2016-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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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율은 경제 발전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

명이 연장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근로자의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에서 볼 수 있

는 연공급제 임금체계는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기 때

문에, 근로자의 고령화 문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

어 기업은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

을 찾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지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

로서, 기본적으로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

도라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창출 없는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 정년 이전 조

기 퇴직하는 중고령층의 근로자 실업문제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대

두되는 가운데 2013년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정년을 60세로 연

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

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피

크제 권고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 제도의 도입을 독려하

고 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

고,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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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조직의 측면에서 임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

고 중고령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등의 인적자본이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조직 내부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생산성

등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조직구성원 측면에서는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여 중·고령자가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

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기에

고용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동시장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관련된 이슈

를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보았다.

1) 정년연장 효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효과는 사회

의 고령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직의 정년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형태 중 하나인 ‘정년보장형’은 실질적인 정년연장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보장되었던 정년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정년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

다.(이선우, 2013)

2) 신규채용 효과

임금피크제는 고비용이 소모되는 고령의 고위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일정기간부터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인건비 관리적인 측면에서

절약되는 보수를 활용하여 신규인력 채용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요즘 우리사회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와 고령자 실

업대책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이선우, 200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었던 임금피크제 사례에서 신규고용의 효과

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임금피크제 형

제 중 하나인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을 조정하더라도 각종 복지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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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늘어나며 더군다나 정년이 연

장된 만큼 퇴직 시 위로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는 점 때문이다(서울경제, 2004, 금융권 합의 임금피크제 신규고용효과

떨어져)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 후 신입사원의 채용이 크게 줄거나 아예 뽑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5월 도입 이후 2004년에 57명, 2005년에 41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였으나, 2007년은 36명, 2008년 35명으로 줄었으며,

2006년과 2009년은 신규채용이 없었다. 자산관리공사도 2006년 3월 도입

이후 2007년, 2008년은 신규채용이 0명이었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2006년

7월 도입이후 2007년 107명에서 2007명 73명으로 줄었고, 2008년은 채용

하지 않았으며, 2009년 49명으로 채용인원이 더 감소하였다.(동아일보,

2010, 임금피크제, 세대갈등 낳는다)

3) 인사관리 및 조직환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해당 직원들의 성과 및 인사

관리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정년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

면서 보직 및 업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즉 기존의 보직과 업무를 그대

로 하면서 임금이 낮아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보직 및 업무

를 받게 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방식은 할당되는 것인지 신청을

받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

선우, 2013)

또한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들이 고용연장보다는 희망퇴직을 선호하

는 탓에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

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국내 5개 은행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가 회사 내에 남아있는 곳은 KB국민과 우리은행 뿐인 것

으로 조사됐다. 선임 직원의 경력을 존중하는 조직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결과 때문이다.(파이낸셜, 2016, 은행 임금피크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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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 재점검 필요)

이러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된 지

각된 생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윤현중, 류성민, 양지

윤, 2014)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기업구성원이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내용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후 구성원들의 다양한 주관

적인 인식유형을 발견하여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임금피크제의

영향과 평가 등 효율적인 실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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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 개념

임금피크제의 강조하는 맥락에 따라 정의가 다소 상이하지만 임금과 고

용기간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

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기관을 위한 임금피크제 매뉴얼. 2015)라고 정의하였고, 최길수와

설영훈(2010)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그 때의 연봉

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여 계속 근

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윤정렬(2006)은 노사 양

측과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각 경제 주체의 이해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상호 윈윈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노사 간 합의가 개념

의 중요한 부분임을 밝혔다.

임금피크제의 개념이 유사하지만 다소 상이한 이유로는 임금피크제가

실제 현장에서 도입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

다. 임금피크제의 세부 형태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정도와 고용기간의

조정이 다양하게 설명된다.

2. 임금피크제 유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정년을 보장한 후 재고용을 할 것인지에 따라 <그림 1>와 같이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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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금피크제의 형태

⓵ 정년보장형은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년연장을 보장하는 것

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초기 도입 모델이다. ⓶ 정년
연장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

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며, 이 유형이 바람직한 도입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⓷ 고용연장형에는 정년퇴직이후 계약직 혹은 촉탁직 등의 형태로 재고

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유형은 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

으며, 기업 내 조직·인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계된 제도유형이다. (고

성과작업혁신센터, 2009, 임금피크제 매뉴얼)

⓵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정

년연령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연령이나 호봉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그림 2>.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토대가 되는 일본의 경우 고

연령자 고용안정법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정년

퇴직 후의 고용연장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

과 달리 현행 정년연령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정년까지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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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로자들의 업무 집중도 및 조직 충성

도는 많이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민경호, 장원경, 2007)

또한 임금, 퇴직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에

이르기까지 근로조건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으로

부터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박민생, 2006)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을 대가로 일정 연령이나 호봉부터 임금을 삭감하면서 별도의

직무를 받지 않고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권소영,

2012)

<그림 2>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⓶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더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연장된 정년

기간 혹은 일정기간 만큼 정년전의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림 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선행연구에서는 60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반

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정년연장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하

고 있는 일본에서도 61세 이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보다는 고용

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의 도입률이 높은 실정이다. (박민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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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⓷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일단 정년이 된 종업원이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제도를 말한다<그림4>. 현재 대부분 금

융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전직지원제

도,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고용연장

형 임금피크제는 고용연장 방안 중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안이

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년을 보장한 고경

력 지원자들의 직무전환 시 요구되는 직무경험과 노하우를 갖춰야 하는

연수원 교수, 컨설턴트로 배치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정년이 보장된 조직

의 경우에 조직원들이 정년보장을 통한 임금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예상

하고 있다. (민경호, 장원경, 2007)

<그림 4>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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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과 도입 현황

1.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Lazear(1979)는 연공급과 정년, 그

리고 생산성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 고용 관행이 존재하는 어떤 직장에서 신입사원들은 입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생산성에 비례하여 낮은 임금을 받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 · 고령 근로자들은 실제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되어 결

과적으로 젊은 근로자들은 대체로 생산성에 비해 낮은 연공급을, 중 ·

고령 근로자들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연공급을 받으므로 전자에 있어서

기업의 이익을 보지만, 후자에 있어서 기업이 손실을 감수하게 되는 구

조이므로 결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모두 유리한 임금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5> 임금피크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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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년제를 통해 A영역과 B영역에 속한 근로자의 수가 거의 일치하

는 시점에서 정년시기가 정해지게 되어 있어 연공급의 효율성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B영역에 속한 근로자가

많아지게 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가진 기업들은 A영역에 속하는 젊은

근로자들의 고용을 줄이거나 중·고령 근로자들에 대해 수량적 유연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유연화의 일환으로 기업은 상승하는 연공급 임금

곡선의 기울기를 일부 하향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려고 시도하게 된다. (Lazear, 1979; 권소영·김성국, 2012 재인용)

여기서 연공급제란 임금을 근로자의 직위, 직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하

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직위, 직급과 호봉은 학력, 성, 근속연수 등 연공요

소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연공급제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젊

은 층에게는 성과나 공헌도 등 실제의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

며, 중·고령층에게는 실제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결

국 젊었을 때의 실제 생산성보다는 낮은 임금과의 차액이 이후 중·고령

층 때의 실제 생산성보다도 높은 임금과의 차액과 일치하도록 한 임금체

계이며 일치하는 시점이 곧 정년이다. 따라서 연공급제는 정년이 전제되

는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대상으

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4%가 60세까지 적용되는 임

금피크제를 도입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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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내 용 비 중

도 입 51.4%

협상완료(60세까지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합의) 25.1%

기도입(60세까지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운영 중) 26.3%

미 도 입 48.6%

협상중(도입을 위해 논의중) 23.5%

미계획(도입 논의나 계획 없음) 25.1%

계 100%

주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5. 1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5.3)에 따르면 2016년 정년연장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전체의 13.4%에 그

치고, 2017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7.9%로 더 낮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12)에 따르면 공공기관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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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류경선의 연구(고령화 사회의 정년제 문제와 대안 연구, 2004)에

서는 고령화 사회의 정년제도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임금피크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 기업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인력 구조개선 및 선순환을 동

시에 고민한 다음 숙련직원에 대한 장기근속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도 도입과정에서 노사간 충분한 협의와 명확한 목

표 설정 및 투명한 경영정보의 공개를 통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 형성이 이루어져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노사간 합의된 내용

을 바탕으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등도 신중히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민생의 연구(임금피크제의 제도설계연구, 2006)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제도 설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우리

나라의 경우 임금피크제의 도입유형으로는 도입초기에는 정년보장형 임

금피크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의 격차해소 등의 이유로 정년보장형 뿐만 아니라 정년연장형

또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많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 임

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적

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임금커브의 유형, 임금굴절시점의 설정, 임금의

감액률, 임금구성항목의 조정, 직무 및 직책 조정, 그리고 고용연장기간

등을 제시하였다.

민경호와 장원경의 연구(전문연구직의 임금피크제도 도입방안, 2007)에

서는 국내 모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직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임금체계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고용연장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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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 연구(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 2009)에서는 임

금피크제는 기업에 중·고령자의 인건비 절감, 그로 인한 신규채용 등 인

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중·고령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등 기업차원에서의 노동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살릴 수 있

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도입 사례를 보면 임금피크제는 정

규직 감원율 및 기능적 유연성 지표와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현

노동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학춘과 고준기, 전만길의 연구(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에서 연구자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도 고용연장형 임

금피크제가 활성화될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인할 법적 장치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그리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있어서 노사합의의 어려움도 적

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용연장형과 정년연장

형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별 임금피크제

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소영의 연구(임금피크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제도주의와 합

리성 관점을 중심으로, 2012)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하

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결정변수 중에서 정당성

변수인 공공접근성과 합리성 변수인 제조업의 가설이 각각 지지되었는

데,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노출정도가 많은 공기업이나 정부의 자금 또

는 기술의 수혜를 받은 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이며, 숙련된

인적자원과 기술을 중요시하는 제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임

이 밝혀졌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조직규모가 클수록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라는 가설과 중·고령 근로자 인건비가 높을수록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면과 정선아의 연구(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2)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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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고용과 임금 간의 교환 관계에 있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박준성의 연구(POSCO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례, 2012)의 결과에

의하면, 임금곡선의 우상향을 억제하여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능력급이

나 연봉제보다 기본급의 자동승급 구조를 개선하거나 시간외수당, 상여

금 등의 연동인상 항목을 개선하는 연공임금의 인상구조 개선이 더 중요

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사가 합의안을 만드는 원칙으로 생애소득 보장

의 원칙, 신규 채용과 승진보장의 원칙, 일률 적용의 원칙 등이 중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이지만 외 연구(국내·일본 기업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임금피크제의

실행 효과와 그 향후 과제, 2012)에서는 일본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와 함

께 다른 인적자원관리 기법들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들

은 대부분 고령근로자를 위한 직무개발과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의 병행

적 실행이 없이 임금피크제만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백승진의 연구(임금피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2)

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종에 맞는 선

별적 적용,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개발, 임금감소와 병행된 근로시간 단

축, 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등을 제언한다.

한혁의 연구(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서 임금피크제 지속가능성 및 효과

검증, 2013)에서는 임금피크제 지속가능성 및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임

금피크제 도입 맥락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은 정년

제, 연공급제, 기업별 노조로 구성된 고용제도 전통을 지니고 있는 국가

이지만 고용제도는 각 국가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른 변화과정을 겪었

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제시했다.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일본의 다양한 고

용조정제도는 고령사회에서 일본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을 연장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이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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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미 정년제, 연공급제, 기업별 노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

혹은 기업 내부에서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업의 고용유연화 수단으로 적

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선우, 조경훈의 연구(정부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13)에서는

일률적인 정년보장 및 하락형이 아닌 조직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 창

조적인 형태의 임금피크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신규채용 효

과는 현재의 임금피크제의 효과와는 별도로 공기업의 인력운영 탄력성이

부족한 측면이 더욱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결

론을 내렸다.

선행연구에 대한 한계를 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사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

표적인 공기업 K사의 기업구성원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통한 인식유

형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인식유형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는 인간의 주관성을 변수로 보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특정 정책에

대한 개별화된 주관적인 인식이 그 정책의 입안, 집행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정 하에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방법

으로 여러 가지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발견하여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또한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추구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대상 집단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인식 유형이 임

금피크제의 영향과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는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의 효율적인 실행에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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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K 공사의 임금피크제 운영현황

1. K 공사 임금피크제 개요

K 공사의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만 57세 이상 전 직원으로 만 57세

퇴직예정월일의 익일부터 적용된다.

임금 조정은 1∼3직급(간부)과 4직급이하(직원)로 나뉘어져 정년퇴직 3

년 전부터 삭감된다.

<표 2> 임금 조정 현황

구 분
1년차

(57～58세)

2년차

(58～59세)

3년차

(59～60세)
합계 평균

1～3직급 80% 70% 65% 215% 71.7%

4 직 급
이 하

90% 80% 75% 245% 81.7%

총인건비, 생산성 및 생애임금 변화, 업무량, 동기부여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3직급 이상과 낮은 임금의 4직급 이

하를 차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직급 이상은 별도 직무가 부여되지만,

4직급 이하는 현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약 2천명 정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K 공

사 총 인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1월 12일, K 공사는 ‘08년 고용노동부 및 경영평가단 권고에 따

른 이행으로 임금피크제 시행과 함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겠

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처음 도입당시에는 ‘정년연장형’ 유형으로 만 56

세부터 4년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으며 제도시행과 연계하여 307억원

임금갹출 및 420명의 희망 퇴직을 시행하여 정부에 모범사례로 제시하기

도 하였다.

2013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인해 2014년 10월에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으며 유형 역시 ‘정년보장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임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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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제 적용연령은 만 57세, 적용기간은 3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임금피크제 신규채용목표인 248명의 신규인력을

100% 달성하여 채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까지 439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2.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1) 직무부여

소속장의 책임경영 하에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복무관리 및 생산성 향

상을 위해 인력 소요를 파악하는 동시에, 기존 직급·경력의 know-how

를 현장업무에 활용함을 운영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수행직무에 대한 신설 등 개선사항을 본사에 요청하고, 본

사에서는 운영계획의 합리성을 점검한 후 수행직무의 신설을 검토한 후

반영하고 있다.

2) 성과관리

현업수행자들은 일반직원들과 같이 조직평가, 개인평가로 구성된 기존

의 평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에도 승진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반면에 별도직무 수행자들은 조직평가에서는 일반직원과

경합평가를 하고 있으며, 개인평가에서는 별도직무 수행자들만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직무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직무별 KPI를 활용

하고 있다.

3) 교육

기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직무 변경 시에는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수교육인 안전교육 역시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50+ 생애설계반 및 아웃플레

이스먼트 등 2가지 교육이 개발되어 실시중이다.

50+ 생애설계반의 교육내용은 ① 변화관리 : 환경인식과 변화 동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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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애목표 탐색, 설정 ② 경력설계 컨설팅 : 커리어 및 역량진단, 1:1

전문컨설팅 시행 ③ 재무설계 : 재무관리일반, 부동산, 귀농·귀촌 등 3가

지 분야로 진행되고 있다

아웃플레이스먼트 교육은 6개월동안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①

공통과정 : 자기진단, 변화관리 ② 전문과정 : 창업전략, 재무관리 ③ 현

장실습 : 상담·실습, 사이버교육 등이 있다.

이 교육들은 은퇴 후 노후준비에 대한 체계적 커리큘럼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적 내용의 과목 점수가 높았다.

또한 1:1 전문 컨설팅으로 경력설계를 받고 있으며 평생 일 관점에서 충

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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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Q 방법론의 의의

Q 방법론은 1935년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시작

되었으며, 인간이 주관성(subjectivity)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사회과

학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김흥규, 2008).

인간은 자신들의 가치와 경험이 축적된 개개인의 관점에서 사물과 현상

을 인식한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주관에 따라 표현방식이 다르고 인지

상태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사회과학의 경우 인간에 대한 탐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성을 기존의 객관적인 접근방

식으로 연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Q 방법론은 발전을 거듭한 끝에

현재 사회과학의 주요한 연구방법 중 하나로 신문방송학, 정치 · 행정학,

정신분석학, 간호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중이다. 본 절에서

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Q 방법론의 과학 철학적 배경, 특

징, Q 방법론과 R 방법론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1. 과학 철학적 배경 및 특징

사회과학 연구방법에서는 지난 수 세기 동안 연구대상의 인식과 획득방

법에 대해 객관과 주관, 설명과 이해란 대립적 관점이 논쟁을 거듭하였

고, 19세기에 들어 자연주의에 근거한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로 대별되

었다. 자연주의에 근거한 실증주의 연구는 객관성의 원리를 강조하며 눈

에 보이는 세계를 계량적으로 설명하는 반면에, 반실증주의 논리에 입각

한 해석학, 현상학, 비판이론 등은 인간의 주관성과 세계를 질적 관점에

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론한다.(윤영근, 주재복, 2014)

이런 배경 하에서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의 Q 방법론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객관-주관, 설명-이해 사이의 과학철학적 이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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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극복하고 대립되는 두 전통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Q 방법론의 절차를 따르면 다음과 같다. <표 3>

< 표 3 > Q 연구방법론의 절차

순 서 내 용

Q 진술문

작성

- 선행연구, 언론, 사전인터뷰 등을 토대로 Q 진술문

작성

- 이때 Q 진술문은 사실이 아닌 개인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의견(opinion)으로 구성되어야 함

- 따라서 Q 진술문은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론(theory)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Q 진술문은 체계적(systemin)구조를 전제로 구성할

때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설문의 개수는 30개 ~ 50개 정도가 적당함. 소수일

경우 개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힘들고, 다수일 경우

측정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음

P 샘플

선정

- 다양한 인식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P 샘플을 선정

- 이때 P 샘플 선정은 인식 유형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통계적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은

아님

Q 설문

시행

- Q 설문의 핵심은 다양한 의견간의 선호, 즉 위계적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임

- 설문조사자는 응답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설문을 시행하는 것이 정확한 값을 파악하는데 도움

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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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류진(2015) 인용, 저자 재작성

Q 진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선 선행연구와 언론 및 사전인터뷰

등을 토대로 Q 진술문을 작성한다. 이 때 Q 진술문은 사실이 아닌 개인

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즉, 가치가 부여된 의견으

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론이 반영되어야 한다. 설문 개수는 최소

30개에서 50개까지가 적당하다(김순은, 2007)

P 샘플은 다양한 인식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P 샘

플 선정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통계적 신뢰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

니라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좋게 선정하는 것이다.

2. Q 방법과 R 방법의 차이점

행태주의적 전통을 따라 연구자의 관점에서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

고 연구자가 정의한 척도와 의미에 따라 연구대상의 행태와 태도를 측정

해 과학성과 외적 관점이 강조되는 기법이 R 방법이다. 반면에 Q 방법

은 연구 대상자의 자아참조(self-reference)에 따라 행태와 태도가 결정

되고 변수에는 선험적 의미가 주어지지 않으며, 연구 대상자의 내적 관

점에 따라 행태와 태도가 결정되는 차이점이 있다. 즉, Q 방법론은 연구

대상자가 갖고 있는 내적 인식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R 방법론은 연구자의 관점에서 변수를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화

하였으나, Q 방법론은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연구의 대상자의 관점에 보

다 초점을 두고 있으며 Q 표본에 대한 상이한 의미부여 정도에 따라 주

관성이 나타난다. 개인이 진술문에 갖고 있는 인식의 정도에 따라 요인

Q 분석

- PQ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응답 값을 분석

- 이때 분류된 요인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특성을 파

악하여야 함

- 다른 유형에 따라 공통된 선호 값을 가지는 설문항이

도출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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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유형화 작업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사한 인식

양상과 상이한 인식 양상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김순은·윤상오,

2001). 요약하면 Q 방법론은 연구 대상자를 변인으로 연구 대상자 개인

의 내적 차이를 밝히는 방법론이다(김순은, 2010). Q 방법론의 이해를 돕

기 위해 그 차이들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첫째, R 방법은 연구 대상의 지성, 종교, 학력, 체중, 신장, 나이, 성별

등간의 구조적 특색을 발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척도를 개발하고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특색을 나타낸다. 반면 Q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특

정 주제나 자극에 관한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사용

된다. R 방법처럼 선험적인 조작적 정의와 척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작성한 집합을 통한 대상자의 자아참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

정 주제나 자극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이 표시된다. 따라서 Q 방법은 연

구 대상자의 주관적 구조, 즉 특정 주제에 대한 유사 견해를 가진 집단

을 추출하게 된다.

둘째, Q 방법의 연구 대상은 거짓과 진실에 대한 것이 아니며 좋고 나

쁨이나 선하고 악함 등의 주관적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R

방법이 행태주의적 전통에 따라 발전해 가치중립적 진리를 추구하는 반

면에 Q 방법은 후기 행태주의와 현상학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며 인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구조적 측정에 관심을 갖는다.

셋째, R 방법은 무작위 추출을 통한 대표본(large sample)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의 배경적 특성을 유형화하려는 포괄적인 연구에 주로 사용되

고 있다. 과학적 연구방법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 추

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며, 대표본 추출은 연구의 오차범위 축

소에 필수적인 사안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Q 방법은 소수의 집단이나 대

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에 적용할 것이 권장되고, 연구 대상을 선택할

때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높은 대표성을 보유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설

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이 부분은 김순은(2007), 윤영근, 주재복(2014)의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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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법론의 유용성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사용이 늘어나는 데

서 알 수 있다. 마케팅, 의료사회학, 정치학, 아동심리학, 간호학, 의학,

정신분석학, 정책학, 종교학, 행정학, 커뮤니케이션학, 저널리즘, 광고홍보

학 등에서 Q 방법론을 사용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비교적 새

로운 연구 분야인 사회적 구성, 담론분석, 담화분석, 페미니즘, 그리고 질

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약 3,000여개의 연구가 그동안 이뤄진 것으로 추

산하고 있다(김흥규, 2008)

한국의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도 Q 방법론을 적용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김순은(2010)은 Q 방법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소개하였고, 김순

은, 윤상오(2001)의 정보화사업평가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 박광국, 주효

진, 김옥일(2002)의 조직 내부 고발에 대한 인식 연구, 한승주(2010)의

행정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정서연구 등이 있다.

3. Q 방법과 질적 · 양적 방법론

연구이 틀이라는 관점에서 Q 방법론을 분석하면 Q 방법론은 양적 방법

론과 질적 방법론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2) Q 방법론은 귀납, 연역,

가설생성의 논리를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설을 증명할 수

도, 때로는 가설생성의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Q 표본을 만드는 과정은

연구자의 재량 및 유연성을 고려할 때 질적 방법론에 가깝다. 특히 면접

및 기존의 문장, 다양한 사진, 그림 등에서 자유롭게 Q 표본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질적 방법론의 특성과 유사하다.

다만 P 표본들이 주어진 Q 표본 내에서 응답을 하여야 한다는 점은 양

적 방법론과 유사하다.

Q 방법론의 기초한 연구의 경우 심층면접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러한 특성도 Q 방법론이 질적 연구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설문형태의 관점에서 볼 때 Q 방법론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2) 이 부분은 김순은(2010)의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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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Q 표본을 작성할 때 Q 표본의 수를 일정하게

연구자가 결정한다는 점은 양적 방법론과 유사하나, Q 표본의 작성방법,

Q 표본을 분류하는 과정은 질적 방법론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Q 표본

을 작성할 때 많은 연구에 있어서 인터뷰자료에 의한 비구조적인 Q 진

술문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질적 방법론의 특성과 유사하다.

자료의 형태라는 관점에서 볼 때 Q 방법론은 양적 방법론에 가깝다. Q

Q 연구의 자료는 질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Q 자료의

측정은 정도 측정 방식에 기초하여 양적으로 표시된다. 양적 자료를 근

거로 연구 대상자간의 상관관계, 요인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한다.

연구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Q 방법론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

론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우선 Q 표본을 작성하는 과정에 연구 대

상자와의 면담이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연구 대상자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Q 자료의 습득 이후 면접 등의 방식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질적 방법론에 가깝다. 그러나 Q 표본이

결정된 이후 Q 표본에 따라 자작적 주관성을 표출하여하 한다는 점은

양적 방법론에 유사하다.

이렇게 볼 때 Q 방법론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결합체로 보거

나, Q 방법론을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상호 보완하는 방법론으로

판단하거나, Q 방법론을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을 연결시켜주는 기

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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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설계

1. 진술문의 설계

Q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의 대상자가 변수가 되고, 진술문을 분류한 연

구 대상자의 집단이 Q 요인이 된다.(김순은, 2007). 각각의 Q 요인은 작

성된 진술문에 의해 대부분 해석이 되어 연구논리 진행의 단서가 된다.

Q 분류를 함에 있어서 통상 정규분포의 형태로 분류의 틀을 제시하는

경우와 Q 표본의 분류를 연구 대상자의 자의에 위임하는 경우로 배분한

다. 전자를 강제배분방식(Forced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후자는 자유배

분(Unforced Distribution)이라고 한다. Q 연구의 전통은 전자가 선호되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강제배분방식을 채택하였다. (Brown, 1980; 김

순은, 2007)

선행연구와 언론기사 및 종업원들의 사전인터뷰를 토대로 임금피크제에

관한 인식유형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Q 진술문 작성을 위한 프레임

을 구성하였다.

< 표 4 > Q 진술문 작성을 위한 프레임

구 분 문항수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해도 5

임금피크제 운영의 상대적 중요성과 개선방향 8

임금피크제로 인한 영향 21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Q 진술문을 구성하였고, 총 설

문항은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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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Q 진술문

영역

Q

번

호

구체적 질문내용

임금피크제

에 대한

이해도

1
임금피크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2
비교적 우리회사의 임금피크제는 바람직한 형태

로 도입되었다

3
우리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전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4
우리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구성원 간 합의

가 잘 되도록 노력하였다

5
우리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대해 잘 알

지 못한다

임금피크제

운영의

상대적

중요성과

개선방향

6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업무

배치이다

7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적체 해소

이다

8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업무 성과 측정이 어려운

문제이다

9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범위를 넓혀야

한다

10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형태가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

11
주5일 파트타임근로, 주2~3일 풀타임 근로 등 다

양한 고용형태가 도입되어야 한다

12
임금피크제 도입된 직원에게 제2의 인생준비 위

한 특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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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퇴직후 회사로 재고용되는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

임금피크제

로 인한

영향

14
같은 부서에서 각자 맡은 바 다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한 보상격차는 지나치다

15
조직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도입으로 불필요하

게 감정이 상한다

16
조직특성상 어느 정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제도

가 운영되는 것을 수긍해야 한다

17
임금피크제로 위화감이 생기지만 일시적이며 심

각한 문제는 아니다

18
나의 조직생활에 임금피크제가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19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차등폭이 다르게 부여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20
현재 임금피크제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모든 평

가에는 이 정도의 불만은 있기 마련이다

21
임금피크제가 이슈화될수록 문제만 더 복잡해지

므로 그냥 있는 게 낫다

22
조직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임금피크제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다

23
조직에서 지위가 높아진다면 임금피크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24
주변 동료들이 임금피크제를 조직현실로 받아들

이고 포기한 부분이 크다

25
임금피크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보다 조직에 주

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

26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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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 샘플의 선정

인식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P 샘플을 선정해야 한다. 이 때

P 샘플은 다양한 인식유형을 드러낼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한다.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므로 R 방법론과 달리 P 표본 수

가 대표성을 확보할 정도로 많지 않아도 무방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

에서 Q 방법론의 강점은 시간의 절약에 따른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R 방법론에서는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타

당성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지만, Q 방법론의 경우 표본

수에 대한 조건이 없다. 또한 무작위 추출이라는 통계적 요건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P 표본의 추출은 보편적 사고 위에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연구 목적과 관련된 연구대상자들이 고루 분포된 상태에서 25명에서 30

27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가

멀어진 느낌이다

28 사회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도움이 된다

29 기업 내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된다.

30
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

성이 있다

31
개인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시 저항감은 느끼지

않았다

32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33
우리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

이 있다

34
임금피크제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해야할 제도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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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정도가 적당하다(김순은, 2010)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구성원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P 표본을 선정하는데 있어 엄밀한 무작위 추출을 시행하지

는 않았으나 직급, 직군, 연령,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Q 설문 결과를 해석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등을 추가적으로 설문하였다. 설

문 이후 임금피크제에 관한 주관적 견해를 파악하는 데에 대한 연구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설문대상자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

하였다.

< 표 6 > P 샘플의 구성표

P 샘플

번호
성별 연령대 직급 직군 근무지 비고

1 남 40대 3 사무 본사

2 남 30대 3 기술 사업소

3 남 30대 3 사무 본사

4 남 40대 3 사무 본사

5 남 50대 4 기술 사업소

6 여 30대 3 기술 사업소

7 남 40대 3 기술 본사

8 남 50대 2 기술 사업소

9 남 50대 4 기술 사업소

10 여 40대 3 기술 사업소

11 남 50대 4 기술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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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 40대 2 사무 사업소

13 남 50대 5 사무 본사

14 남 40대 3 사무 본사

15 남 50대 1 기술 사업소

16 남 40대 3 기술 본사

17 여 40대 4 사무 본사

18 여 40대 4 사무 사업소

19 여 40대 3 사무 본사

20 남 40대 3 사무 본사

21 남 40대 3 사무 본사

22 남 40대 3 사무 본사

23 남 40대 3 기술 사업소

24 여 30대 3 기술 본사

25 여 30대 4 기술 본사

26 남 50대 1 기술 사업소

27 남 40대 3 사무 본사

28 남 50대 2 기술 사업소

29 남 50대 3 기술 사업소

30 여 40대 2 기술 사업소

31 남 40 3 사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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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명을 대상으로 P 샘플을 선정하였다. 그 중 남자는 23명, 여자는

8명이다. 연령별로 각 10명씩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설문조사 요청과정에

서 응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조사 대상이 변경되었다. 3)

연구 초기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50대 후반 연령대를 위주로 조사

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의 인

식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불만유형으로 치우칠 우려와 함께, 앞으로 K

공사 내에서 임금피크제에 적용받을 40대, 50대 초반의 인식 역시 조사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령 폭을 넓히기로 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에 관련이 없는 30대 구성원들은 보다 객관적으로 제도의 유

효성 및 운영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연령별로 골고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표 7 > P 샘플의 특성

3) Q 설문조사의 특성상 방문조사가 불가피한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조사가 어려운 상황

에서는 전화인터뷰로 진행하였다.

구분 기준 인원(명)

성별
남자 22

여자 9

세대

30대 5

40대 17

50대 이상 9

직급
1∼3급 27

4∼6급 7

직군
사무 14

기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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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분류 및 분석

Q 분류를 위해 해당 P 샘플 대상자에게 본 Q샘플의 취지와 내용에 대

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동의와 비동의를 기준으로 서열화하여 응

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표와 같은 양식에 왼쪽부터 동

의하는 순서대로 서열화된 Q샘플의 번호를 기입하게 하였다.

< 그림 6 > Q 분류표

근무지
본사 16

사업소 15

-4 -3 -2 -1 0 1 2 3 4

← 매우 비동의 매우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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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개의 문항을 정규분포의 형태에 가깝게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가

장 동의하는 +4의 문항부터 –4의 문항까지 총 34개 문항에 관한 동의

의 서열을 얻었다. 표집된 Q분류표를 토대로 PQMethod4)라는 Q방법론

분석을 위해 개발된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Eigen Value가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

한 후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3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추출

된 3개의 요인을 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및 해석

제 1 절 유형분석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구성원들의 인식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PQMethod2.3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Q분류와 P샘플

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주요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로테이션 이전의 요인가를 추출하였다. 이때 Eigen

Value 값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이 1.0이면서 각 유형간의 고유성이 인정

될 수 있는 3개의 주요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가진

인식유형 발견이 목적이므로 추출된 요인들이 중복되지 않고 직각의 관

계를 가지도록 하는 Varimax 방식의 로테이션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에

대해 flagging 작업을 시행하여 최종적인 요인분석표를 획득할 수 있었

다.

4) PQMethod는 Q 방법론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에 맞게 제작되었다. 특히 Q데

이터(Q-Sorts)가 수집된 방식에 따라 쉽게 입력할 수 있으며, Peter Schmolck

에 의해 채택되어 계속 활용되고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은

QMethod 홈페이지(출처 PQMethod Manual – Peter Schmolck)에서 받을 수

있다. Schmolck.userweb.mwn.de/qmethod/pqmanua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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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요인분석표

구분 연령 직급 유형1 유형2 유형3

1 40대 3 0.3029 0.3004 0.1945

2 30대 3 0.2073 -0.2002 0.4631X

3 30대 3 0.5279 -0.0340 0.6338X

4 40대 3 -0.3144 0.3120 0.6201X

5 50대 4 0.4708 -0.0271 0.5797X

6 30대 3 0.5514X 0.4460 0.2952

7 40대 3 0.2036 0.1526 0.7228X

8 50대 2 0.7650X 0.0538 0.2292

9 50대 4 0.1752 0.2129 0.6557X

10 40대 3 -0.1658 0.6945X 0.0083

11 50대 4 0.1859 0.0126 0.6049X

12 40대 2 -0.0192 0.8085X -0.0877

13 50대 5 0.4515 0.4782 -0.2950

14 40대 3 0.2199 0.6576X 0.1307

15 50대 1 0.4283 0.3831 -0.3659

16 40대 3 0.3031 0.4113 0.4917

17 40대 4 0.1069 0.4829X 0.4549

18 40대 4 0.3888X 0.1549 0.2444

19 40대 3 -0.0656 0.4606X 0.3935

20 40대 3 0.1296 0.0810 0.7781X

21 40대 3 0.5611 0.6235X 0.1044

22 40대 3 0.4903X 0.1052 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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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은 30대 3명, 40대 4명, 50대 3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설명력은

18%를 차지한다. 유형 2는 40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력은 16%를

차지한다. 유형 3은 30대 2명, 40대 3명, 50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력은 16%를 차지한다. 이상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분석결과 총

52%의 설명력을 가진다. 각 유형에 속하는 P 표본들의 특성은 다음 표

와 같다.

23 40대 3 0.2309 0.6390X 0.1189

24 30대 3 0.7886X -0.0668 0.0787

25 30대 4 0.2096 0.7282X 0.1839

26 50대 1 0.5018X 0.2243 0.2810

27 40대 3 0.6450X 0.1576 0.4635

28 50대 2 0.3642 0.2154 0.3432

29 50대 3 0.7602X 0.1184 0.1406

30 40대 2 0.7268X -0.1813 -0.0332

31 40대 3 -0.0590 0.6739X 0.0667

설명력(%) 18 16 16

X 표시는 각 요인(유형)에 대표가 되는 P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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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유형별 분포 및 P표본의 특성

유형 응답자 번호 연령 직급 근무부서

제1유형

(n=9)

6 30대 3 사업소

8 50대 2 사업소

18 40대 3 사업소

22 40대 3 본사

24 30대 3 본사

25 30대 4 본사

26 50대 1 사업소

27 40대 3 본사

29 50대 3 사업소

30 40대 2 사업소

제2유형

(n=8)

10 40대 3 사업소

12 40대 2 사업소

14 40대 3 본사

17 40대 4 본사

19 40대 3 본사

21 40대 3 본사

23 40대 3 사업소

31 40대 3 본사



- 37 -

3개의 요인들 간 상관관계는 <표 9>와 같다. 각 유형들의 상관관계는

0.5미만이며 유형들 간에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므로 각 유형의 독립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10 > 유형 간 상관관계

각 유형은 진술문에 대한 요인가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요인가

가 +4, +3, -3, -4의 극단값을 얻은 진술문들을 토대로 각 요인의 유형을

분류하고 해석을 한다. 극단값의 요인가에 속하는 진술문들이 요인의 대

표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양의 숫자 값이 클수록 동의를 더 많

이 한다는 의미이고, 음의 숫자 값이 클수록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더

크다는 의미이다.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1 1.0000 0.2735 0.4875

유형2 0.2735 1.0000 0.2887

유형3 0.4875 0.2887 1.0000

제3유형

(n=8)

2 30대 3 사업소

3 30대 3 본사

4 40대 3 본사

5 50대 2 사업소

7 40대 3 본사

9 50대 2 사업소

11 50대 2 사업소

20 40대 3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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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각 진술문의 요인가

Q

번

호

Q 진술문 유형1 유형2 유형3

1
임금피크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충분

히 알고 있다
-1 4 3

2
비교적 우리회사의 임금피크제는 바람

직한 형태로 도입되었다
-4 1 -2

3

우리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전 구

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4 -1 -3

4
우리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구성원

간 합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였다
-3 -1 -4

5
우리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대

해 잘 알지 못한다
1 -4 -4

6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

한 업무 배치이다
3 3 0

7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

적체 해소이다
0 0 1

8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업무 성과 측정이

어려운 문제이다
1 3 1

9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범위를

넓혀야 한다
4 0 1

10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형태가 조속히 시

행되길 바란다

4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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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5일 파트타임근로, 주2~3일 풀타임 근

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도입되어야

한다

1 2 2

12

임금피크제 도입된 직원에게 제2의 인

생준비 위한 특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한

다

3 4 1

13
퇴직후 회사로 재고용되는 제도가 정착

되길 바란다
2 0 -2

14

같은 부서에서 각자 맡은 바 다른 일들

을 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한 보

상격차는 지나치다

0 -1 3

15
조직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도입으로

불필요하게 감정이 상한다
-1 -3 1

16

조직특성상 어느 정도 도입 목적과 다

르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수긍해야

한다

-2 -1 0

17
임금피크제로 위화감이 생기지만 일시

적이며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3 -2 -2

18

나의 조직생활에 임금피크제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2 -4 0

19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차등폭이 다르게

부여되는것은 억울한 일이다
2 -2 4

20

현재 임금피크제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모든 평가에는 이 정도의 불만은 있기

마련이다

-1 1 -2

21
임금피크제가 이슈화될수록 문제만 더

복잡해지므로 그냥 있는 게 낫다
-3 -3 0

22 조직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임금피크제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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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다

23

조직에서 지위가 높아진다면 임금피크

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이다

0 -1 -1

24
주변 동료들이 임금피크제를 조직현실

로 받아들이고 포기한 부분이 크다
1 1 2

25

임금피크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보다

조직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

-1 2 -3

26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는 편

이 낫다

-2 -2 -1

27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직장 동료들간의

관계가 멀어진 느낌이다
-2 -2 0

28
사회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도움이 된

다
-1 1 0

29 기업내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된다. 0 0 -1

30
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

용될 가능성이 있다
3 0 4

31
개인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시 저항감

은 느끼지 않았다
0 1 -3

32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2 -3 2

33
우리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
2 2 3

34
임금피크제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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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과해석

1. 제 1유형 : 경제적 지원 중시형

<표 12> 유형 1의 주요 진술문

유형 1에 속하는 응답자는 10명으로 ‘경제적 지원 중시형’이다. 본 유형

은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높은 요인가를 갖

Q 요인가 Q 진술문

+4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

형 형태가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범위를 넓혀야 한다

+3

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

다

임금피크제 도입된 직원에게 제2의 인생준비 위한 특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업무 배치이다

-3

우리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구성원 간 합의가 잘 되

도록 노력하였다

임금피크제가 이슈화될수록 문제만 더 복잡해지므로 그

냥 있는 게 낫다

임금피크제로 위화감이 생기지만 일시적이며 심각한 문

제는 아니다

-4

우리나라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전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우리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바람직한 형태로 도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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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주요 진술문들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과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형태의 시행을 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

다는 진술문에 +3을 부여하였고, 현재 임금피크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진술문에는 –4를 부여하여 부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유형 1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주로

50대 후반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임금 삭

감 폭이 큰 1∼3직급의 간부급들이었다. 4∼6직급들에 비해 큰 금액의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과 정년의 연장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유형의 구성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 시

행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목소리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의 정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유인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 내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정

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강화는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방

안이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는 정부의 지원 혹은 개별 기업의 노력과

같은 어느 한 가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60세 정년 실직적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유효기

간이 도래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지원기간과 지원요건 등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다.

<표 13>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편·시행(15. 12. 4 개편)

구분 기존 현행

지원요건

피크시점 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년

차 20% 이상 감액된

금액 지원

피크시점 대비 연차

구분없이 10% 이상

감액된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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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 공사 내에서는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연간소득 7,25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K 공사와 같은 큰 규모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대상자 중에 시행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현장 업무로 집

중하면 좋을 것 같다. 근거리 출장여비로 업무 삭감을 상쇄하는 효과가

생기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점검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 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해외부서에서 근무를 해보면 해외 사업에서는 인건비가 관건이다. 삭

감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해외사업을 위한 파견자로 보낸다면 위험수

당을 받으면서 상쇄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희망자들에게 비즈니스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켜 해외사업에 투

(정년연장형) 정년은

56세 이상으로 연장,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재고용형) 정년 55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재고

용 시 임금 감액

정년 60세 이상,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소득제한

임금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

임금감액 이후 연간소

득 7,250만원 미만 근

로자 지원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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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다면 퇴직 후에도 기존 사업이 종결되지 않는 한 계약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다.”

이 유형의 두드러진 특징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보상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금 제도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여비 제공 등을 요구하

고 있다.

2. 제 2유형 : 제도 개선으로 지속 선호형

<표 14> 유형 2의 주요 진술문

Q 요인가 Q 진술문

+4

임금피크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된 직원에게 제2의 인생준비 위한 특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임금피크제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

각한다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업무 성과 측정이 어려운 문제이다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업무 배치이다

-3

임금피크제가 이슈화될수록 문제만 더 복잡해지므로 그

냥 있는 게 낫다

조직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도입으로 불필요하게 감정

이 상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4

나의 조직생활에 임금피크제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

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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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에 속하는 응답자는 8명으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금피크제를 지속하길 선호하는 유형이다. 본 유형은 임

금피크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며 계속 지속하길 원한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부

정적인 정서가 발생했지만 개혁 과정상의 부산물이 발생함을 인정하며

다양한 개선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유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된 직원에게 특화된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의 어

려움을 개선하며 적절한 업무 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

직무를 부여받는 경우 기업측이나 기업구성원 측이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만족도 역시 낮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직무개발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구성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와 직무능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산

정하기 때문에 연령이 임금 삭감의 이유가 될 근거가 부족하며, 임금피

크제 대상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방법

은 기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영역이 된다.

따라서 전문성 및 경륜에 맞는 적합 직무를 개발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

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수준에 따른 경력경로를 만들고 이를 밟아

가도록 관리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인력들에게 적합한 직무

를 개발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경험을 살리면서 기업구성원들이 독립

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 적합 직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직무개발 방법으로는 직무축소형(job digest), 직무결합형(job

combination), 직무책임제거형(job de-empowerment)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직무축소형은 기존 하나의 업무 가운데 일부 과업을 선정하여 중

장년층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방식이다.(임상훈·박용철, 2014)

이것은 근대적 직무개발 기법인 직무확대와 반대로 기존 정규직의 업무

나 희망퇴직 전의 업무 중 몇 개 과업을 특정하여 신규로 만든 직무를

중장년층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직무결합형은 복수의 직원이 수

행하던 업무 가운데 소수의 과업들을 선별하여 중장년층에 적합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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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직무책임제거형은

기존 업무에서 직책과 기획, 평가와 관련된 과업을 제외하고 실행과 관

련된 과업만을 수행하는 직무개발 방식이다. 이는 현대적 직무개발 기법

인 직무충실화와는 반대로 기존 업무 가운데 실행 과업만을 특정하여 전

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들 방식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생각한다

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무개발은 직무축소형이나 직무책임제거형

과 같이 단순하고 책임 없는 직무를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직무결합형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일부 영역

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연동하여 별도의

임금체계(수준)을 적용하거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방

안을 고려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금피크제는 호봉제에서 성과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하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단순하게 임금을 조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기 보다는 중·고령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및 관리, 장기적으로는 본질적인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성과

시스템의 고도화, 고령화시대에 따른 인력관리체계 개선작업도 함께 병

행되어야 한다. 연공급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생산성에 대응하는 임금

체계로써 임금피크제를 과도기적으로 활용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직무

성과급과 같은 좀 더 정교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력이 운영되어야 한다. (박한준, 2016)

주로 유형 2에 속하는 응답자는 예산, 전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

분야의 40대 연령대가 주로 차지하였다. 임금피크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

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진술문이 높은 요인가를 보였고 향후 지속해야

할 제도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유형 1처럼 2∼3직급의 간부

들이 일부 포함되어있긴 하지만, 아직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 40

대 중·후반 연령대이기 때문에 임금 삭감에 대한 불만의 내용보다는 회

사가 도입한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았고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

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제도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대상자 중에 시행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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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 예산 담당 부서에 근무하였다. 임금피크제의 도

입으로 전체적인 인건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

하다면 이윤이 증대될 수 있다. 어차피 우리 회사도 피할 수 없는 고령

화 사회를 대비해야 하고, 효율적 인건비 관리를 위해 임금피크제는 적

극 도입해야 하며,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전형적인 주5일 풀타임근로보다는 주일 파트타임 근로, 주2∼3일 풀타

임 근로, 주2∼3일 파트타임 근로 등 다양한 선택적 유연근무제를 확대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연동하면 새로운 고용형

태를 계획할 수 있으며, 이를 임금조정과 연계할 수 있다.”

“우리 회사가 공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퇴직자가 업무 시 습득하

였던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공공기관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약하면, 유형 2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임금피크제를 보완해가며 다양

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속하길 선호하고 있다. 임금피

크제 대상자들에게 특화된 교육을 강화해가며, 적절한 업무 배치를 시행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제 3유형 : 냉담적 반발형

<표 15> 유형 3의 주요 진술문

Q 요인가 Q 진술문

+4

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차동폭이 다르게 부여되는 것은 억

울한 일이다

+3 우리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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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8명으로 현재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유형이다. 유형 3에 속하는 응답자 중 대부분은

50대 초 연령대의 곧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될 구성원들이었다. 유형

1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보다 경제적인 지원을 중요하게 생

각한 것에 비해 유형 3은 감정적으로 억울하며 직급간 삭감폭이 커질수

록 박탈감 같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유형 1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50

대 후반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연령대와 다르게 유형 3은 현재는 임

금피크제 미적용 상태이나 곧 진입하게 되는 50대 초반이 많이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삭감폭은 간부(1∼3직급)이 더 크기 때문에 반발의 목소리도 더 강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직원(4직급)들도 유형 3에 다수가 포함되었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노동조합의 반대가 컸던 이유와 관련이 있다.

K 공사의 경우 간부로 승진하면 자동적으로 노조에서 탈퇴가 되며, 직

원은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조를 중심

으로 반대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에 직원들 역시 불만을 나타내는

같은 부서에서 각자 맡은 바 다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임

금피크제로 인한 보상 격차는 지나치다

임금피크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3

우리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전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

성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보다 조직에 주는 긍정

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시 저항감은 느끼지 않는다

-4

우리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우리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구성원 간 합의가 잘 되

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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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간부들은 본인의 임금 삭감폭이 크더라도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등 사측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면이 있었다.

또한 노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 역시 제도에 대한 반발심이 큰 노조

와의 상생협력 관계였기 때문에 제3유형의 응답자에 포함되었다. 임금피

크제는 직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노

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측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통한 도

입이 쉽지 않았다.

노조가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임금피크제 도입에 부정적

으로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박성준, 김기승, 2009). 노조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대부분의 임금피크제

유형이 정년보장형으로 노조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임금삭감으로 악용한

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 제도들이 공적

숙의과정이 결여된 채 대상 집단을 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 상태로 추진

해왔기 때문이다(이종범, 2008). 행정개혁 추진과정 상 숙의의 부족은 제

도를 상징적 형식주의화하고 구성원의 내면적 반발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대상자 중에 시행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무래도 우리 같은 고령 근무자는 장유유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

고 젊은 직원들은 나이든 선배들의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이 마음에 안 들

고,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로 주변 고령 근무자들은 회사에 대한 불만

과 소외감을 일부 느끼고 있다. 노사공동 혹은 연령대별 대표직원들이

모여 TF팀을 꾸려 지속적인 고령친화적인 직무들을 개발하면서 연령간

의 벽을 허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임금피크제에 적용되기 전에 임금 삭감 폭이 줄어들거나, 다른 지원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미 임금피크제에 도입한 선배들은 어차피 곧

있으면 퇴직할 것이고 제도가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니 이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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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부분이 있을 테지만, 우리 연령대들은 곧 임금이 삭감될 것을 생

각하니 더 불만이 생기는 것 같다.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나이를 더 늦

춰준다던가 임금 삭감 폭을 줄여주는 방안이 생기길 바란다”

“간부들의 경우 별도직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하던 업무보다 약한 강

도의 일을 하곤 한다. 임금이 삭감되다보니 업무강도가 약해지는 건 이

해하지만 더불어 근무 의욕도 저하되는 경우도 생긴다. 반대로 직원들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하게 되는데도 그게 상응하는 임금이 주어지지 않

으므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간부들은 임금 삭감 폭이 크기 때문에

불만이며, 직원들은 업무는 변동이 없는데 임금만 줄어드니 불만인 상황

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냉소적인

태도로 표출되며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이 조직 내부에서 적절히 해결되

지 않으면 반발감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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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각 유형별 분석 종합

지금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K 공사 기업구성원

들의 인식유형과 각 유형별 P 표본의 속성들을 같이 살펴보았다. 이러한

P 표본의 속성은 각 유형별 Q 진술문의 검토 결과와 함께 기업구성원들

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적 지원 중시형, 제도 개선으로

지속 선호형, 냉담적 반발형 등 총 3개의 인식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 파악된 유형 종합

3개의 인식유형은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특성이

임금피크제의 이해도, 임금피크제 운영의 상대적 중요성과 개선방향, 임

금피크제로 인한 영향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유형들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유형간 큰 차이를 보였던 문항과 유

사하게 나타난 문항을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다.

유 형 특 성

1. 경제적 지원

중시형

-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금 제도 범위 확대

- 62세까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조속 시행

2. 제도 개선으로

지속 선호형

- 다양한 특화교육 등으로 제도 강화

- 업무성과 측정 개선으로 앞으로 임금피크제 지속

3. 냉담적

반발형

-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 직급별로 큰 삭감 차등 폭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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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합의, 불일치 진술문 정렬 표

Q 연구에 있어서 분석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산출된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김순은, 1997). 즉, 요인들 간의 공통적인 견해

와 각각의 요인들 간의 차이를 나타내도록 하는 진술문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이다.

PQMethod 프로그램의 분석결과는 유형 간에 가장 합의된 진술문에서

가장 불일치하는 진술문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시한다. 가장 합의된 진

술문 중에 17번 진술문(임금피크제로 위화감이 생기지만 일시적이며 심

각하지 않음)에 3가지 유형 모두 비동의하는 –3, -2, -2의 점수를 보여

준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영향들에 무관심하지 않

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33번 진술문(우리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

에 +2, +2, +3로 응답한 결과 역시 대부분의 직원들의 긍정적인 개선의

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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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7번 진술문(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적체 해소이

다)에 3가지 유형 모두 중립적인 응답을 보여준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기업 내 인사적체 해소였지만 실제로는 인사적체

해소에는 구성원들이 크게 동의하거나, 비동의 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또한 22번 진술문(조직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임금피크제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에 모든 유형에서 +1, +2, +2의 일정부분 동의하는 결과를 보

였다. 비록 도입 초기에는 노사간의 합의의 어려움부터 많은 반발이 있

었지만 임금피크제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도입 이전으로의 회귀를 바라

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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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함의 및 결론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구성원의 인식유형을 Q 방법

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의를 가

진다.

인식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임금피크제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업구성원들의 주관적 태도는 찬성과 반대의 이분

법적 구조가 아닌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 소개되는 임금피

크제에 대한 기사는 주로 반대되는 입장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다양한

입장이 나타남을 Q 방법론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후 특정 공기업 내 기업구성원의 인식 유형을 Q 방법론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했다는 점과 각 유형에 대한 후속 인터뷰를 실

시하여 실제 기업 내의 현실을 반영한 “경제적 지원 중시형”, “제도 개

선으로 지속 선호형”, “냉담적 반발형” 으로 재구성했다는 데서 그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임금피크제의 제안, 도입 사례, 개선방안, 설계방안 등

의 내용이 위주였지만,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갖고 있는 기업구

성원들의 세 가지 인식유형을 도출함으로써 개인들의 다양한 인식이 존

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인간의 주관성을 변수로 보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특정 정책에

대한 개별화된 주관적인 인식이 그 정책의 입안, 집행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정 하에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방법

으로 여러 가지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발견하여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또한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추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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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법론은 모든 연구대상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계급제적

상하관계가 엄격한 조직문화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기 꺼

리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는 설문

조사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특히 모든 진술문에 대해

우선 순위를 가려내야 하는 Q 분류 과정은 기업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연

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데 적합하였다. 이러한 Q 분류과정

에 대해 K 공사 직원들도 큰 흥미를 보였다.5)

임금피크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

의 집행과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원인

중 하나가 기업구성원들의 다양한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 연구

에서 밝혀진 3가지 인식유형을 토대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추가연

구를 하거나 제도개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식유형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들이 각각 연구가설이

될 수 있고, 이는 후속 연구가설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각 유형별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는지, 이러한 P 표본의 속성을 기

준으로 각 유형들을 정리한 특성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설정하거나 발견

된 인식유형의 틀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응유형별로 나타나는 인적 속성을 찾는 등 대응 유형의 결정과 변화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여 임금피크제 대응의 다양성이 어떻게 형

성되는지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우선순위를 무조건 정해야 하니까, 시험을 보는 것처럼 어려운 느낌이었습

니다. 다른 설문조사에 비해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는 우선순

위를 정할 수 없다보니 신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7번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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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과제

이 연구는 Q 방법이라는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므로 향후 양적 연

구 등을 통한 후속연구에서 보다 명확한 검증과정을 기대해 본다.

특히 Q 표본 구성과정에서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 높은 진술문을

찾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이 연구의 질을 좌우하는데(김

헌수·원유미, 2000) 이 연구를 시행하는 데 있어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직

원들의 심도 있는 인터뷰를 좀 더 장기간에 걸쳐 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다. 주로 학술연구, 언론기사 등의 관련 문헌과 현장에서의 인터뷰 자

료를 함께 참조해서 구성하였으나, K 공사 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

의 실제 목소리를 더 많이 듣지 못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방법론상의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자 했으나, Q 설문 구성 단

계에서 방법론적으로 엄격하지는 못한 문제가 있었다. 엄격한 절차를 따

르자면, 먼저 가능한 많은 진술문을 추출하여 Q 모집단을 구성하고, 여

기서 무작위추출을 통해 Q 진술문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연

구에서는 연구자의 판단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진술문을 Q 표본

요인구조에 맞게 선정하였다. 이것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Q

모집단을 구성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개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구성된 현실과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한편으로 4직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

다. 주로 지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있

거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성심껏 조사에 임해주었다. 반면에 임금피

크제를 비롯한 회사의 제도에 큰 관심이 없어 조사를 요청해도 응답해주

지 않는 직원들이 꽤 많았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저연령층의 직

원들에겐 본인들과 관련이 없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평소에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을 확대하거나 다른 진술문들을 사용한다면 새롭

고 보다 정교한 유형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의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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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시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수

립한다면 임금피크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측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단순히 중·고령 근로자들의 인건비 절감

의 목적으로만 도입한다면 단기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구성원들의 충성도나 직무몰입도가 낮아서 임금피크제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정년보장형 채택

하고 있다. 정년보장제 임금피크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사회에 대

한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니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

후에 도입을 하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터뷰를 비롯한 중·고령 근로자들의 의

견을 반영한 임금피크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제

도로 일률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업종과 직종

을 고려한 직무배치와 중·고령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령 직무배치에 대한 선진 외국의 경우 50∼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험한 작업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도의 집중력과 완련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직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편한 직군이나

직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항공사의 경우 50세에 도달하게

되면 항공기 조종직군으로부터 지상 근무로 전직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권소영, 2012)

나이가 들면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일본기업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활용할 때 우수인재 활용, 고용창출

이라는 사회적 책임, 종업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여 방법을 강구한

다.(엄동욱 외, 2008)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고령 근로자를 기업의

중요한 인적자원이 아닌 퇴물로 취급하는 인식이 적지 않다. 따라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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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직무를 개발하고,

중고령 근로자들 더 이상 ‘고령자=고비용’이라는 획일적인 인식에서 벗

어나 조직과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국가적인 홍보강화와

사고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인구의 대부분이 장년층으로 뒤덮이는 시기

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사회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의 직

장 문화 및 직업 개념에도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60세 이후의 수십 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설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할 때이다.

끝으로 이 논문이 임금피크제의 정착과 확산과정에서 의미 있는 발견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보며 상기 한계를 고려한 폭넓은 차원의 연구가 진행

된다면 임금피크제에 대한 다차원적 의미와 깊이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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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Q 설문조사서

[조사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시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저는 작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구성원의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으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학술적

연구를 위한 통계목적으로만 활용하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개별적

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엑셀파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후 인식에 대한 34개의 진술문이 수록되어 있으

며, 이 진술문들은 직원 인터뷰, 언론 기사, 학계의 연구자료 등을 종합하여 구성

되었습니다. 응답방법은 진술문들을 읽으시고 본인의 경험 및 생각과 가장 동의

하는 것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의 순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분류표에 배열하

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뒷장의 <응답방법>에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으니

이 방법에 따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십시오

2017년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공

지도교수 : 최 종 원 교 수

연구자 : 석사과정 김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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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방법>

1. 우선 엑셀파일의 진술문을 읽으면서 본인의 인식과 ➀동의하는 것,

➁동의하지 않는 것, ➂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의 세 부류로

나누십시오.

2. 일치하는 것으로 분류한 진술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 중에서 가

장 동의하는 순서대로 +4부터 +1까지의 칸에 각 진술문의 번호를

써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순서를 –4부터 –1까

지의 칸에 진술문의 번호를 써 주십시오.

3.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진술문도 중립(0)을 기준으로 하여 동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진술문은 +쪽에, 비동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진술문은 –쪽에 진술문의 번호를 써 주시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진술문은 중립(0)에 배치하여 주십시오.

4. 진술문들의 배열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분류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

것은 매우 중요하며, 분류표의 칸 하나에는 오직 한 개의 진술문 번

호만 있어야 합니다.

응답에 앞서 아래의 사항에 먼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줄로 표

시해 주십시오)

- 재직기간 :

- 직 군 :

- 직 급 :

- 소 속 :

끝으로 본 조사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기꺼이 내어주시고 조사에 응해 주셔

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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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분류표

-4 -3 -2 -1 0 1 2 3 4
가장 중립 가장

비동의 동의

1. 임피제의 이해도

진술문 1) 임금피크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진술문 2)
비교적 우리회사의 임금피크제는 바람직한 형태로  

도입되었다

진술문 3)
우리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전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진술문 4)
우리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구성원 간 합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였다

진술문 5)
우리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2.  임피제 운영의 상대적 중요성과 개선방향

진술문 6)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업무  

배치이다

진술문 7)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적체 해소이다

진술문 8)
임금피크제 운영에서 업무 성과 측정이 어려운  

문제이다

진술문 9)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범위를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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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문 10)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형태가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

진술문 11)
주5일 파트타임근로, 주2~3일 풀타임 근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도입되어야 한다

진술문 12)
임금피크제 도입된 직원에게 제2의 인생준비 위한  

특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진술문 13) 퇴직후 회사로 재고용되는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

3.  임피제로 인한 영향(긍정, 부정, 중립적인정 등)

진술문 14)
같은 부서에서 각자 맡은 바 다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한 보상격차는 지나치다

진술문 15)
조직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도입으로 불필요하게  

감정이 상한다

진술문 16)
조직특성상 어느 정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수긍해야 한다

진술문 17)
임금피크제로 위화감이 생기지만 일시적이며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진술문 18)
나의 조직생활에 임금피크제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진술문 19)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차등폭이 다르게 부여되는것은  

억울한 일이다

진술문 20)
현재 임금피크제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모든  평가에는 

이 정도의 불만은 있기 마련이다

진술문 21)
임금피크제가 이슈화될수록 문제만 더 복잡해지므로  

그냥 있는 게 낫다

진술문 22)
조직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임금피크제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다



- 69 -

진술문 23)
조직에서 지위가 높아진다면 임금피크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진술문 24)
주변 동료들이 임금피크제를 조직현실로 받아들이고  

포기한 부분이 크다

진술문 25)
임금피크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보다 조직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

진술문 26)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진술문 27)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직장 동료들간의 관계가  멀어진 

느낌이다

진술문 28) 사회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도움이 된다

진술문 29) 기업내인사적체해소에도움이된다. 

진술문 30)
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진술문 31) 개인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시 저항감은 느끼지  않았다

진술문 32)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진술문 33) 우리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

진술문 34)
임금피크제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해야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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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types of Employees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Kim Ji Hy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recognition type after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by analyzing the recognition type through the Q

methodology for the corporate members of the representative public

corporation K in Korea.

The frame for the Q sample items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the

wage peak system was composed of the understanding of the wage

peak system,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operation of the wage

peak system and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direction wage peak

system. This is because each member understands that the wage

peak system will be different and will lead to different perceptions

depending on various ideas about the wage peak system. In addition,



- 71 -

since the degree of improvement can be different for companies and

governments operating the wage peak system, the Q sample is

structured in consideration of this. Q Sample items are based on

previous research, media articles, and interviews with company

members. As for the P samples, I tried to reflect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recognition of the wage peak system in

consideration of age, position, job, and workplace.

As a result of analyzing using the Q methodolog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recognition such as economic support

emphasis on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persistent

preference by system improvement, and apathetic repulsive type.

Type 1 is an "economic support oriented type" a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economic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wants to

implement a retirement type extension that extends the retirement

age to 62 years. In order to compensate for wages reduced due to

the wage peak system, companies are required to provide a variety of

travel expenses such as travel expenses and overseas working

expenses. Type 2 is the preferred type to continue the wage peak by

improving institutions in an efficient manner. This type recognizes

the significance of the wage peak system and recognizes that

negative emotions have arisen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ut the byproducts of the reform process have occurred, and is a

type that expects long-term effects by trying various improvement

methods. Type 3 is the voice of complaints and concerns about the

current wage peak system. The greater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positions, the more uncomfortable they are, such as deprivation,

and the cynical attitude is expressed. If these negative emotions are

not adequately resolved within the organization, they can form a

sense of re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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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the recognition type, it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wage peak system. The article on the wage peak system

introduced in the media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types such as

types which are mainly opposed but which are actually preferred to

continue through system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wage peak system on the wage peak system and the effect of the

wage peak system on the policy process are examined. I expect it

will be a success.

In addition, various opinions expressed in the process of recognition

type analysis can be each research hypothesis, which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setting up a follow - up study hypothesi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research proble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to classify each type based on the attributes of the P

sample.

There is now uncertainty about the enforce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since the wage peak system is introduced and settled.

If one of the causes of this uncertainty is due to the divergence of

recognition among the members of the company, it will be possible to

make further research or improve the system to improve the policy

effect based on the three types of recognition revealed in this study.

keywords : public enterprise, wage peak system, Q methodology,

recognition type

Student Number : 2016-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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