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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상을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인 개인적인 관점에 집중하거나 탐색적 연구에 머무는 것에

서 벗어나 기업의 입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의 노동시장에서는 거의 나타

나지 않은 고용형태 변화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고 공공기관을 중

심으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규직 전환 현상이 기업의 내부적 요인

보다는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기존의 연구

에서처럼 정규직 전환을 기업의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닌,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기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 정규직 전환에 가

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공공기관 여부’, ‘경영자단체

의 영향’,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보호’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영향

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별 특성에 따라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적 요인이 기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때 기업특성별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기업의 내부적 요인이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조

절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 중, 비정규직 활용과 관련된 문헌을 토대

로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적 요인을 예상하여 분석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 ‘비급여인건비 비율’, 



‘조직과업환경(환경풍요성과 환경역동성)’, 그리고 ‘인사관리 시스

템’이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여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분석하였

다.

사업체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영자단체와 노동조합이 비정규

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공공부문 여부가 미치

는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업 내부적 요인의 조절효과는 부분적으

로 나타났는데, 경영자단체가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

로 조절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택은 기업의 경제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압력에 의해 나

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부적 요인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

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의 정규

직 전환이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사회적 요인이 기업의 정규직 전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체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이로

써 기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부족한 선행연구에 새로운 정

보를 추가하는 것은 물론, 국내의 현상에 맞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여 

기존의 연구들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내의 

채용문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설명하여, 정

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서는 채용시장에 대한 구조

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 압력, 제도주의 이론, 동형화 

이론, 기업 내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학번: 2016-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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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제기되고 연구된 것은 최근 10년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고 비정규직의 처지 개선이 명문화되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공공부문에

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정부 목표로 삼으면서 그 효과성에 대한 논의

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견

해를 보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 유연성이 줄어들고 급격한 인

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에 큰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많은 주장만 제기될 뿐, 그를 뒷받침할만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정규직 전환이 최근에 본격적으

로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노동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주제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OECD의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보고서를 살펴보면,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OECD 평균 53.8%인 반면에 한국은 22.4%

로 절반 정도에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규직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부에서 기본방침으로 설정한 것인 만큼, 이러한 정책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비롯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가 다각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공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거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성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했을 뿐, 어떤 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전환이 기업의 성과에는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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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설명변수 

및 결과변수를 설명하는 논문이 이전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고용정책의 일부로써, 결국 기업이 정책

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지만 그 정책의 실효성이 존재한

다.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공공부문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 기업에서도 비정규

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민간 기업체에 정책이 적용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지, 정

규직 전환을 선택한 기업 의사결정의 세부적인 매커니즘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선택의 저변에 놓여있는 

논리적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정책의 향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정

책의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 또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내의 정규직 전환 흐름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는 태생과 과정이 다르다. 정규직 전환이 전무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화의 시작이 경제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요인에서 시

작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부분의 연

구가 경제적인 요인 또는 그 효과성에 집중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을 시

행하는 근본적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3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개념 및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함으로

써 한계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

규직 전환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론적 바탕으로 사회적 압력과 동형화

(isomorphism) 이론을 제시하고 경제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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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가설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실

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부족한 

선행연구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한다.

제 2 장 개념 및 선행 연구 정리

제 1 절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개념은 아직까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합의

되지 않았으며, 통계적 기준도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처음 비정규직에 

대해 언급한 것은 Audrey Freedom으로, 비정규 고용에 대하여 “기업

이 일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특정한 서비스, 제품, 기술을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조건부 그리고 임시적 고용관

계” 라고 명시했다. Feldman (2006)은 특정한 시간단위를 제시하여 

비정규직이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일정 

기간 (혹은 특정 프로젝트 종료) 후에 종료되는 관계라고 서술했다. 또

한 Polivka et al. (2000)는 근로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

자리임을 명시하는 등,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의

가 저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나 연구하는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한권희, 이영환 & 복홍석, 2009).

 국내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김태영 (2017)은 비정규직을 통상적인 개념, 노상정위원회 분류, 비정

규직 보호법의 보호대상, 그리고 정부와 대비되는 노동계의 기준 등 총 

4가지 측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통상적인 개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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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

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 조직화된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노

사정위원회의 분류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의 통계가 개

념상의 혼란을 빚는 것을 막고자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제, 근로제공

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의 개념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은 2007년 7월 시행된 법안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와 단시간 (종일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그

리고 파견 근로자 (고용주와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는 근로자)를 보호대

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동유형을 계약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는데, 무기

계약, 유기계약, 그리고 대안적 고용관계 (시간제 근로, 파견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근로) 로 분류한다. 무기계약과 유기계약은 다시 근로지

속이 가능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정규직

은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에 해당한다. 그 외에 근로지속이 불가능

한 무기계약, 유기계약 (근로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대안적 고

용관계는 모두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한권희, 이영환 & 복홍석, 2009).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개념은 단순히 한 가지 측면에서 정의내릴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계약 형태, 근무 지속 여부, 근무 형태 등 다양한 근로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비정규직에 대한 선행연구

사업체 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 활용의 원

인, 비정규직을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김정우 & 송민수, 2016), 이를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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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기준으로 설정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비정규직에 관한 연구가 비정규직이 활성화된 원인

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것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현상으로, 기존

의 비정규직 연구 유형에서 벗어난 기타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10년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용수 (2009)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원인에 

대해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이론들에는 거래비용경제학 이론, 노동시

장분절론, 자원의존이론, 정보화론 등이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중점적

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제도주의 조직이론에서 언급되는‘동형화론 

(isomorphism)’개념 또한 비정규직의 활성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거래비용경제학 이론

에서 살펴보면,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거리비용을 최소화하

는 것에 초점을 둔 행위로 볼 수 있다.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 노

동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회사의 내부로 조직화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분절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노동시장이 동질적이거나 

단일한 총체가 아니라, 성격과 작동원리를 달리하는 이질적인 하위시장

들, 즉 1차 시장-2차 시장, 내부노동시장-외부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분절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비

정규직 고용의 원인 또한 찾을 수 있다 (이용수, 2009). 노동운동이 활

성화되고 노동조직이 전투적인 행동으로 기업에 대항하자 사용자측은 새

로운 고용관계를 형성해 그들을 분열시키고 통제하려는 측면에서 비정규

직의 고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Gordon, Edwards & Reich, 1982). 

다시 말해,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와는 정규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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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노동자와는 비정규 고용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라 불일

치하도록 만드는 전략인 것이다.

Pfeffer & Salancik (1978)으로 대표되는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

서 살펴보면,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직 환경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 받아야하기 때문에, 조직의 행위는 그 조

직이 직면에 있는 환경에 의해 외적으로 통제 및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조직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의존이론의 핵심은 

조직들이 외적 환경이 제공하는 자원이 아니라, 대체 자원의 존재 여부

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통제받고 조정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체자원을 모색함으로써 기존의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노동시장에

서 해석해보면,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함에 따라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체자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에 따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

려는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용수, 2009).

정보화론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제도 및 구조에 큰 

폭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으로, 노동시장 또한 큰 영향을 받

는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이고 급진적인 발전은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던 관료제화와 비대화의 특성 대신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특성을 중요하게 만든다. 

그에 맞춰 조직은 고용의 유연성을 증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이는 곧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비정규직 고용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용수, 2009).

제도적 조직이론에서 주장된 동형화론은 조직행위가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나 계산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여러 조직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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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규칙이나 의미를 공유하고 그로 인해 증가하는 동질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그 

제도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제도의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

는 것이다 (DiMaggio & Powell, 1983). 이를 비정규직 고용의 활성화

에 적용시켜보면,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의 효율성에 확신이 있거나 특

정한 근거에 의거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장

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어 있다면 그것을 대세적인 흐름으로 판단

하고 거기에 편승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편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Mangum, Mayall & Nelson, 1985; Montgomery, 1988; Abraham, 

1990; Davis-Blake & Uzzi, 1993; Abraham & Taylor, 1996; Uzzi 

& Barsness, 1998; Gramm & Schnell, 2001; Houseman, 2001). 

실증 연구들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 형태에 따라 비정

규직을 활용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 절감이나 

전문 기능의 필요성 등이 비정규직의 활용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활용의 결정 요인의 효과에 대한 결과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거나, 전혀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도 존재 한다 (김동배 & 김주일, 

2002; 김유선, 2003).

인건비 절감, 비용 통제 등을 비정규직 사용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

한 연구는 Montgomery (1988), Abraham & Taylor (1996), 

Houseman (2001), Gramm & Schnell (2001) 등이 있다. 

Montgomery (1988)는 인건비, 노동조합, 기업규모, 근무환경 등이 파

트타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파트타임 근로자의 사용 비

율 (5%, 10%로 나누어 결과 제시)에 따라 결과의 유의미함이 달라지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모형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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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사업체조사가 갖는 한계인 표본의 대표성과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Abraham & Taylor (1996)은 

기업이 도급을 맡기거나 한시적 계약을 통해서 외부에 일을 맡기는 원인

에 대하여 인건비 절감, 정규직의 업무 완화, 특수 업무에 대한 수요 등

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설명함으로써 기업이 인

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이유임을 설명하고 있다. 

Davis-Blake & Uzzi (1993)와 Mangum et al. (1985)는 기업규

모를 비정규직 사용의 결정요인으로 보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Davis-Blake & Uzzi (1993)는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대기업의 경우 관료제가 중소기업에 비해 발달했

고, 구성원들이 회사에 안정감을 느끼고 높은 몰입도를 나타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반해 Mangum et al. (1985)는 대

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합리적인 고용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 이외에도 파견근로, 계약근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김동배 & 김주일 (2002) 또한 사

업체특성, 경쟁전략, 인사조직시스템이 비정규직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대규모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활용에 정 (+)의 영향을 나

타낸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조직규모가 갖는 복합적인 의미 때문

에 비정규직 활용에 조직규모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어렵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도 존

재한다. 노동조합의 경우 내부의 고용 유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고용을 활용하도록 유인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만,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성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가

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Uzzi & Barsness (1998)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했는데,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정규직 활용의 정도 사이에는 

비선형관계(역U자형; converted U-shaped relationship)가 존재한다

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 경영진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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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을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충분히 강한 경

우 그러한 고용관계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김정

우 (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나는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비정규직 비율과는 역U자형,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과는 U자

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그에 반해, 노동조합과 비정규직의 활용이 선형적 관계에 있다고 밝

히는 논문도 존재한다. 박우성 & 박재용 (2005)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비정규직 비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고, 이택면 (2005)

은 연대지향이 약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비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한다. 이시균 & 김정우 (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노동조합

과 비정규직 활용관의 관계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노동조합과 비정규직의 활용 및 비율의 관계가 선형적이라고 주장하는 

논문들은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거나 연대하는 성향이 높으

면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을 줄이거나, 비율을 낮추는데 역할을 할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사전략, 조직 환경 등에 따라 비정

규직의 활용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연구한 논문들이 존재한다. 

인사전략의 경우 대체로 기업이 몰입형 인사전략을 추구하거나 육성형 

인사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비정규직의 활용 정도나 비율이 작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부환경에서 경쟁이 격화되거나 시장에서 비용우

위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조직 내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비정규

직의 활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는 반면, 고용변동성

이 클수록 비정규직의 활용이 감소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고

용변동성이 클수록 기업들이 경력직을 채용하려고 한다는 사실과 결부시

켰을 때 기업들이 노동거래의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는 결

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동배 & 김주일, 2002; 김유선, 2003; 박우성 

& 박재용, 2005; 류성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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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적 배경은 Atkinson (1984)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유연화론’에서 찾

을 수 있다. 노동유연화론은 기업이 세 가지 형태의 유연성을 얻고자 노

력하는데, 기능적 유연성, 수량적 유연성, 금융적 유연성이 그에 해당한

다. 기능적 유연성이란 “개별 노동자가 다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수량적 유연성은 

“총량 고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킴으로써 단기간에 필요노동력과 실제 

고용 인력을 일치시키는 능력”을 뜻하며, 금융적 유연성은 “임금이나 

노동비용을 기업의 성과와 연동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이 때, 다양한 

형태의 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과 노동시간의 자율 (변형근로시

간, 탄력적 근로시간 등)이 가능할 때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시균 & 김정우, 2006).

다양한 고용형태로 얻은 수량적 유연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이론적 주장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수량적 유연성

의 확보가 기업성과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론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성과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낙관론의 논리

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채용 및 해고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

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업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반해 회의론은 단순히 개인의 채

용 및 해고비용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에 

필요한 고정비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발적 이직이 증가하고 노동생

산성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데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노동비용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인 비용이 기업성과를 상쇄하거나 경영손실로 이어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한 실증연구는 다양하다. 비정규직의 조직효과성을 살

펴본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결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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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 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그리고 3) 비정규직

이 정규직에 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그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조직효과성이 낮다는 연구가 현재까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Hall & Gordon, 1973; Van Dyne & Ang, 

1998; 장은미, 1995; 정인수, 1997; 이도화 & 이상민, 2000; 이영면, 

나인강 & 이주형, 2013).

비정규직은 고용특성상 고용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급여나 복지 측

면에서 정규직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에 조직몰입과 심리적 계약

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전반적인 직무생활의 불만족으로 이어지

게 된다. 이러한 불만족은 결국 업무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조직시민행동

이나 조직몰입이 낮아지게 된다. Hall & Gordon (1973)은 비정규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직무만족과 역할갈등

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비정규직 여성이 직무만족이 낮고 역할

갈등을 자주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an Dyne & Ang (1998)의 연

구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위 측면에서 정규직

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낮은 조직효과성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데, 정인수 (1997)는 업무 만족도 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낮다고 발표했으며, 이도화 & 이상민 (2000)의 연구에서도 종합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태도와 성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조직몰입, 조직시민행위, 직무성과 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요인과 기업의 성과를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 이영면 외 (2013)의 연구

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기업의 성과를 정량변수와 정성변수로 구분하

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각각의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했을 때 주도적인 혁신, 

재무적 성과개선, 조직문화개선 등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

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직률과 같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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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조직효과성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McGinnis & Morrow (1990)는 인구통

계변수를 통제한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같은 

직무태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을 바탕으로 인구 통제변수가 직무태

도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Porter (1995)와 Krausz et al. 

(2000)는 비정규직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무태도 및 성과를 분석한 결

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조직효과성이 높다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Eberhardt & Shani (1984)와 Sinclair et al. 

(1990)의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 비정규직

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하는 등 연구대상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표

본의 특성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화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정원, 2006). 또한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이 비정규직의 조직 효과성이 정규직에 

비해 낮다는 점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보다 부정적

인 직무태도 및 낮은 업무성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경영학에서 다루어진 주제가 아닌 주로 

경제학에서 노동시장 이슈와 관련해서 연구된 내용이다. 사업체 중심이 

아닌 개인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상태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비정규

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연구했다 (김동배, 2013). 경제학 분야에서 주

된 관심사는 비정규직 근로가 정규직 전환으로 가는 가교(bridge)역할

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으로, 비정규직 근로가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디



- 13 -

딤돌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함정(trap)으로 작용하는지 규명하는 것이

다. 비정규직 근로가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견습계약가설

(probationary contract hypothesis)과 직업탐색가설(job search 

hypothesis) 두 가지가 있고,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비정규직

으로 이어지는 함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중핵·주변부 모형, 

내부자·외부자 가설 등이 존재 한다 (이시균 & 윤진호, 2007).

견습계약가설은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것은 사용주가 노동자를 교육 

또는 선별 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근로자는 사용주로부터 정

규직에 상응하는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신규 고

용을 할 때 선발절차만으로는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질이 기업에 맞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신입근로자를 파악하길 원한

다. 신입의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기업에 익숙해 질 수 있는 훈

련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 기간 동안 근로자는 교육

훈련을 통해 숙련될 수 있고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 동안 충분한 평가를 

통해 기업에 맞는 인물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비정

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로 인식하고, 현재 비정규

직 근로자의 낮은 임금 문제 역시 시간이 지나고 숙련의 과정을 거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

만 이러한 설명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일부 능력이 뛰어난 대상에

게만 해당되고, 시간제 근로자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노동

자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Booth et al., 2000).

디딤돌 가설의 다른 하나인 직업탐색가설은 구직자의 입장에서 주장

하는 것으로, 구직자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정규직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구직자가 비정규직 

근무를 통해 공백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

업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 효과를 피해 경력과 숙련을 쌓으면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

만 이는 시간제 근무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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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른 비정규직의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 특히, 직업탐색가설은 한 

사용자 아래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검증하는 것이 

아닌 구직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시균 & 윤진호, 

2007).

이와 달리 중핵·주변부 모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력이 달라 

기업 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근로의 함정을 주장하는 가설로 활용 된다 (Atkinson, 1987). 정규직은 

높은 노동력으로 기업의 중핵부문을 담당하고 비정규직은 낮은 노동력으

로 기업의 주변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다. 반면에, 내부자·외부자 이론은 유럽의 높은 실업률을 설명하는 이

론으로 기업 내부에 있는 노동조합에 의해 이중구조가 형성된 것을 강조

한다 (Smith, 1994).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그들의 조직원인 기

존의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임금상승

을 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신규고용을 억제하여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

는 것이다. 이를 정규직 전환에 적용시켜보면, 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

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여 노동조합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방

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자는 시장 경쟁적 측면에서 노동력 차이에 주목했다면, 후자는 시

장 외적 요소인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

들 역시 사회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관련 이슈, 즉 정규직과 같은 노동

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의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 등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종합해보면, 비

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디딤돌 가설과 

함정 가설 모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로 인한 문제점

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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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설들을 실증적인 데이터로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

교 효과와 함정 효과가 모두 관찰되지만 대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Booth et al., 2000; Storrie, 2002; Picchio, 2008; Berton, 

Devicienti, & Pacelli, 2011; Buddelmeyer & Wooden, 2011; Guell 

& Petrongolo, 2007; Mitchell & Welters, 2008). Berton et al. 

(2011)의 연구에는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에 속한 사람들의 종적 데이터

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근로가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

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정규 노동을 한 사람이 실업 상태

의 사람보다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혀냈

다. 하지만 이는 어떤 비정규직 고용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지

며, 같은 고용주로부터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 비정규직 

근로가 이루어지는 동안 회사에 특화된 기술을 배우는 것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

다는 점을 들어, 비정규직 고용이 신입 직원을 선별하기 위한 단계가 아

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Buddelmeyer & Wooden (2011)은 종단데이터 분석을 통해 호주

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향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함

으로써 다른 나라의 노동 시장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직을 근로

한 사람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정규직 근로의 가교 역할을 증명하였다. 특히 

기간제 근로를 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용주가 선별 도구로서 다른 비정규직 고용 형태보다 

기간제 고용을 더 활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여자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두고 연구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에 덜 민감하고, 남성

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은 여성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낙

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정규직 근로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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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파견근로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가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는 

견습 과정 또는 선별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ooth 

et al., 2000; Storrie, 2002).

반면, 국내에서는 비정규노동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

닌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함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류기

철 (2001)은 취업형태를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직할 때 발생하는 취업형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전 직장에서 비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에 비해 정규

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반면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

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이 정규직

으로 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에 머무르게 하

는 함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1%도 채 되지 않음을 실증

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비정규노동은 일시적으로 거치는 단계가 아닌 지

속적으로 이어지는 고용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효수, 2002; 남재량 & 

김태기, 2000; 금재호, 2000).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연

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시작 배경과 접근 방향이 이전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최근 10

년간 공공부문 기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으로, 현재까지 비정규

직과 관련된 사안에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김태

영 (2017)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나타난 배경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2007년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

로자, 파견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법안들 (이하 ‘비정규직 보호법’)

이 통과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온 현상이

라는 것이다. 



- 17 -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

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

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고용의 안정성만 꾀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등 처우에 관한 차별은 지속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

를 보여주었다. 또한, 2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부작용이 나

타나게 됐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 근로자

의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에 가려져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다가,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본격적

으로 등장하여 파견근로자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대

학교에서 학내 용역,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합의서를 

2018년 2월 6일에 체결하여 76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비정

규직 보호법의 제정과 개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도 비정규직 고용개

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이행을 독려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 과제로 설

정하였고, 공공부문 기관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유연한 대

응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유연성이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

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과 고용불

안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

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를 해소할 정책의 일환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2017).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

면서 지방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2012년에 두 차례 (3월, 12월)에 걸쳐 발표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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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의 노동정책은, 비록 정책의 범위가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 한정적

이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가지는 그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방공기업이나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2007년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전후로 하여 정부의 정책과 가이드

라인, 그에 따른 공공기관의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이른바 ‘위로부터의 

변화’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사례는 존재한다. 

김한솔 (2008)은 은행 및 일반 기업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으로 금융권에서 최초의 사례이다. 이전

에도 실적이 뛰어난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이 실시된 사

례가 일부 있었지만, 비정규직 전원이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진 것은 최

초의 사례였으며 이는 다른 은행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겨례, 2006). 뒤이어 산업은행과 부

산은행도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일어났는데, 특히 부산은

행의 경우 분리직군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비정규직이 시험 없이 정규직

으로 전환하여 비정규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전환이었

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한솔, 2008).

현대·기아자동차와 신세계 백화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

규모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일반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기아자

동차는 485명의 직원을, 신세계 백화점은 5,000명의 직원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차별금지적용에 해당되어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정규직 전

환을 실시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김한솔, 2008).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연구들이 2007년 이후에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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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전까지 기업에서 매우 소수의 형태로만 나타나던 현상으로 사

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 개정되고 그에 맞

춰 공공기관에서 대규모의 정규직 전환이 나타나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게 된 배경과 원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알아 볼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지

만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안

내할 수 있고, 공공기관 부문에서 확산되어 일반기업체에서도 이러한 현

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선행연구를 크게 1)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과 2) 비정규직의 정규

직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시균 & 윤진호, 

2007; 김한솔, 2008; 한권희, 이영환 & 복흥석, 2009; 김동배, 2013; 

변양규, 2013; 조원섭, 2015; 김태영, 201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시균 & 윤진호 

(2007)의 연구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이론들을 제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률을 실증

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전환 추이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정규직 전환이 

어려웠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조직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화가 더 유

리했다. 

김동배 (2013)는 노동조합, 기능적 유연성, 비정규직 비중, 기간제 

비중 등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노동조합과 호봉제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부(-)

의 영향을, 기능적 유연성, 기간제 이외 비정규직 비중, 기간제 비중 등

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이 중 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이시균 & 

윤진호 (2007)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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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기능을 살펴보는지, 또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나 분위

기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한솔 (2008)은 경남농협중앙회의 사례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여 상반되는 효과를 함께 살

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

로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관련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용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에 매진할 수 있

는 환경을 마련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선별적 대상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 변별력이 

떨어지고, 전환된 직원들의 업무영역에 한계가 존재하여 인력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 

한권희 외 (2009)는 비정규직 집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된 집단, 정규직 집단을 구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비정규

직 근로자에 비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절변수로 살펴본 내부노동시장, 노동특정성, 업무수행 자율성과의 상

호작용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가장 높은 회귀계수 값을 갖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조직효과성을 높

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조원섭 (2015)은 호텔 비정규직 종업원을 대상

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직무 만족 및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였다. 연구결과,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각

하는 정도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이 직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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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전환이 아닌 전환가능성을 독

립변수에 두고 해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탐색적 연구를 진행

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가정하고 설문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

서 발생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국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관찰되는 정규직 전환의 흐름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상이 뚜렷하

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노동법의 변화와 사회 내에

서 가치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

서 기업 내부의 특성 또는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여 정규직 전환 배경을 

살펴본다면, 전체적인 현상이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용효과나 직무 태도에 따른 조직 효과성, 

조직 내부의 특성 등 경제적 요소나 기업 내부의 요건에만 집중하고 정

부의 지침이나 사회적 가치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

아 새로운 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새로운 제도를 선택하는데 

기업이 고려했을 여건을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인이 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기업의 개별적 특성에 해당하는 경제적 요인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규직 전환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아닌,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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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제 1 절 사회적 요인의 영향

국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언급되고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2007년 이후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이시균 & 윤진

호 (2007)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설명하기 위

해 사용되었던 이론적 틀에 따라 국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살펴

본 결과, 비정규직 근로는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보다는 함

정으로 작용하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전환 제도 자체가 기업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보

호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

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했을 때, 경제적으로 국내의 정규직 전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발

생하지 않았던 정규직 전환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지침이 있은 후

부터 발생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가교 & 함정 이론이나, 경제적 의

사결정에 의한 선택이 아닌 사회적 압박 및 문화적 가치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설명하는 조직의 역할, 사회적 압력, 그리고 동형

화(isomorphism) 이론은 현재의 정규직 전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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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구성 및 행위는 사회적 규범 또는 

제도적 환경에 따라 결정되며, 그 환경에 적응해야지만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Tolbert, 1996). 이와 같은 주장

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조직의 구성 배경 및 역할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조직의 행위가 합리성이나 효율성에 따른 것

이 아니라 사회 구조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한다. DiMaggio & Powell (1991)은 조직의 변화 및 행동

의 동기는 합리성과는 무관하며 조직이 서로 유사해지는 과정, 즉 동형

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유사한 조직 군에 속하는 기업들이 서로 닮

아가는 과정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동형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동형화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규범적(normative) 동형화, 

억압적(coercive) 동형화, 그리고 모방적(mimetic) 동형화가 그것이다. 

억압적 동형화는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그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규범적 동형화는 유사한 조직군내

에서 통용되는 사회 규범적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 집단 내에서 설정한 

정책, 절차, 구조를 규범적으로 정당화된 것으로 인식하며 그에 따라 행

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모방적 동형화는 기존의 성공적이라고 여

겨지는 다른 조직의 구조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방

편으로 유사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형화 과정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기업이 정부(혹은 기업의 자금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르고, 같은 업종 내의 다른 기업이나 경

영자단체가 정해 놓은 규칙 등을 따르고, 그에 따라 기업의 행동이나 의

사결정이 정해진 다는 것이 동형화 이론의 주요 핵심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및 행동이 동형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주장했다. Decramer et al. (2012)의 연구에서

는 교육 기관이 직원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제도적 압력에 의해 교육 기관이 스스로의 시스템을 변형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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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들은 대학교 내의 교육 단위들이 스스로의 시스템을 수정하여 

새로운 직원 성과 관리 시스템을 받아들인 이유는 정부 및 법률의 영향

을 비롯한 연구 파트너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

으로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정

부의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기관을 벤치마크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

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인사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다른 조직

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경쟁적 압력을 받게 되고,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의 제도를 모방함으로써 같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직원 성과 관리 시

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Ravichandran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IT에 투자하

는 것이 경쟁자, 공급자, 고객들 그리고 주주들로부터 제도적 압력을 받

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IT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수익을 확

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모방적 동형

화와 규범적 동형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와 거래 파트너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IT 수준에 따라 거래를 지속하

거나 중단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IT 

투자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그들의 요구에 맞추지 않으면 거래를 중

단하고 경쟁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

와 거래 파트너로부터 강제적 동형화 과정을 통해 IT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Ye et al. (2013)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기업이 역물류(Reverse 

logistics)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 압력이 최고관리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역물류 시스템은 제품에 이상이 있

거나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 환불을 요청할 때 필요한 물

류 프로세스로 환경을 보호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

나, 중국에서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니

저의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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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모든 이해관계자, 즉 제도적 압력을 행사하는 대

상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합리적 결정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즉,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규제 및 시장에 형성된 

분위기에 따라 도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도적 압력을 행사하는 대상으로 정부의 압력(법률을 이용

한 규제), 전문가 및 소비자 집단의 의견, 그리고 경쟁 기업을 제시했다. 

정부의 규제는 혁신적인 환경 지침을 따르도록 만들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로, 기업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요소라고 주

장했다 (Murphy & Gouldson, 2000). 정부의 규제에 기업이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심할 경우 시장에서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태도 변화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및 소비자는 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구매처를 변경하는 것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쟁사의 경우 환경 

친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들여 높은 수익을 냄으

로써 기업의 제도적 모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밖에도 Ang & Cummings (1997)의 연구에서는 은행을 대상으

로 기업이 정보 시스템 아웃소싱을 결정하는데 제도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은행이라는 기업이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에 

비해 정부의 규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고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

을 도입할 때 제도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Honig & 

Karlsson (2004)는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은 정부나 지자체에 속

해 있는 지원 단체와 많은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작성하

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제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Liang 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이 기업에 도입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운영 단계를 지나 동화 단계에 있어서도 제도적 압력이 강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혁신의 주기 단계에 있어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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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소통은 도입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마지막 단계에

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제시했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기업은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 단순히 

기업 내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기업이 속해 있는 외부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제도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규제나 법률을 통해 기업의 행동

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 내에서 새로운 

규칙 및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경쟁 기업 등이 존재한다. 이를 비정규

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인사 제도에 적용해보면, 기업은 이 제도가 가

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압력에 의해 제도의 도입을 선택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에서 역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이 단기간에 이익이 나타나지 않고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이나 경쟁사의 영향력이 제도의 도입 여부

를 결정지을 것이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 기업에 비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도적 압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 교육기관은 

정부 및 펀드를 제공하는 회사의 요구에 순응하여 직원 성과 관리 시스

템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재정 및 자원을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

문이다. 공공기관 역시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정부

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비해 정부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살아남기 위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비해 정부의 지침에 더 잘 순응할 것이고, 그 결과 비정규

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의 선택을 단순히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문화적 

가치에 의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동형화 이론의 설명력을 약화시키는 것

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Goodstein (1994)는 일-가정 양립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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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기업의 태도를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전략적 책임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 

및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공공정책에 책임감 있는 모

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를 정규직 전환 제도에 연결시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배경을 단순히 정부의 억압에 순응하는 것이라 

설명하는 것은 조직의 선택 매커니즘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공

공기관은 정부의 지침에 순응하는 것에 더불어 자신들의 공적인 이미지

를 높이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신뢰를 높이

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경영자단체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규범적 동형화로 설명할 수 있다. 경영자단체는 한국경영자총회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이 사용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

하거나 결속력을 다지는 기관이다. 경영자단체에서 만들어놓은 규범이나 

기업들 간에 통용되는 가치, 제도 등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따르

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경영자단체와 다른 기업이 정당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경영자단체가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경영자단체는 비정규직 고용의 정당

성을 확산하고 합리화하는 등 비정규직의 활용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김윤호, 2009). 경영자단체로 부터 인사

제도와 관련된 자문을 구하는 등의 영향을 받는다면 사용자 집단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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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규범, 즉 비정규직의 사용이 일반적인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집단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은 비정

규직의 고용을 줄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범 및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 경영자단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로, 지금은 그 역할이 바뀌었을 가

능성이 높다. 정부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경영자단체를 우선적 대상으로 사회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

다. 제도적 이론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경영자단체 역시 하나의 조직으

로 생존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시장경

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경영자단체 내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

환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영자단체

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는 예측할 수 있다.

가설 2. 경영자단체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

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노동조합 역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이자 정치 세력의 하나로 기업의 제도 채택에 있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다 (Web & Web, 1911; Hyman & Brough, 1976; 

Elster, 1989; Western & Rosenfeld, 2011; 황선웅, 2017). 노동조

합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회적 조직에 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특히 사용자 측과의 협상, 단체교섭, 노동

쟁의, 노사협의회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켜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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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역시 기업이 채택하는 하나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이 비정규

직을 포용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포용

하는 것은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의 임금 및 복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도 같은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처우개

선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포용정도가 높은 노동조합의 경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관

심이 많고 이를 행동에 옮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앞선 두 개의 요인, 공공부문 여부

와 경영자 단체의 영향력과 비교했을 때 압력의 정도가 약하지만, 비정

규직을 대우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이어지게

끔 유도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가설 3.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포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

에 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제 2 절 기업 내부 요인의 조절효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때, 모든 기업이 같은 

수준으로 전환할 것인가?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제도주의자들은 기업

에 가해지는 제도적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요소에 대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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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면서, 기업이 제도적 압력에 다양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DiMaggio, 1988; Scott, 2005). 기업은 외부의 제도적 압력을 넘어서

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조직 루틴, 구조, 그리고 기준을 바탕으로 내부 

기관을 구성한다. 이 때, 기업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면 이

들의 이해관계가 외부 기관의 기대와 충돌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기업의 제도적 압력에 대한 다양한 대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

면, 기업이 외부 기관과 교류가 활발하고 관계가 밀접하다면 그들의 이

해와 외부의 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외부로부터 자

원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 제시했다 (Cui & Jiang, 2010). 

Oliver (1991)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특성 및 내부적 상황에 따라 

제도적 압력에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조직문화

(organizational culture)와 같이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가치나 특징이 

기업이 외부의 현상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마

다 사회의 압력이나 요구사항에 다르게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에

서는 기업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을 5가지 범주, ‘묵인(Acquiesce)’, 

‘타협(Compromise)’, ‘회피(Avoid)’, ‘저항(Defy)’, ‘조종

(Manipulate)’ 으로 나누고 기업의 가치관, 다양성, 외부 조직과의 이

해관계 일치 등의 내부적 특징에 따라 어떠한 전략적 대응이 나타나는지

를 분석했다. 연구자는 기업이 제도적 압력에 순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사회적 정당성이나 경제적 이익이 적다고 인식하면, 제도적 압력에 

저항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적 가치관 혹은 요구사항

이 기업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수록 저항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

으며, 제도적 규범이나 요구사항에 법적인 강제성이 적을수록 저항할 가

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기업 내부의 특징이 제도적 압력과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

절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Liu et al. (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이 새로운 물류 체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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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사회적 압력이 결정요인으로 작용을 하며, 그 과정

에서 기업의 조직문화 및 성향이 사회적 압력이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한

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은 기업이 혁신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혁신에 대한 제도적 기대와 규범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

명했다. 그러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혁신을 받아들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

과 비용을 예측할 수 있고,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기업의 태도 및 행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기업 내부에서 공유되는 가치, 믿음 등의 

집합체인 조직의 문화는 외부의 사건에 대응하고 전략적 선택을 결정하

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Deshpande et al., 1993), 인지되는 사회

적 압력과 혁신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 사이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의 문화 중 외부의 사건에 대응하는 성향과 관련

된 것으로 ‘유연성 지향(Flexibility orientation)’과 ‘통제성 지향

(Control orientation)’이 사용되었다. 유연성을 지향하는 기업의 경우 

창의성, 즉흥적인 행동, 위험감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원을 개발하고,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차별

화하길 원할 것이다. 반면 통제성을 지향하는 기업의 경우 질서, 예측 

가능성, 효율성 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규범적 동형화나 모방적 동형화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외부 조직과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함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유연성을 지향하는 기업의 성향은 제도적 압력이 새로운 

물류 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적으로 조

절하고, 통제성을 지향하는 기업의 성향은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Dubey et al. (2017)의 연구에서도 조직 문화가 조절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존의 제도주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도

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여 기업마다 다

르게 행동하는 원인을 기업마다 다른 조직 문화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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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조직 문화는 다양한 외부적 환경을 향한 조직의 대응을 예측

할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Zammuto & O’Connor, 1992), 

사회적 압력을 조절하는 변수로 활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들 역시 기업의 유연성 지향 문화와 통제성 지향 문화를 조절변수로 설

정하고 외부의 압력이 기업의 성과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미치는 영

향력을 조절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Teo et al. (2003)의 연구에서도 기업이 새로운 금융 전자 데이터 

교환(Financial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EDI)을 받아들일 때 사

회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조직은 서로 한정된 자원, 

고객, 정치적 권력, 경제적 및 사회적 적합함 등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행동에 순응하도록 압력

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사회 내에

서 정당성을 얻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

치를 대표하는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업이 자신의 자원을 지키고 

사회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FEDI를 도입할 때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경쟁자가 

FEDI를 받아들인 정도, 고객이 받아들인 정도, 공급자가 받아들인 정도

에 따라 도입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제도를 복잡

하게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모방적 동형화가 제도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

력을 조절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

어지면 떨어질수록 경쟁사가 도입한 모델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여 기업

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즉, 기업 내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따라 기업이 체

감하는 제도의 불확실성이 달라지고, 이는 모방적 동형화가 새로운 제도

를 도입하려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 내부의 자원이 제도적 압력과 기업의 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절

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Berrone et al. (2007)는 기업의 환경적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압력을 설명하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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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둘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보았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부를 

비롯한, 고객, 미디어 등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 

기업의 환경 관리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기업은 환경적 혁신을 도

입해야지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Bansal, 2005). 따라서 

제도적 압력이 기업의 환경적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저

자들은 기업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외부의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최고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을수록 환경과 관련된 혁신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제도적 압력에 응답

하여 다양한 혁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원의 유용

성이 제도적 압력이 환경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고 볼 수 있

다. 

Wang et al. (2017)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들 역시 제도적 압력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다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자원의 유용성을 제시했다. 자원 기반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자원은 희소성이 높고, 가치가 있으며, 경쟁사가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

이 불가능한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높은 경쟁력과 뛰어난 사업성과

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업전략은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유용성이 높을수록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자원이 풍부하다면 외부의 압력에 대응

하여 환경 친화적 경영을 실시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고, 동시

에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자원

의 유용성 외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을 설정했는데 환경윤리에 대한 기

업의 헌신(environmental commitment)이 바로 그것이다. 환경윤리에 

대한 의식이 높은 기업의 경우 환경 보호를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 여기

고 제도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환경 보호와 

관련된 방침을 마련하여 압력에 더욱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

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원의 유용성이 높고 환경보호에 대한 헌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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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일수록 외부의 압력이 환경 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owell & Joshi (2013)는 제도적 압력과 환경적 책임의 관계에서 

앞선 연구와 다른 조절변수로, 최고 경영 관리자의 몰입을 제안했다. 그

들은 제도적 압력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기업이 그 제도적 정당성을 지

지하는 정도와 제도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주장했다. 즉, 혁신에 대한 몰입 그리고 변화에 대한 능

력이 기업의 반응을 다양화 하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았다. 기존의 연

구들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변화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가진 

반면, 이 연구에서는 최고 관리자의 능력과 몰입 정도에 집중하였다. 이

는 최고 관리자의 가치관이 그의 리더십과 관계없이, 환경적 경영 관리

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Bansal & Roth, 2000). 좀 

더 일반화했을 때, 최고경영자 이론과 다른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환경

적 혁신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적 압력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형성하는데 

최고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Hambrick & 

Mason, 1984; Finkelstein & Hambrick, 1990).

조직 내 성별의 비중도 제도적 압력이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Pasamar & Alegre, 2015). 강압적, 모

방적, 규범적 압력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정책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일-가정 정책이 제도화되면 기업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조직적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외부적 압력에 순응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해당하는 성

별은 이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여성이 일-가정 양립 정

책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Pasamar & Alegre (2015)의 연구

는 스페인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는데, 스페인은 여성의 노동 참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육아는 여성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경우

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과 가정의 충돌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고, 기업이 제도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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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받는 것도 여성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조직은 그들의 구성원으로

부터 받는 압력에 응답하여 기업의 정당성을 확실히 하고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 내 여성의 비중이 많을 경우 또는 관리자의 자리에 

여성의 비중이 많을 경우 압력이 더욱 강해져 사회적 압력에 순응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더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비중이 제도적 압력과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과 사용의 관계를 조절

한다고 분석했다.

같은 주제의 연구에서 Pasamar & Valle (2015)는 전략적 선택 관

점과 제도적 관점을 통합하여 경제적 이익이 일-가정 양립 정책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몇몇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방해 행동

(withdrawal behavior)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가정 양립의 이

익은 직원들의 나태함과 결근, 이직률을 낮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으

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높이며 업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최근

에 미국의 기업들 사이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퍼져나가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용성을 분

석한 연구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여성이나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들의 조질 몰입과 직무 만족을 높인다고 밝혔다. 단순히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익도 제공하는데, 앞으로의 채용이

나 근속, 직장 내 협조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ise & Bond, 2003). 따라서 일-가

정 양립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기업에 긍정적인 결과, 이익을 가져올 것

이라는 인식이 관리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면, 사회적 압력에 순응하

는 것과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써 정책의 

도입을 더 격려하도록 만들 것이라 주장했다.

기업의 소유 구조 역시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는 기업의 행동을 다양

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Cui & Jiang (2012)은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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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소유권 결정

에 가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국유화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케이스를 분석한 이 논문은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IFDI)

와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OFDI)에 대한 정부의 규제, 그리고 국

내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규범적 압력 등 제도적 압력이 기업의 FDI 결

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FDI 전략적 선택에 대한 국가

의 규제는 기업의 내부적 목표 및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기업이 국가의 규제에 다양하게 대응하도록 만든다. 만약 기업의 

국유화 정도가 높다고 하면 정부에 대한 자원 의존도 및 지원 정도가 높

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에 순응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반면 국유

화 정도가 낮은 기업이라면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르기 위해 국가의 규제 

저항하는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가가 기업의 지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제도적 압력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의 관

계가 조절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기업은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새로

운 제도 또는 혁신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나타날 것이다. 외부의 압력이 기업의 목표

와 다른 경우 충돌이 발생하는데 기업마다 다른 내부적 요인에 따라 충

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외부적 압력과 제도

의 도입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내부적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

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의 경제적 요인으로 

외부적 압력이 조직의 이익과 부합하는 경우 쉽게 순응하여 제도의 도입

에 미치는 영향을 더 강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하여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의 문화적 

요인으로, 기업 혹은 관리자의 가치관이나 성향이 외부의 압력과 일치하

는 경우 순응하여 혁신을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항의 의지가 발생하여 제도적 압력이 혁신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약

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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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적용해보면, 기업의 내부 요소

가 사회적 압력이 정규직 전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대

한 외부의 압력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

양한 전략적 대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설 4. 기업의 내부적 요인은 사회적 압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

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고용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기업의 내부 요소 

중,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조절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비정규직을 활용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기업 내부 요인들이 전환의 강도를 조절하는 역

할을 수행할 것이다. 사업체패널의 기초통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비정

규직을 활용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을 

언급했다 (한국노동연구원, 2017). 이에 따라 기업 내부 요인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선별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

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기업재정 및 인건비

경제적 이익 측면을 살펴보면, 조직의 의사결정은 이익최대화의 원

칙에 입각하게 된다. 즉, 조직은 자신의 목표가 이익 최대화와 경쟁우위

의 확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조직효과성

을 높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것이다 (Abrahamson, 1991). 비정규직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대다수의 연구에서 비정규직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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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이 정규직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교환이론 및 

조직지원인식에 따라 직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지고 조직시민행동을 보여

주는 등 정규직의 높은 효과성을 설명하는 데에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직원

을 선호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긴다

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원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17년 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업체 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체 특성별 기간제 근로

자 및 사내하청, 용역을 사용하는 주된 원인으로 고용유연성 확보, 인건

비 절감, 그리고 업무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

을 줄여야 하고,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기업의 경우 정규

직 직원이 비정규직에 비해 효과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압

력이 작용할 때 기업이 압력에 순응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

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 제도적 압력에 대한 

저항의지가 발생할 것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이 사회적 압력에 순응하여 새

로운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인지할 때 제도적 압

력에 더 쉽게 순응한다. 즉, 사회의 압력이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Pasamar & 

Valle, 2015). 따라서 기업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경우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 이익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

에 대응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반면에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비정규직

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조직효과성 보다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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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적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 

건전성은 사회적 압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

화시킬 것이다.

가설 4-1. 재무상태의 건전성은 사회적 압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조직은 재정이 어려울 때 비용 삭감의 

일환으로 인건비 절감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

환하지 않는다.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것에 

의거한 논리적 흐름으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건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이는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angum et al., 1985; Montgomery, 

1988; Kalleberg et al., 2003). 국내 연구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제공받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4대 보험 및 퇴직금과 같은 비급여인건비의 경우 비정규직

과 정규직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김유선, 2007). 

이와 같은 배경에서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급여인건비 격차가 큰 경우 인건비의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기업의 효율성을 따져보았을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

로 전환해서 얻는 이익보다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이 더 크게 작

용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 불이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인지하게 된다. 

이는 기업 재무상태의 불건전성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사회적 압력에 저

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 결과, 비

급여인건비 비율이 높으면 사회적 압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

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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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2. 정규직에 대한 비급여인건비 비율은 사회적 압력이 비정

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2. 조직과업환경

조직이 처한 환경 역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특히 비정규직의 활용 정도가 높아지

는 원인으로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동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서 비정규직의 고용이 많아지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

다 (Gramm & Schnell, 2001; 김동배 & 김주일, 2002; Kalleberg et 

al., 2003). 본 논문에서는 조직과업환경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환경역

동성과 환경풍요성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배경을 살

펴보고자 한다. 

환경풍요성은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정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환경풍요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

해 환경의 위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Dess & Beard, 1984). 환경이 

풍요롭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게 여유자원을 가져다준다는 의미이기 때

문에, 환경풍요성이 높은 조직은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 인력에 투

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논의했던 것과 같이 정규직 근로자가 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조직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의 위협이 낮은 

기업의 경우 인건비 절감이나 노동유연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성과 높은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할 것

이다. 이를 정규직 전환 압력에 적용해보면, 환경풍요성이 높은 조직은 

비용 삭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

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기적 조직효과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압

력에 쉽게 순응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높은 환경풍요성은 사회적 압

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

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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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역동성은 환경의 안정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이 자신

의 사업성과 및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Dess & Beard, 1984). 환경의 역동성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수량적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능적 유연성의 경우 정규직 근로

자들이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여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반면에 수량적 유연성의 경우 근로자의 수를 조절함으로

써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가 용이한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수량적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생각해보

면, 기업이 자신이 속한 시장의 환경이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노동의 수

량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고자 할 것이다.

즉, 비정규직의 활용 정도를 높여 불안정한 시장 환경에 맞춰 근로

자의 수량조절을 할 수 있는 고용상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

경역동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근로자 개인의 조직효과성 보다는 현재의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

는 수량적 노동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를 사회적 

압력에 적용해보면, 환경역동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사회적 압력에 순응

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노동유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기

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나, 제도적 압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4-3. 환경풍요성은 사회적 압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4-4. 환경역동성은 사회적 압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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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관리 제도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인사관리 제도와 비정규직의 활용 간의 상관

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상반되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몰입 인사관리 시스템(High Involvement Work System, 

HIWS)을 기준으로 대체가설과 보완가설이 존재하는데, 대체가설의 경

우 고몰입 인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육

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고용보다는 정규직 

고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구축하여 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

는 데 집중할 것이라 본다. 이와 달리 보완가설에서는 핵심 업무에는 정

규직 직원을 배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업무에서는 비정규직

을 고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두 가지 경쟁가설에서 어느 것이 더 우

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김윤호, 2009).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이 사회적 압력과 제도의 

채택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

다. 대체가설을 바탕으로 설명하자면, 기업이 고몰입 인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람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

여 직원의 육성을 중요시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몰입 인사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기

업은 제도적 압력에 더 쉽게 순응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고

몰입 인사관리시스템은 사회적 압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에, 보완가설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몰입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

입한 기업은 정규직 직원의 육성에 더 집중하기 위해 주변부 업무에 비

정규직을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행동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제도적 압박은 기업으로 하여금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데 방해요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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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고몰입 인사관리 시스템이 사회적 압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이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보완가설에 중점을 두고 인사관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조절효

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요활용 직종 중 단순직이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2017). 따라서 고몰입 인

사관리 시스템은 사회적 압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

력을 약화시킨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4-5. 고몰입 인사관리 시스템(HIWS)은 사회적 압력이 비정

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그림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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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데이터와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체패널조사의 데이

터중 가장 최신 자료인 6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2년부터 2004년까

지 선행 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부터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격년으

로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총 6번에 걸친 조사 (WPS2005, WPS2007, 

WPS2009, WPS2011, WPS2013, WPS2015)가 이루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확인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된 인원을 바탕으로 비율을 측정하였다. 연구 초기단계에서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2014년에 조사된 5차년도 자료를 독립변수로 구성하고, 

2015년 말을 기준으로 2016년에 조사된 6차년도 조사를 종속변수로 

구성함으로써 인과적 타당성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5차년도 자료에 이

어 3차년도 자료에서도 패널이 유지된 사업체수 1,295개 중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결합하였으며, 종속변수에 결측치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한 69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 45 -

제 2 절 측정

1. 독립변수

가설 1에서 가설 3까지 독립변수는 ‘공공기관 여부’와 ‘경영자

단체의 영향력 여부’, ‘노동조합의 보호’ 세 가지이며, 각각의 변수

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 여부’와 ‘경영자단체 영향 여부’는 각각 더미변수로 

나타내며, 공공기관일 경우 ‘1’로 나타내고, 사용자 단체의 영향을 받

는 경우 (인사제도와 관련한 자문을 사용자단체로부터 받는 것) 역시 

‘1’로 코딩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노동조합의 보호’ 역시 노동조

합이 비정규직의 임금과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1’로 코딩

하여 더미변수를 생성한 뒤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2.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총 4가지로 ‘재무상태의 건전성’, ‘비급여

인건비 비율’, ‘조직과업환경’, 그리고 ‘고몰입 인사관리 시스템’

이 그에 해당한다. ‘재무상태의 건전성’부채비율로 측정하였으며, 부

채 비율은 전체 자산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확인하였다. 재무건

전성은 유동성,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안정성을 기본 지표로 선택

하였다. 그 중에서 부채비율은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

업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이균봉 & 

지상현, 2012).

‘비급여인건비 비율’은 기업들이 손익계산서상에 보고한 인건비 



- 46 -

항목(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을 합산한 총 인건비 중에서 비급여인

건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와 복리후생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하

여 측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급여인건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부가급여 수준, 연금과 건강보험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관련 항목에 대한 대리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Montgomery, 

1988; Davis-Blake & Uzzi, 1993). 사업체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국

내의 논문에서도 채용비용이나 해고비용을 대신할 수 있는 각종 대리변

수를 활용하여 비급여인건비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기업별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직접 비급여인건비를 계

산하여 내용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김윤호, 2007).

‘조직과업환경’은‘환경역동성’과 ‘환경풍요성’으로 나누어 분

석한다. ‘환경풍요성’의 경우 시장 수요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과 시장

에서의 경쟁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역동성’의 경우 제품 및 조직 혁

신과 관련된 7개 항목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시장에서의 변동성 정도를 

확인할 변수로 활용하였다 (김윤호, 2009).

‘고몰입 인사관리 시스템’의 경우 인사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4개 

항목의 평균값을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질문은 7점 척도로 응답

되어있다. 질문 중 하나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인사관리의 일차

적 목표는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을 높이는 데 있다.”

3. 종속변수와 통제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

율’이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

업체가 2013년 말~2015년 말 사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한 경우 

전환된 인원을 전체 비정규직 인원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측정한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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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변수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

려하여 산업의 종류(제조업 = 1, 그 외 산업 = 0), 기업의 연령

(2018-설립년도), 기업의 크기(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단독사업장 여

부(단독사업장 = 1, 다수사업장 = 0) 등 4개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제 3 절 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살

펴보면, 많은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측 

절단(left-censoring)된 분포를 보인다. 이를 가지고 일반적인 회귀분석

을 실시하게 되면 자료의 특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빗

(tobit)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김윤호, 2007).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α + 11  22 + 312 + ε
   ≤ 

     

여기서  은 종속변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며, 1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사회적 요인), 2는 
사회적 요인이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조절변수(기업
의 내부적 요인), 는 추정계수, 그리고 ε는 오차항으로 ～N(0, σ2)이다. 
선형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토빗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사용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하여 선형적 회귀분석에 

대응되는 추정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확률을 추정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기 때문에 전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왜곡 없이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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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요 변수의 평균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정규직전환비율 1

2.공공부문 -.002 1

3.경영자단체 .083* .054 1

4.노동조합 .052 -.029 .100** 1

5.부채비율 -.024 -.020 -.040 -.031 1

6.비급여비율 .053 -.035 .039 0 -.057 1

7.환경풍요성 .032 .335** -.032 .003 -.061 -.065 1

8.환경역동성 .008 .014 .124** .068 -.137** .130** .129** 1

9.HRMS -.013 .015 .085* -.028 -.033 .105* .117** .290** 1

10.산업 .062 -.287** .016 -.108** -.056 .083* -.103** .124** .082* 1

11.기업연령 -.034 -.001 .046 -.100** -.039 .097* -.138** .007 .003 .144** 1

12.기업규모 -.022 .162** .178** .033 -.039 .108* .060 .113** .131** -.028 .276** 1

13.단독사업장 -.068 .052 -.057 .044 .075 -.173** .005 -.090* -.078* -.108** -.106** -.169** 1

주. *p<.05, **p<.01 수준에서 상관관계 유의 (양측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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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표2>부터 <표5>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및 사회적 요인과 정규직 전환 사이의 관

계를 조절하는 기업의 내부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토빗(tobit) 분석의 

결과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모형1>은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독립 변

수들을 투입하여 주효과, 즉 사회적 압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고, <모형2>는 기업의 내부적 요인을 독립변

수로 투입하여, 내부적 요인이 정규직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았다. <모형3>부터 <모형8>은 기업의 내부적 요인이 사회적 

압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조직의 공공기관 여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기업이 받는 사회적 압력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압력이라고 예측했고, 그 정부의 압력을 나

타낼 수 있는 변수로 조직의 공공기관 여부를 측정했다.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이 국내의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2007년 이후 비

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이고, 정부의 주도 하에 공공기관을 중심으

로 전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

각했다. 하지만 <모형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직의 공공부문 여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경영자단체의 영향과 노동조합의 영향이 기업의 정규직 전

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영자단체와 노동조합의 영향 모두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와 가설 

3은 지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영자단체의 경우 앞선 가설설정 단계

에서 기업에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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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경영자단체는 시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정당성을 확산하고 합리화

하는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활용을 높여온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규

직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윤호, 2009).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이후 비정규직의 사용에 제한

이 발생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고 정규직으

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경영자단체는 사

회 내에서 전체 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써 정부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제안할 때 이를 성공시키

기 위해 경영자단체를 중심으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단체는 사회에서 존립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권장하는 분위기 및 방침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영자단체의 영향을 받는 기업일수록 

규범적 동형화 과정에 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게 되고,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논리적 흐름을 뒷받침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의 경우,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포용하고 

임금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면 기업 내의 정규직 구성원들이 비정규직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용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업은 비정규직

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볼 수 있다.

<표3>은 기업의 내부적 요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본 논문의 선행연구 정리 단계에서 예상한 것과 일치하

는 결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규직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의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및 압력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적 요인이 간접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과 정규직 전환 사이의 관

계를 기업의 내부적 요인이 조절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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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사회적 요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

<표3> 기업 내부적 요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

모형1

상수항 -48.858(11.858)

독립변수

공공기관 4.636(6.217)

경영자단체 8.887(4.190)**

노동조합 15.463(7.528)**

통제변수

산업(제조업) 6.05(4.455)

기업연령 -0.07(1.358)

기업규모 2.491(1.851)

단독사업장 -6.63(4.338)

N 682

Log likelihood -1004.644

Chi2(df) 16.80(7)

주: *p<.1,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단측검정), 괄호 안
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모형2

상수항 -22.738(24.911)

독립변수

부채비율 -0.016(0.065)

비급여인건비 0.332(0.285)

환경풍요성 -2.143(3.658)

환경역동성 -1.630(5.658)

HRMS -6.588(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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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와 <표5>는 기업의 내부적 요인이 가지는 조절변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경영자단체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정규직 전환에 영향

을 미칠 때 영향력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업의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모형4>부터 <모형8>까지 차례대로 부채비율, 비급여인건비 비율, 환경

풍요성, 환경역동성 그리고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인사관리 시스템의 조

절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6>과 <모형8>에서 

각각 환경풍요성과 인사관리 시스템이 가지는 조절효과가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8>을 살펴보면 기업이 고몰입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할수록 

부(-)적인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규직을 대상으

로 한 인사관리 제도가 사회적 압력이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모형6>에 나타난 결

과이다. <모형6>에 따르면 기업의 시장 환경이 풍요로울수록 부(-)적인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환경풍요성이 사회적 압력이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가설설

정 단계에서 기업의 시장 환경이 풍요로우면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보다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기적 

통제변수

산업(제조업) 7.706(4.766)

기업연령 -0.178(0.157)

기업규모    4.990(2.198)**

단독사업장 -5.936(4.982)

N 469

Log likelihood -711.373

Chi2(df) 12.89(9)

주: *p<.1,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단측검정), 괄호 안
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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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분석결과를 보면 조직의 

환경풍요성이 높을수록 경영자단체가 행사하는 압력에 저항하여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절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투입한 만큼 유효

한 것으로 나타난 조절효과가 독립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 값

을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6>과 <표7>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경영자단체와 환경풍요성, 그리고 공공기관 여부와 인사관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표6>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단일 변수로 놓고 분석하여도 환경풍요성은 경영자단체가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표7>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여부와 인사관리 시

스템의 상호작용 결과 값이 유효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여

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인사관리 시스템이 조절

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선 표에서 나왔던 인사관리 시스템의 유효한 조

절효과는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온 우연한 값으로 해

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기업 내부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종합해보면 여러 요인 중 환경풍요

성의 조절효과성이 확인되어,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여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과 대부분의 기업 내부 요인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

여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결론 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

고자 한다. 또한 환경풍요성의 영향력이 가설과 반대의 방향으로 유효한 

결과가 확인된 것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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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기업의 내부적 요인이 가지는 조절효과 분석 1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53.083(13.396) -52.872(13.421) -54.514(13.462)

독립
변수

공공기관 1.429(9.342) 1.712(9.512) 0.898(9.359)

경영자단체 5.598(4.84) 6.121(4.881) 5.537(4.83)

노동조합 12.659(8.496) 14.713(8.879)* 11.514(8.725)

조절
변수

부채비율 -0.013(0.065) -0.048(0.106) -0.022(0.065)

비급여인건비 0.316(0.284) 0.337(0.284) 0.326(0.441)

환경풍요성 -1.51(3.814) -1.328(3.818) -1.574(3.809)

환경역동성 -2.843(5.664) -2.75(5.722) -3.844(5.687)

HRMS -5.865(4.232) -5.869(4.243) -5.676(4.229)

상호
작용 
(1)

공공기관*부채
비율

0.234(0.208) -

경영자단체*부
채비율

- -0.003(0.141) -

노동조합*부채
비율

- 0.301(0.403) -

상호
작용 
(2)

공공기관*비급
여인건비

- - -1.012(0.795)

경영자단체*비
급여인건비

- - 0.14(0.565)

노동조합*비급
여인건비

- - 1.284(1.367)

통제
변수

산업(제조업) 8.537(4.915)* 8.412(4.939)* 8.332(4.9)*

기업연령 -0.138(0.158) -0.143(0.159) -0.141(0.158)

기업규모 4.229(2.222)** 4.131(2.227)* 4.533(2.235)**

단독사업장 -6.21(4.989) -5.758(5.003) -5.9(5.006)

N 466 463 463
Log likelihood -709.370 -708.405 -708.078
Chi2(df) 16.58(12) 18.19(15) 1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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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기업의 내부적 요인이 가지는 조절효과 분석 2

모형6 모형7 모형8

상수항 -52.959(13.527) -53.883(13.419) -54.877(13.471)

독립
변수

공공기관 6.17(11.031) -0.253(9.702) -0.334(9.791)

경영자단체 5.641(4.916) 5.719(4.85) 4.683(4.836)

노동조합 12.537(8.638) 11.819(8.674) 8.476(9.314)

조절
변수

부채비율 -0.013(0.064) -0.023(0.067) -0.015(0.065)

비급여인건비 0.327(0.284) 0.299(0.284) 0.377(0.286)

환경풍요성 9.082(6.591) -1.499(3.789) -2.382(3.846)

환경역동성 -2.57(5.662) -9.13(9.451) -1.966(5.67)

HRMS -6.34(4.264) -5.805(4.224) 1.129(6.495)

상호
작용 
(3)

공공기관*환경
풍요성

-6.648(14.296) - -

경영자단체*환
경풍요성

-13.763(7.914)* - -

노동조합*환경
풍요성

-15.514(15.423) - -

상호
작용 
(4)

공공기관*환경
역동성

- -30.094(22.247) -

경영자단체*환
경역동성

- 11.45(11.384) -

노동조합*환경
역동성

- 8.384(20.047) -

상호
작용 
(5)

공 공 기 관
*HRMS

- - -38.537(19.597)**

경 영 자 단 체
*HRMS

- - -7.514(8.331)

노 동 조 합
*HRMS

- - -13.654(17.463)

통제
변수

산업(제조업) 9.018(4.932)* 8.223(4.893)* 8.416(4.909)*

기업연령 -0.126(0.158) -0.114(0.158) -0.144(0.158)

기업규모 3.996(2.245)* 4.18(2.221)* 4.7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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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환경풍요성이 경영자단체의 영향에 미치는 조절효과 검증 

N 463 463 463
Log likelihood -706.871 -707.724 -706.160
Chi2(df) 20.66(15) 19.16(15) 21.86(15)

주: *p<.1,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단측검정),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모형10

상수항 -49.776(11.18)

독립변수 경영자단체 10.933(4.219)***

조절변수 환경풍요성 11.198(5.418)**

상호작용
경영자단체 * 
환경풍요성

-12.476(6.397)**

통제변수

산업(제조업) 4.689(4.238)

기업연령 -0.067(0.134)

기업규모 2.698(1.841)

단독사업장 -5.36(4.295)

N 682

Log likelihood -1004.596

Chi2(df) 16.262(7)

주: *p<.1,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단측검정), 괄호 안
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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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HRMS이 공공기관의 영향에 미치는 조절효과 검증 

모형9

상수항 -48.098(11.199)

독립변수 공공기관 4.047(6.258)

조절변수 HRMS -3.454(3.723)

상호작용
공공기관 *
HRMS

-8.587(10.551)

통제변수

산업(제조업) 5.494(4.497)

기업연령 -0.118(0.135)

기업규모 3.781(1.876)

단독사업장 -6.56(4.365)

N 682

Log likelihood -1008.412

Chi2(df) 9.750(7)

주: *p<.1,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단측검정), 괄호 안
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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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토의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상을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인 개인적인 관점에 집중하거나 탐색적 연구에 머무는 것에

서 벗어나 기업의 입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정규직 전환 현상

은 기업의 내부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별 특성에 따라 사

회적 압력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이 가지는 영

향력을 조절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 결과, 경영자단체와 노동조합이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공공부문 여부가 

미치는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업 내부적 요인의 조절효과는 부분

적으로 나타났는데, 경영자단체가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부(-)

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공부문 여부가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

에 관하여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분석에 사용한 사업체 패널

데이터에서 공공부문의 사업장이 민간부문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했던 5차년도 자료를 보면 민간부문 사업장은 1,656개인데 

반해 공공부문 사업장은 119개로 수의 차이가 10배가 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5차년도와 6차년도 

모두 응답한 사업장 및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 59 -

의 사업장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

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공공부문 여부가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분석을 시행한 데이터의 수집연도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

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 된 이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환

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2017년 이후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공공기관 여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체 패널데

이터는 2년마다 조사되는 것으로 2017년 이후의 데이터는 2년 후에나 

검증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패널데이터 역시 확인되지 않아 2013년

과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나타난 

것만으로는 공공기관 여부가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

단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의 고용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민간 기업에 비해 절반 정도의 수준이지만 파견이나 용역,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민간 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종진, 

2017). 정규직 전환은 주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파견·용역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도 상대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

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비교할 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

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 내부적 요인 중 환경풍요성을 제외한 다른 변수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본 논문에서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는 기업 내부적 요인을 모두 확

인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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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조절하는 기업의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었는데, 최고경영자의 

가치관, 조직 문화, 조직 구성원의 특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의 가치관이나 특성은 기업에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을 해석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요인이 정규직 전환

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 제시한 것 이외에 다른 내부적 요인을 분석했을 때, 조절효과가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원인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활용하는 국내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 즉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

고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동안 견습계약가설에 따라 직원은 

업무를 배우고 숙련하는 과정을 거치고, 기업은 직원이 기업에 맞는 사

람인지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다. 하지만 사업체 패널데이터 기초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체 기간

제 근로자의 약 25%가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활용의 원인으로 고용유연성과 인건비 절감을 제시하고 있다. 사내하청

이나 용역, 파견근로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논

문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업이 몰입형 인사

관리 제도를 채택할수록 사회적 압력의 영향력을 부(-)적으로 조절한다

고 나타났다. 이는 조직이 핵심 업무에 정규직을 배치하고 그들을 집중

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주변부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

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업의 주변 업무를 맡기는 대상이자 유동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 내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

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기업의 특성이 조절효

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절효과 분석에서 환경풍

요성이 경영자단체가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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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기업의 시장 환경이 여유롭다면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여 정규직 전환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이라 추측했지만, 본 논문

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시장 환경이 좋을수록 사회적 요인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기업 내부적으로 시장 환경이 좋다면 사회적 압력에 대항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업무적으로 정규직과 분리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배경이 존재하겠지만 국내의 채용문화가 중

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업을 중심으로 노

동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직무보다는 어떤 기업에 소속되

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반면에 미국과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직

무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경력을 쌓는 것을 중

요하게 생각한다 (이진구 외, 2016). 이는 서로 다른 채용 방식으로 이

어지는데, 국내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공채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시기

에 시험 등을 통해 대규모의 정규직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시스템을 가

지고 있는데 반해 서구권 국가에서는 직무를 중심으로 충원이 필요할 때 

수시 채용을 보편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비정규직의 활용

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채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기업이 만들어낸 공채 시험을 통과했는지 여부이다. 직무에 맞는 

경력을 많이 쌓아도 공채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규직 직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숙련 기간

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직

무 중심의 수시 채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에서는 직무 관련 경력

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핵심이다. 따라서 경험이 없는 신입 직원의 경

우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숙련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의 정규직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

이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데 신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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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 2013). 

공채제도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결국 업무적으로 분리

되는 결과를 낳고, 비정규직이 주변적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닌, 또 다른 비정규직

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상은 노동시장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압력

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전

환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무 중심의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전환이 경제적 관점에서 필요하

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과 정

규직 전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부족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논문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많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

직 전환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고 

정규직 전환이 발생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의 국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거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비정규직 활용과 비정

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했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의 원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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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비정규

직의 정규직 전환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 주제가 주로 경

제학에서 노동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개인

(구직자)의 관점에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하지

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정규직 전환의 경우 앞서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노

동시장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은 형태로,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나타난 변화이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공공기

관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

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의 연구에서 적용했던 이론적 배경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개인의 고용형태 변화에 집중

했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나 인사관리 형태 등 경

제적 특성에 집중하여 정규직 전환이 발생하는 배경을 살펴보았다면,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압력과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경제적 판단이 아닌 사회 내에서 정당성 획득을 위해 이루어진 

판단이라고 제시했다.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회적 요인

이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에 의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되 기업 내

부적 요인에 따라 영향력의 크기가 조절된다고 판단했다. 연구결과 제안

했던 것과 같이 기업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내부적 요인의 조절효과는 예상과 달리 크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나 특성에 영향을 받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에 의해 일시적

으로 나타나는 선택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노동시

장에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경제적으로 필요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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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의의를 가진다. 국내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한정

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이 아닌 

탐색적 연구이거나 정규직 전환을 가정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한 방식이

었다. 이 경우 기업에서 응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관점을 제대

로 반영할 수 없고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의 전체적인 흐

름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연구

원에서 2년마다 수집하는 사업체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3년과 2015년 두 해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시간적 선행성 

요건을 만족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사회적 요인과 정규직 

전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업 내부적 요인을 다양하게 살펴

보지 못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요인에 대응하

는 기업 내부적 요인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몇 가

지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조절효과를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정규직 전환을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요인으로 공공기관의 

여부를 제안했으나 이 역시 분석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

관에서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전환한 시기가 2017년 이후이기 때문에 분

석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적 요인과 함께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독립변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던 설문문항이 다소 정교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예로 들면,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

르다고 제안하였지만, 실제 측정에 사용된 변수는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의 임금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이었다. 단순히 비

정규직의 임금에 관한 협상 여부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에 가

입할 자격을 수여받을 수 있는지, 비정규직이 참여하여 임금 협상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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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노동조

합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수를 참고하여 새로운 지수

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논문에서

는 사회적 요인으로 세 가지만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서 절대

적인 연구 수가 매우 부족한 주제 중 하나이다. 정규직 전환 원인을 살

펴보는 연구도 부족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개인의 성취에 혹은 기업의 

성과에, 나아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 또한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배경을 사회적 관점

은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 또는 기업의 관점과 개인의 관점 등 다각도에

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규직 전환이 사회 전반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도 함께 진행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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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social pressure on ‘temporary to 

permanent’ decision of company

: moderating effect of internal factors of company 

Gyubi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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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temporary to permanent’employment in Korea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Beyo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which is focusing on the personal viewpoint or staying on the 

exploratory study, we analyzed the cause of employment 

transition from the viewpoint of company and tried to offer 

theoretical background.

The transition of irregular to regular workers, which have not 

occurred in the existing labor market in Korea, has been enact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irregular 

workers and the start of large transition to regular work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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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ssumed that 

the current transition phenomenon is affected by social pressure 

rather than the company’internal factors of the company. 

That’s why we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pressure on the 

transition to full-time employment based on the ‘isomorphism 

theory’, rather than the economic perspective. We summarized 

various social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of the company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se three factors; ‘whether it is a 

public institution’, ‘influence of an Organization of 

Employers’, and ‘union’s protection for temporary workers’

In addition, we expect that the influence of social pressure 

will be moderated b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each 

company. We explained that the impact of the social pressured 

on the transition from temporary to permanent workers is 

depending on the internal factors of firms. We figured out 

various internal factors of the company which have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essure and the employment 

transition and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se three 

factors; ‘financial problem’, ‘the ratio of non-salary labor 

expenses’, ‘business environ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f an 

Organization of Employers and labor union has impact on the 

transition from temporary to permanent employment. However, 

we can’t find any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about the employment transition. In addition, it 

was partially support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internal 

factors of firms, where an Organization of Employers mod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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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pressure and the transition 

from temporary to permanent nega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hoice of the transition to regular 

employees is due to social pressure rather than economic 

factors.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the current transition 

to regular employment is a transitory phenomenon due to social 

factors.

This paper confirmed the influence of the social pressure on 

the choice of transition to permanent employment using panel 

data. In addition to adding new information to existing research 

on the transition from temporary to permanent employment, we 

also expla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domestic 

phenomena that were not understood by previous studies. We 

explained the results based on the understanding about the 

domestic recruiting systems and the state of temporary workers 

and suggested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recruiting 

system in advance.

Keyword: temporary to permanent, social pressure, institutional 

theory, isomorphism, moderating effect of internal factors 

학번: 2016-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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