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사회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준 혁



사회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수  영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준  혁

박준혁의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안  상  훈     (인)

       부위원장      구  인  회     (인)

       위    원      김  수  영     (인)



- i -

국문초록

사회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준혁

본 연구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의 창의성(creativity of labour)’ 개념에 초점을 맞춰 노

동자의 창의적인 성향(creative disposition)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검

토하고 국가의 사회정책이 이 같은 개인수준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특히, 사회정책의 영향을 세부 정책별로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정

책적 조건에서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업무 수행에 있

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규

명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을 둘러싼 우호적인 사

회환경이 창의성 발현에 중요하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개인의 삶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시도는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건에서 노동의 창의성이 발현

되는지,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연구과제로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미시적 수준에서 노동자의 창의

적 성향은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정



- ii -

책 특성은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사회정책 특성이 조절하는가?

이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다시점 개

인자료를 결합한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을 분석전략으로 채택하였

다. 나아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5차(2005-2009)와 6

차(2010-2014)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자료로 선정, 국가-시기별로 변화하는 

사회정책 특성이 노동자의 창의성에 미친 영향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

였다. 다수준 분석에 포함된 최종 분석대상은 근로연령(16-64세) 범위에서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중 노동의 창의성을 비롯한 개

인특성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로, 총 15,371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

다. 분석대상에서 자영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표준적인 고

용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일제 및 시간제 노동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자율성이 월등히 높아 종속변수에 대한 값을 왜곡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노동의 창의성은 “현

재(과거)에 본인이 맡은 직무가 얼마나 창의성을 요구하는지”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개인의 창의적 

성향은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WVS 데

이터베이스에서 창의적인 업무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 있는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노동

의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분석결과, 창의적 성향은 성별, 연

령, 교육수준, 정규직 여부, 소득수준, 직무자율성, 직무복잡성과 같은 인적 

및 직무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노동의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개인 수준의 변수들과의 영향력을 비교해봤을 때

에도 직무특성과 관련된 변수(직무복잡성, 직무자율성)를 제외하고는 노동자

의 창의적 성향은 노동의 창의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인임

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사회정책 특성은 노동자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선행연구 내용을 토대로 사회정책 특성을 공공고용



- iii -

서비스지출, 직업훈련지출, 고용인센티브지출, 고용보호엄격성, 실업급여관대

성, 가족복지지출, 기타사회지출(건강보험, 주거지원, 공공부조, 상병수당, 장

애연금 등과 관련된 지출의 합)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고용서비스지

출, 직업훈련지출, 고용인센티브지출, 가족복지지출, 기타사회지출이 클수록, 

고용보호가 엄격할수록, 실업급여가 관대할수록 노동의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국가-시기별로 변화하는 사회정책 특성을 고려하여 2수

준의 시변 국가특성을 모두 집단평균 중심화하였다. 분석결과, 직업훈련지출

과 가족복지지출은 노동의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사회지출은 노동의 창의성에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직업훈련지출 수준의 0.1%의 증가와 GDP 대비 가족복지지출 수

준의 1% 증가는 노동의 창의성 점수(10점 만점)를 각각 0.371점과 0.442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의 1%의 증가는 노

동의 창의성 점수의 –0.180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동자의 

기술 숙련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정책과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를 지

원하는 가족지원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말해주는 결

과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창의적 성향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정책 특성이 조절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미시 수준의 창의적 성향과 

거시 수준의 사회정책 특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

공고용서비스지출, 직업훈련지출, 고용인센티브지출, 가족복지지출, 기타사회

지출이 클수록, 고용보호가 엄격할수록, 실업급여가 관대할수록 평소 창의적 

성향을 지닌 노동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행위를 하게될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수준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회정책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인센티브지출, 고용보호엄격성, 실업급여관대성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단 모든 변인이 정적 방향을 가리킨 것은 아니었는데, 고용인센티

브지출은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에 부적 조절효과를 

가졌지만 고용보호지수와 실업급여관대성은 정적 조절효과를 가졌다. 즉, 상

대적으로 (i)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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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업 이후 제공되는 급여 수준이 관대한 국가에서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 창의적인 행위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반대로 노동자가 이유 없이 해고되는 경향이 강하고 

실업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수급 조건이 관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일지라도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

적인 행위를 시도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움과 다양성, 도전의식으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자의 창의적 

행위가 인적특성 또는 직무특성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정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해내었다

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노동의 창의성 발현에 개

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지만 이를 정책 영역

까지 확장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또한, 그동안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논

의가 전개되어왔는데, 본 연구는 직업 선택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노동의 창의성으로 개념화하였고 이를 사회정책과 

연결시켜 새롭게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기능주의적 관점이 아닌 역량중심 관점에서 노동의 창의성을 다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노동의 창의성이 경제 성장과 복지국

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미래의 일자리 감소 시나리

오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노동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주로 이

뤄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의 창의성이 일하는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임을 고려, 역량중심 관점에서 평소 창의 활동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노동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논의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노동자들이 직업 선택과 업무 수행에 있

어서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이뤄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특히,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들에게는 이유 없는 해고와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로부터 보호하여 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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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정책 연구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

요함을 제언하였다. 기존의 사회정책 연구는 개인의 불행제거를 초점을 맞춰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음을 지적, 이러한 불행제거 

패턴에서 벗어나 사회정책이 개인의 창의적인 행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밝혔다.

주요어: 창의적 성향, 노동의 창의성, 역량중심관점, 사회정책, OECD 국가,

주요어: 다수준 모형

학  번: 2019-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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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보통의 사회정책 연구는 노동의 불안정성(insecurity of labour)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해왔다.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위험에 집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정책을 통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같은 

연구 경향이 자리 잡게 된 주된 배경이었다(Offe, 1984; Bonoli, 2007). 어

떠한 정책적 환경에서 노동의 불안정성이 완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Standing, 1997; Carr & Chung, 2014)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Castells & Himanen(2014)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불행제거국가라고 명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노동의 불안정성 해결과 노동의 생산성 향상에만 기여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새로움과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의 창의성

(creativity of labour)’1)이 사회문화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

는 인지적 속성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Amabile, 1983, 1996; 

Tierney et al., 1999; Glăveanu, 2010)들이 축적되면서 최근 거시적인 맥

락에서 노동의 창의성 발현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

대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 연령,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미시적인 요인 외에 

소득보장 정책, 고용보호정책,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

보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Filippetti & Guy, 2016; Koo et al., 2020; 

윤성열, 최영준, 2020).

이처럼 사회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이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는 논리는 기존

의 매뉴얼에서 벗어나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노동자의 창의적인 행위

1) 사전적인 의미에서 노동의 창의성(labour creativity)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

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행위로 정의되지만(Amabile, 1983; 

Sternberg, 1988; Weisberg, 1988) 보다 넓은 차원에서 노동의 창의성은 기존

의 경로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것에 도전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Boden, 2004; Florid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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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자체로 불확실성(uncertainty)과 비정형성(precariousness),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며(Amabile, 1996; Boden, 2004; Runco, 2005) 이때 엄

격한 고용보호정책과 관대한 실업급여정책,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같은 사회

정책이 구조적인 ‘안정성(security)’을 제공하여 실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새로움과 다양

성, 그리고 도전의식으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의 창의성은 개인의 특성, 업무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수준의 사회정책과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결과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Amabile(1996)의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creativity in context)’ 

개념은 노동의 창의성과 구조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정책과의 관

계에 대한 중요한 분석적 통찰을 제공해준다. 그의 말을 빌리면 개인의 창의

적인 행위는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즉 평상시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개인의 성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창의적인 성

향이 있는 모든 개인이 노동시장 영역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업무 수행 중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차이

는 창의적인 행위에 대한 내적 동기를 반감시키는 외부 제약(extrinsic 

constraints)에 의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Amabile, 1996: 115). 대표적

인 외부 제약으로는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 소득에 대한 불안정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

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일례로 Acemoglu & Shimer(1999, 2000)는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길수록 구직자가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를 탐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지만, 창의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

었기 때문에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하다. 윤성열, 최영준

(2020)의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을 사회보호정책과 사회투자정책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건에서 창의성이 증가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결국, 사회정책과 노동

의 창의성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 선택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새로움과 다양성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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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성과 도전의식으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의 창의성 개념을 사용하여 노동시

장 내에서 어떠한 정책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노동자들이 도전의식을 갖고 

진취적인 선택을 자유롭게 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5차(2005-2009)와 6차

(2010-2014) 자료를 이용하여 OECD 주요 국가별 노동의 창의성 정도를 

평가하고, 거시수준에서의 사회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는 노동의 창의성에 대해 주로 기능주의적(functionalist)인 

접근을 취해왔다. 노동의 창의성이 기업 내에서의 혁신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가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촉진해야 한

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Schumpeter, 1942; Romer, 1990; Florida, 

2012). 사회정책과 노동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본 소수의 연구 역시 복지국

가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창의 노동

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Koo et al., 2020; 최영준 외 

2018; 윤성열, 최영준, 2020).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노동 창의성은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 왔다.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갈수록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자리는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이므로 노동자들이 창의

적 사고를 요구하는 직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연구들의 주된 논지

였다(World Economic Forum, 2016; Frey & Osborne, 2017). 

물론 사회정책 분야에서 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이슈이므로 

이 같은 기존 연구의 입장이 단순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동

의 창의성이 위와 같은 맥락에서만 논의될 경우 모든 노동자가 창의 노동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노

동의 창의성을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생

산적인 활동”이라는 협의의 개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노동의 창의성은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노동과는 

대조되는 또 다른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Arendt(1958)가 「인

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s)」을 통해 생계를 위한 노동(labou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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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자아실현을 위한 작업(work)의 개념을 구분하였듯이 정형화된 노동

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시도해보

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자들이 창의 노동을 하도록 장

려해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Sen(1980)이 제시한 역량중심 관점에서 평소 창

의 활동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이 실패의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접근을 취한다. 따라서 

분석모형에서도 어떠한 정책적인 조건에서 노동의 창의성이 증가하는지 검증

하는 것을 넘어 평소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에게 사회정책이 어

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수

행한다. 먼저 I장 2절에서는 본 연구가 집중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문

제를 밝힌다. II장 1절에서는 노동의 창의성 개념과 주요 관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2절에서는 Amabile(1996)가 제시한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 이론을 

설명한다.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

는 행위와 연결되는 노동의 창의성 개념이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3절 내용에

서는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정책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논의함으로

써 사회정책이 평소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노동자의 창의성 발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4절에서는 노동의 

창의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접근방식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방식을 취하는지 설명한다. III장 1절과 2절

에서는 연구모형과 앞서 제시되었던 연구문제에 기초한 연구가설을 제시한

다. IV장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분석 절차를 설명하고 

V장에서는 실제 통계 모형을 적용하여 나온 분석결과 내용을 다룬다. 끝으

로 VI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한 뒤,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적 함의를 논의

한다. 또한, 평소 창의적인 업무를 선호하는 노동자가 실제 직업 선택과 업

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정

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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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노동의 창의성 개

념의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평소 창의적인 성향

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가치에 따라 창의적인 노동을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6 -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동자의 창의적인 성향과 노동 창의성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

가의 사회정책 특성이 이 같은 개인수준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사회정책의 영향을 세부 정책별로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정책적 조

건에서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

의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은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첫째,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은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

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았던 창의적 성향과 사회정책 요인, 그 

둘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창의적 

성향 요인을 먼저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요인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사회정책은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정책은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노동자의 창의적인 행위는 창의적인 업무에 대

한 개인의 선호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무특성과 같은 미시적 요인에 의

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고용보호정책, 관대한 실업급여 정책

과 같은 거시적인 체계에서의 사회정책은 노동자의 창의적인 행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정성 요인들을 처치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

동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 창의성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장하여 수행하고, 각 사

회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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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개인의 창의적 성향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문제 3: 사회정책이 조절하는가?

셋째, 개인의 창의적 성향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정책이 

조절하는가? 그동안의 노동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은 어떠한 정책 조건에서 

노동의 창의성이 증가하는지를 검증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지만 평소 창의적

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게 사회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노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

듯이,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사회정책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에 있어 연구

의 초점을 평소 창의적인 업무를 선호하는 노동자들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정책 조건에서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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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사전적인 의미에서 노동의 창의성(creativity of labour)2)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나

(Amabile, 1983; Sternberg, 1988; Weisberg, 1988)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접근해보면 노동의 창의성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이고 규범적인 것과

는 대조되는,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Florida, 

2012). 

이 같은 ‘창의성’이라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됐다. 첫 번째 

관점은 창의성이 Newton, Beethoven, Einstein과 같은 소수의 천재

(genius of the few)에게서 주로 발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주로 천재

들의 인적 특성(personal traits)과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Kaufman & Beghetto 2009: 2). 인류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위

대한 창의성(great creativity)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big-C’ 관점으로 지칭

된다. 대표적으로, Gardner(1993)는 창의성에 대한 실마리가 Albert 

Einstein의 고립된 연구 환경, Sigmund Freud의 금욕적인 생활, Igor 

Stravinsky의 전투적인 작곡 방식과 같은 천재들의 독특한 작업 습관에 있

다고 보았다. 따라서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저

마다의 일반적이지 않은 어느 ‘특정한 조건’이 갖춰줘야 함을 주장하였다. 

Simonton(1997)의 경우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 

2) 국가 수준의 사회정책과 개인 수준의 창의성 관계를 살펴본 윤성열, 최영준

(2020)의 연구에서는 ‘창의성(creativ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개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동의 창의성(labour creativity)’이란 표

현을 사용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에서는 ‘노동자 창의성(employee 

creativity)’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Oldham & Cummings, 1996; 

Tierney et al., 1999; Hirst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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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부터 자기 분야에 몰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나이와 창의성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천재는 20대에 들어섰을 때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며, 30세를 기점으로 점차 내림세를 맞이하였다는 사실에 기반하

여 나이 곡선(age curve) 모델을 제시하였다(Simonton, 1997: 69). 

Csikszentmihalyi(1999)는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systems model of 

creativity) 이론을 통해 창의성이 분야(domain), 교육장(field) 그리고 사람

(person)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여기서 분야는 과학, 음악, 미술과 같은 분야를, 교육장은 천재들의 창

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우수한 교육자를, 마지막 사람은 해당 분야와 교육장

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재능 있는 개인을 

지칭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특히 이 중에서도 개인의 재능이라는 요건

이 갖춰져야지만 비로소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주

장이었다(Csikszentmihalyi, 1999: 314-315). 

그러나, 창의성에는 단순히 인류사에 공헌을 한 위대한 발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의 논의는 매우 제

한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이 같은 big-C 관점은 기본적으로 천부적인 재

능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소수에게만 허락된 신비스럽

고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Plucker et al., 2004; Beghetto & Kaufman, 2007). 나아가, 개인의 창

의성 증진 방안과 같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로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

이 해당 관점의 주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Kaufman & Beghetto, 2009: 

3).

두 번째 관점은 이러한 big-C 관점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에서 출발하였

다. 개인의 일상적인 창의성(everyday creativity), 즉 ‘little-C’에 주목하는 

것이 두 번째 관점의 핵심이다(Kaufman & Beghetto, 2009). 요컨대 회사

에서 새로운 포맷의 보고서를 만들어낸다거나 새로운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

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삶 속에서 비교적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혁신 사례들이 이러한 일상적인 창의성에 해당한다. 평상시 본인이 

맡은 업무가 얼만큼의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지 또는 본인이 만들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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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 얼마나 창의적인지와 같은 문항을 통해 이러한 일상적인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다. Little-C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인 

Richards(2007: 25-26)가 강조하듯이 이러한 일상적인 창의성은 소수의 천

재들이 이루어낸 위대한 발견과 같은 큰 파급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가정, 

학교, 직장과 같은 미시적인 경계 안에서 개인과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일상생활에서 창의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에 대해 비판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며 변화에 대한 탄

력적인 대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Silvia et al., 2014: 183). 더욱이 

little-C 관점에서는 개인의 기술, 내적 동기, 외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발현된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조건에서 개인들은 창의적인 사고

와 결단을 하게 되는가?”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Silvia et al., 2014: 183). Big-C 관점에서 설명하는 창의성의 발현 

조건이 대체로 천부적인 재능, 우연적인 사건, 개인의 습관과 같이 무맥락적

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어서 세 번째 관점은 ‘mini-C’로 특징지어진다(Kaufman & Beghetto, 

2009). Mini-C 관점에서의 창의성은 잠재된 창의성(embedded creativity)

으로 특정 경험 또는 현상에 대해 새롭고 의미 있는 통찰력(meaningful 

insight)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평상시에 창의적인 고민을 즐

기는 개인적인 성향(personal trait)과 창의적인 업무에 대한 선호도

(personal preference)가 이러한 mini-C 범주에 해당된다(Beghetto & 

Kaufman, 2007: 76). 무엇보다 창의성이 소수의 천재들에게만 주어진 것

이라고 바라보는 big-C 관점과는 달리 잠재된 창의성은 모든 개인이 나이 

또는 지식수준과 관계없이 지닐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Moran & 

John-Steiner, 2003: 63).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지만 창의적인 사고를 독려하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얼마든지 little-C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eghetto & Kaufman, 2007: 77). 즉 잠재된 창의성(mini-C)은 일상적

인 창의성(little-C)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Rich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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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실제, 평소에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하거나 창의적인 업무를 선호하

는 개인들이 학교 또는 직장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준다(Amabile, 

1996; Oldham & Cummings, 1996; Prabhu et al., 2008; Shalley et 

al., 2009). 결과적으로 이러한 mini-C 관점은 기존의 big-C vs little-C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 개인의 창의성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표 1>. 

이상의 논의를 본 연구 주제에 적용해보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노동의 창의성’은 little-C, 즉 일상적인 창의성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행위가 아닌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선호도

를 의미하는 개인의 ‘창의적 성향’은 잠재된 창의성을 의미하는 mini-C를 

의미한다. Mini-C 관점에서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잠재

된 창의성이 일상적인 창의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 창의성의 관계에 대

한 기본적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 절에서는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 이론을 통해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점 Mini-C Little-C Big-C

특징

잠재된 창의성

(embedded 

creativity)

일상적인 창의성

(everyday creativity)

위대한 창의성

(great creativity)

주체
모든 인간

(all human beings)

창의적인 개인

(creative individual)

소수의 천재

(genius of the few)

차원
사회문화적

(social cultural)

무맥락적

(no context)
주: Beghetto & Kaufman(2007)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정리

<표 1> 창의성에 대한 3가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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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동의 창의성 이론: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

사회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근본적인 연결고리는 노동자의 창의적인 행위

가 잠재적인 손실과 인센티브에 대한 계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의사 선택 과정(rational decision process)’이라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 검

증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행위는 비정형성

(precariousness)과 불확실성(uncertainty)을 내포하기 때문에 위험감수행

위(risk-taking behaviour)로 특징지어지기도 한다. 창의성 발현의 구체적

인 매커니즘을 분석한 Boden(2004: 71)의 표현을 빌리면 “창의성은 실패했

을 때에 돌아오는 비판과 손실을 수용하는 것이며, 끊임없는 자기의심

(self-doubt)과의 싸움”인 것이다. 만약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했을 때 개인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risk)이 이익(return)에 비해 훨씬 

더 가시적이라면 노동자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직업을 선택하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선택을 추

구할 수 밖에 없다(Florida, 2012)3). 반면 엄격한 고용보호정책, 관대한 실

업급여정책과 같은 일련의 사회정책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노동자가 체감하는 

안정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노동자가 실

패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즉, 사회정책이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해주는 일종의 완충재(buff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Amabile(1996)의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creativity in 

3) 실제, 미국 Information Week 매거진의 2000-2001년 직업가치관 조사 결과

에 따르면 40% 이상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 요인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일

수록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 소득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직무자율성(work independence)이 높은 I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 2010년 자료에서 참여자들 중 50%가 안정적인 임금소득과 고용 

지위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2008년 조사 대비 17%p 더 오

른 수치이며, 같은 기간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49%)’와 ‘직장 내 자신의 의사와 

전문성에 대한 인정(33%)’ 요인보다도 더 높았다(Florida, 2012: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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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개념은 노동의 창의성과 사회정책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분석적 

통찰을 제공해준다. Amabile(1996: 115)에 따르면 개인의 창의적인 행위는 

내적 동기, 즉 평상시 창의적인 사고를 즐겨하는 개인의 성향을 비롯해 연

령, 성별, 교육수준, 기술 숙련도, 업무 분야, 독특한 습관, 인생의 전환점을 

주는 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중, 내적 동기, 즉, 

창의적인 행위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는 설명한

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갖춘 모든 개인들이 창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차이는 창의적인 행위에 대한 내적 동기를 반감시키는 외부 

제약(extrinsic constraints) 때문이다. 대표적인 외부 제약으로는 불우한 가

정 환경과 개인의 금전적인 문제가 언급되었다.

이와 같은 이론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환경적인 요인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치중해 있었다. 물론, 

Amabile(1996)의 경우에도 가정과 기업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 이론은 평소에 

창의적인 업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거시적인 맥락 안

에서의 불확실성과 손실의 가시성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창의성이 요구되는 비정형

적인 직종 보다는 정형적인 노동을 하게 되는 직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비록 노동의 창의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 이미지,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보다도 안정된 미래, 높은 보수, 사

회적 지위 등이 정형적인 노동으로 대변되는 공공부문 직업 선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고길곤, 박치성, 2010; 이수진 외 2016). 특히, 국내 5개 대학의 재학

생 632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선택의 동기를 조사한 Lee & Choi(2016)의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 친사회적인 행동, 직업에 대한 개인의 내재적·외재

적 가치 등 다양한 변수들을 모형에 투입하였으나 유일하게 직업안정성 요인

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



- 14 -

다. 이 밖에도 공무원시험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조규형, 

정철영(2016)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실직의 위험이 낮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

자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종을 ‘좋은 일자리’로 평가하였으며, 과거 민간부문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공무원으

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개인의 직업 선

택과 업무 선호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상황 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박천오, 박시진,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후 내용을 통해 사회정책이라는 거시적인 환경이 

노동의 창의성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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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본 장에서는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정책이 노동의 창

의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헌 검토를 통해 살

펴보고자 한다. 다만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정책과 미시적인 수준의 노동의 

창의성과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

는 쉽지 않다. 특히, 미시적 차원에서의 노동자의 창의성 정도는 단순히 사

회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정책이 노

동의 창의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더욱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헌 검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을 채택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차원의 노동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

원의 혁신(innovation)과 사회정책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까지 문헌 고찰

에 포함한다. 노동의 창의성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basic unit)가 되

는 만큼,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정책과 혁신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검토

함으로써 사회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일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존 연구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Koo et al., 2020; 윤성열, 최영준, 2020). 

둘째, 보다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의 범

위를 사회정책학 분야를 넘어 노동경제학, 행동경제학, 인지심리학 분야까지 

확장한다. 노동의 창의성 개념은 경제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정책이 노동의 창의성

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분석 전략을 바탕으로 문헌 검토를 실시한 결과,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정책은 크게 고용보호정책과 실업급여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족복지정책, 그리고 기타 영역에서의 사회정책으로 확인되

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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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호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먼저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고용보호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에 직·간접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

인되었다. 대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종사자 190명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Niesen et al.(2018: 181)에 따르면 노동자가 느끼는 

직업의 불안정성은 업무에 대한 노동자의 집중력을 감소시키며 짜증을 유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정성은 직무몰입(job involvement)을 방해

하는 것으로, 직무몰입이 노동자의 창의성 발현에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했을 

때(Ohly et al., 2006: 274; Volmer et al., 2012: 463),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노동자의 창의적 행동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동 연구에서 

불안정성은 창의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심리적 계

약의 균열을 매개로 하여 노동 창의적 행동(innovative behaviour)의 저하

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iesen et al., 2018: 182). 이는 반대로 

직업안정성 효과를 갖는 사회정책, 예컨대 고용보호정책은 직무몰입과 심리

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노동 창의성에 대한 직업불안정성의 직접

효과와 일 몰입도를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본 De Spiegelarere et 

al.(2014: 325-326)의 연구 역시 직업의 불안정성이 일 몰입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쳐 창의적 행위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따르면 엄격한 고용보

호정책은 고용안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고용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켜 노동

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가진 기술에 투자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노력하게 

만드는 효과(보이지 않는 노력까지 포함)도 가지고 있다(Boeri & Jimeno, 

2005). 이러한 노동자들의 기술 향상은 복잡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노동

의 창의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Griffith & Macartney, 

2014: 135). Lorenz(1999) 역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노동

자가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활용을 줄이게 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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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창의적인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에 주목한 

Estevez-Abe et al.(2001: 150)의 경우에도 노·사·정간의 협의가 발달하고,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labour market) 체제4)에

서 노동자가 높은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에 해당 기업 또는 관련 산업에 특화된 기술(industry specific skill)을 

습득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는 반대로 해석해보면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자유시장경제(liberal labour market) 체제5)에

서는 노동자들이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특정 산업에 특화된 기술보다

는 일반적인 기술(transferrable skill)을 습득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노동자

가 산업에 특화된 기술보다는 다양한 직무 영역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었다(Estevez-Abe et al., 2001: 146). 

물론, 노동자들이 기술의 전문성을 높인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노동 창

의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논의의 범위를 거시적인 수준으로 확대해보

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고용보호정책이 덜 엄격하고 일반적인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은 자유시장 환경에서 기업들이 급진적인 혁신(radical 

innovation)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상대적으

로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고, 일반숙련 노동자들의 공급이 원활한 시장 환경

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어 기업이 

보다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감한 구조개

혁은 노동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노동의 창의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 

4) 일반적으로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들이 조

정시장경제 체제로 분류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조정시장경제 체제의 원형

(prototype)으로 제시된 바 있다(Estevez-Abe et al., 2001: 149).
5) 대체로 노·사·정 협의 과정이 발달하지 않고, 고용보호 수준이 엄격하지 않은 미

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영미권 국가들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분류된다(Estevez-Abe et al., 200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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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해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근로의욕과 직무몰입을 자극

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Boeri & Jimeno, 2005). 반대로 조정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급진적인 노동 창의성보다는 점진적인 노동 창의성(incremental 

innovation)이 발생한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Hall & Soskice, 2001: 

40-41).

그러나 27개의 유럽 국가의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정책과 혁신의 

관계를 살펴본 Lorenz(2011)는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

다. 첫째, 유동적인 노동시장은 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후발 주자(follower)와 개발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라는 점이다. 오랫동안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온 

선구자(pioneer) 기업 또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둘째, 기술 노동 창의

성은 대체로 지식과 기술이 축약된 산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노동

시장 환경은 오히려 숙련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유연성은 노동 창의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Lorenz, 2011: 

691).

이러한 주장은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기도 하다. 2,219개의 

다국적기업(MNEs)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한 Griffith & 

Macartney(2014: 144-146)의 연구에서 고용보호지수는 기업의 특허출원건

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보호가 엄격한 정책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기존의 매뉴얼에서 벗어나 새로움과 다양성을 도모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기업 규모 변수를 모형에 투입한 결

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보호지수는 노동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급진적인 혁신은 작은 규모의 

기업 또는 후발산업국가에 국한된 사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

석대상도 OECD 국가 국민들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자들마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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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가 존재하지만 직업안정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엄격한 고용보호정책과 

같은 사회정책은 심리적 자본과 직무몰입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들의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용이 보장된 환경은 노동자에게 있어 숙

련된 기술 습득에 유인책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창의성 발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실업급여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실업급여정책과 같이 노동자의 소득 보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정책도 노동의 창의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뒷받침 됐다. 이와 관련하여 2008-2009년에 발생한 세계 경제위

기상황에서 실업급여정책과 고용보호정책 그리고 직업훈련정책이 노동의 창

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Filippetti & Guy(2016)의 연구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자들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노

동자들이 기술 습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Estevez-Abe et al.(2001)

의 연구를 참고, 21개의 유럽 국가들의 노동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European Commission의 2009년 Innobarometer Survey 데이터를 바탕

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실직에 따른 (i) 실업급여 수당 기간이 

길수록 (ii) 고용보호가 엄격할수록, 고용 노동자들은 기술 훈련과 숙련도 향

상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습득하고자 하는 기술들도 매우 산

업특화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들로, 실직을 한다면 재취직이 어렵다는 점에

서 모험적인(risky) 선택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해고에 대

한 위험이 적고, 실직을 하더라도 오랜 기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적성에 따라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

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같은 연구결과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안정성

이 매우 높은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실업

급여정책, 고용보호정책과 같은 사회정책이 제공하는 안정성이 실직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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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직업훈련에 대한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위험 부담이 큰 창의적인 기술들까지 습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Filippetti & Guy, 2016: 513-514). 

관대한 실업급여정책은 이미 고용되어있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실직상태

에 있는 구직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emoglu & Shimer(1999)의 연구에서 실직을 하더라도 오랜 기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바로 취직 가능한 일자리를 선택

하기 보다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기다리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

이다. 물론 해당 연구결과는 노동의 창의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

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창의적인 노동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관대한 실업

급여정책은 평소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노동자가 실직상태에 있더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기다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

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Marimon & Zilibotti(1999)의 연구에서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길수록 실직자들은 바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데 몰두하기보

다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cemoglu & Shimer(2000)의 연구에서는 실업급여가 관대한 제도적 세팅

에서 노동자들이 실업의 위험성이 높은 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

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여기서 실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

은 그만큼 창의적이고 산업특화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일자리라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업급여정책이 노동의 창의성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음을 뒷받침 해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관대한 실업급여정책이 제공하는 소득의 안정성

은 노동자에게 있어서 산업특화적인 기술 습득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실직상태에 처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적성의 맞는 일자리를 기다릴 

수 있게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줌으로써 평소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

하는 노동자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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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사회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사회정책이 가지고 있는 사회투자적(social investment) 성격이

다. 사회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정책은 개인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축적시키고 직업역량(capability)을 향상함으로써 노동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동자가 실직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원활하

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 창의성의 총량이 다시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투자 전략으로서 사회정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관련해서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서 제시하는 근거

(rationale)가 주로 참고된다. 해당 이론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있어서 인

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며, 기술의 진보가 신고전 경제학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생적인 성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내생적인 성

장6)을 통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특징이다(Romer, 1994: 3). 

요컨대, 노동자가 생산과정에서의 반복된 작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생산 

과정의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개념이 바

로 그것이다(Arrow, 1971: 2-3; Lucas, 1988: 27). 이러한 노동자의 인적 

자본의 축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내부효과

(internal effect)도 가지지만,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외부효과

(external effect)도 갖는다는 것이 내생성장모델에 주목한 학자들의 핵심적

인 논지였다.

특히, Lucas(1988)의 경우에는 단순히 노동시장 진입 이전뿐만 아니라 이

후의 교육(schooling)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한다. 그가 제시한 인적자본이론

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 개인은 평생 동안 u의 시간만큼을 생산 활

동에 사용하고, 나머지의 1-u의 시간을 자신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사

6) 여기서 외생적인 성장이란 전체 사회의 성장을 의미하며 반대로 내생적인 성장이

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원의 향상을 의미한다(Romer, 199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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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이때 1-u의 시간은 인적 자본 증가율과 선형관계를 맺기 때문에 성

인이 된 이후에도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이 관건이 된다(Lucas, 1988: 27-35). 실제, 미국 도시들을 기준으로 

학사 학위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은 노동 인구가 10% 증가할 때 인구 1인당 

특허출원율이 약 10% 가량 증가한다는 사실을 포착한 Carlino & 

Hunt(2009)의 연구결과가 Arrow(1971)와 Lucas(1988)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Lin(2011: 564-565)의 연구에서도 학사 학위 이상

의 정규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 복잡한 기술의 응용 능력이 요

구되는 직업이 더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내생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정책에

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 2015년에 OECD에서 발간한 ‘혁신전략보고서(The 

Innovation Imperative)’에서는 노동 과정에서의 혁신을 위해 적극적노동

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이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

다(OECD, 2015: 48-54). 실제,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직업훈련(job training), 고용인센티브(employment incentive)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경우 (i) 노동시장 진입 이후

에 개인의 기술 향상과 새로운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ii) 실

업 상태에 있는 개인의 기술 손실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노동 창의성에 긍정

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반영하듯, EU 27개국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Lorenz(2011: 699-67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노동자

의 창의성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 혁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가특성과 산업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노동자의 기술 숙련을 향상시키고 원활

한 노동시장 이행을 도움으로써 노동의 창의성의 총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

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통해 노동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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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지원정책 및 기타사회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이다. 

어느 한 영역에서의 불안정은 다른 영역에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과 개인생활의 안정적인 결합상태를 지원하는 일련의 사회정책은 

노동의 창의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일-가

정 양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족지원정책의 발달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과 더불어 여성으로 하여금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여 노동시장 내 

‘노동 창의성의 총량(innovation in total)’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가 노동자의 창

의적인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Mishra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일과 개인생활이 안정적인 균형이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을 매개

로 하여 노동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is(2002) 역시 상대적으로 가정 또는 개인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성에

게 일-가정 갈등 문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이어져 노동의 창

의성 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해 낸 바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

서는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 여성의 일 몰입도(work 

commitment)가 남성의 일 몰입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이 같은 가족지원정책과 노동 창의성의 연결고리에 대해 중요한 단서

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van der Wel & Halvorsen, 2015: 111). 

나아가, 공공부조, 주거지원, 건강보험, 장애연금과 같이 개인의 삶의 증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사회정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실제,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인적 자본의 손

실을 막아주기도 한다. ‘잃어버린 창의성(lost Einsteins)’이라는 연구결과로 

많이 알려져 있는 Bell et al.(2019)의 연구 결과는 이에 대해 중요한 성찰

적 지점을 제공한다. 해당 연구진이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0만명의 

특허보유자(신청자 포함)의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릴 적에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 중에서도 부모소득이 높고 양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경우 향후 특허를 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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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전반적인 학업 성적이 높았어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사회 내 

소수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향후 혁신가가 될 가능성은 현저

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ll et al., 2019: 706-708). 이를 본 연

구 문제에 적용해보면 평소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개인이 향후 노동시장

에 진입했을 때에 창의적인 노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추가로, 소득의 결핍을 의미하는 빈곤 상태가 개인의 IQ와 인지적 다양성

(cognitive diversity)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Mani et al., 2013). 색다른 사고방식,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미하는 인지적 다양성(cognitive diversity)은 미시적 차원의 노동 창의성

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Kurtzberg, 2005; 

Hoever et al., 2012). 따라서 소득의 상실로 인해 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빈곤이 노동자의 노동 창의성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빈곤, 

주거, 건강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은 인지적 다

양성을 매개로 노동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의 창의성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데에 있어서 고

용보호정책, 실업급여정책,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가족지원정책과 더불어 빈

곤, 주거, 건강과 같은 영역에서 개인을 지원하는 기타사회정책의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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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접근법

사회정책과 노동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해

당 개념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노동의 창의성 

개념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이론적, 정책적 함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을 크게 기능

주의적 접근(functionalist approach)과 역량중심 접근(capability 

approach)으로 구분한다. 

먼저 기능주의적 접근은 노동의 창의성이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노동의 창의성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기업이 기존의 주

력 기업을 대체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구조

적인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력이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폭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일찍이 Schumpeter가 기업가적 혁신을 의미하는 ‘창조적 파괴행위

(gales of creative destruc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듯이 업무를 수행 함

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시도하는 개인

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

문이다(Florida, 1996: 315). 이를 반영하듯, Florida(2012)는 창의적인 노

동자들이 음악, 미술, 디자인과 같은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연구

개발 및 기술 분야, 나아가 보건, 금융, 법률과 같은 지식 기반의 직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을 포

착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이 탈산업사회에서의 경제 성장의 핵심 주

체로 등장했음을 주장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노동의 창의성

은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일례로 최영준 외(2018)의 연구에서는 미래 복지

국가 개혁에 중심에는 노동의 창의성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

적으로, 최영준 외(2018)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사회보호지출과 사회투자지출

은 노동자의 창의성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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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의성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사회투자지출과 사회보호지출을 위한 재정의 확대로 

이어진다. 사회정책 영역에서 경제성장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이슈

이므로 이러한 접근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의해

서만 노동의 창의성이 논의될 경우 노동자가 경제성장을 위해 또한 복지국가

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창의 노동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논리로 귀결될 위험

이 있다.

이 밖에도 고용 측면에서 노동의 창의성은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에 개

인이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 조직 내에서 높은 일 몰입도(work 

engagement)를 보이는 창의적인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경험

과 기술 습득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Mintzberg et al., 1976; Feist, 1999). 이와 관련해 Frey & 

Osborne(2017)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기존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노동

을 AI가 대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을 한정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 수준은 47%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의

적인 노동자들의 특징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스스로의 수용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Florida, 2012: 135-136). 그러나 이러한 관점 

역시 한계가 있다. 아직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이 제대로 파

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

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Arntz et al., 2016; Nedelkoska & Quintini, 

2018). 따라서 미래에 반복적이고 단순한 노동은 감소할 것이므로 노동의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입장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 만약 해당 논의

가 노동의 창의성 연구에서 주된 담론으로 부상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안

정적이고, 정형화된 노동을 선호하는 개인들에게는 또 다른 제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반면 역량중심 접근(capability approach)에서는 노동의 창의성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 역량이란 개인이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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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Sen(1980)은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목표

를 기능(functioning)으로, 그러한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역량

(capability)으로 정의하였는데 개인이 원하는 행위나 상태를 자유롭게 추구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치적 간섭이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제한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Sen의 견해에 따르면 빈곤이란 단순히 소득의 부재 

또는 소득의 결핍을 넘어 이러한 기본적 역량의 박탈 상태를 포괄하여 지칭

하는 것이다(Fredman, 2009). 따라서 역량중심 관점에서 노동의 창의성을 

논의할 경우 노동의 창의성은 노동자가 일을 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인

식된다. 나아가,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가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취했던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인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역량중심 관점에서 노동의 창의성을 다루

고자 한다. 역량중심 관점에서 본 연구는 모든 노동자가 아니라 평소 창의적

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창의적인 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 분석에서도 사회정책의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

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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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노동의 창의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결정요인, 파급효과,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됐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어떠한 조건에서 노동의 창의

성이 향상되는지를 살펴보는 결정요인 분석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노동의 창의성이 조직 내 

혁신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해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

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창위적인 행위를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 연구자들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Romer, 1990; Aghion & Howitt, 

1992; Bloom et al., 2013).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창의적 노동의 결정요

인을 규명하는 연구에 해당한다. 종속변수의 미시적·거시적 결정요인에 관한 

탐구는 향후 정책대안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의 창의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개인 차원에 초점을 맞춘 

미시연구와 정책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국가 간 혁신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 

거시연구로 대별된다. 노동의 창의성 연구는 대부분 전자, 즉 개인 차원에서 

분석되었으며 주된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창의적인 성향(내적 동기), 인적특

성, 가구요인, 성장배경, 직무특성이 제시되었다(Amabile, 2005; Tierney, 

1999; Shalley et al., 2009; Coelho & Augusto, 2010). 즉, 어떠한 미

시적인 조건이 갖춰졌을 때 노동의 창의성이 발현되는지에 대해 그 영향요인

을 밝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Amabile et al.(2005)은 일반 기업 근로자 

222명을 대상으로, “평소 업무를 하면서 얼만큼 자주 창의적인 고민을 하는

지”에 대한 문항을 통해 노동의 창의성을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자기애

착을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근속년수, 교육수준을 투입하여 노동의 창의

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제조업 분야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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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Oldham & Cummings(1996)는 “평소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없는지”, “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지” 등의 문

항을 통해 노동의 창의성을 측정, 개인의 창의적인 성향과, 직무의 복잡성, 

동료들과의 관계 요인을 통해 종속변수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Shalley et 

al.(2000)의 연구의 경우 평소 본인이 맡은 직무가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

는지에 대한 문항을 통해 자영업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1,837의 노동의 창의

성을 측정하였고, 직무 독립성, 직무 지원 정도, 직무 만족도, 직무 환경 등

을 독립변수로, 연령과 인종, 성별과 같은 인적 특성은 통제 변수로 투입하

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표 2>. 이러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들은 작업장이

라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노동의 창의성이 증진되는지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해당 연구들은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큰 차원의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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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년도)
연구 대상 노동의 창의성 측정 독립변수 통제변수

Amabile et 

al. (2005)

일반 기업 노동자 

222명

평소 업무를 하면서 얼만큼 자주 

창의적인 고민을 하는지
§ 자기애착

§ 성별

§ 연령

§ 근속년수

§ 교육수준

Coelho & 

Augusto 

(2010) 

 병원 일선실무자

525명

평소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는지, 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지

§ 직무독립성

§ 직무다양성

§ 직무중요성

§ 직무정체성

§ 직무에 대한 피드백

-

Cohen-Meit

ar et al. 

(2009)

다국적기업 영업사원 

및 매니저 141명, 

프로그래머 60명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위험을 감수하는지

§ 업무의 의미

§ 조직 정체성

§ 직무자율성

§ 조직 기반 자아존중감

§ 긍정적인 경험

§ 성별

§ 연령

§ 교육수준

§ 근속기간

Dewett 

(2007)

R&D 계열 실무자 

및 관리자 165명

본인이 맡은 업무가 얼마나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 내적 동기

§ 상사의 격려 수준

§ 직무자율성

§ 자기효능감

§ 경험에 대한 개방성

§ 교육수준

§ 성별

Jeng (2018)
물류 회사 직원 

226명

업무 수행에 있어서 최대한 창의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지, 새로운 

§ 직무복잡성

§ 직무독립성

§ 연령

§ 근속기간

<표 2> 노동의 창의성의 미시적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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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을 업무에 적용하는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창의적인지

§ 직무정체성

§ 직무중요성

§ 직무에 대한 피드백

§ 고객에 대한 태도
Oldham & 

Cummings 

(1996)

제조업 분야 노동자 

171명

창의적인, 통찰력 있는, 자신감 있는, 

유머러스한, 자율적인과 같은 수식어에 

본인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 개인의 창의적인 성향

§ 직무복잡성

§ 동료 관계

-

Shalley et 

al. (2000)

자영업자와 파트타임 

노동자

1,837명

본인이 맡은 업무가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지

§ 직무독립성

§ 업무 지원 정도

§ 업무만족도

§ 업무환경

§ 근속기간

§ 연령

§ 인종

§ 성별

§ 교육수준

Shalley et 

al. (2009)

주 30시간 이상 

노동자

890명

평소 본인이 맡은 업무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 창의적인 성향

§ 업무 지원 정도

§ 직무복잡성

_

Tierney et 

al. (1999)

R&D 계열 노동자 

191명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지 등

§ 내적 동기

§ 직무복잡성

§ 교육수준

§ 근속년수

§ 회사 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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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적 차원의 요인을 파악하려는 소수의 연구도 존재한다. 이들 연구

는 대체로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또는 특허출원율

(patent rate)과 같은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간의 차이

를 제도적인 배열(institutional arrangement)의 차이에서 찾는 것이 특징

이다(Furman et al., 2002; Lorenz, 2011, 2013, 2015; Koo et al., 

2020). 대표적으로, Koo et al. (2020)은 국가 수준에서의 혁신에 초점을 

맞춰 사회지출과 교육 지출 그리고 공공 보건 지출이 특허 출원 건수에 미

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혁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변수인 R&D 지출과의 상호작용효과를 탐색하였다. 주된 연

구결과로 사회지출과 공공 교육 지출은 혁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

히 해당 변수들은 R&D 지출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를 통해 혁신과 사회정책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시

에 혁신을 위한 경제정책에도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Koo et al.(2020)이 국가 수준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사회정책과

의 관계를 탐구하였다면 윤성열, 최영준(2020)의 연구는 개인 수준의 창의성

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실제 사회정책이 이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해내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윤성열, 최영준(2020)의 연구는 

WVS 5차와 6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로는 평소 개

인이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지를 측정한 값을 활용하였고, 개인 수준

의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 사회보호지출과 사회투자지출이 미치는 영

향을 탐구하였다. 이때 사회보호지출은 GDP 대비 사회지출로 측정하였고, 

사회투자지출은 GDP 대비 정부교육지출, 가족지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

의 합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주된 분석결과로 사회보호지출과 사

회투자지출은 개인의 창의적인 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단순히 국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개인 수준에서도 사

회정책이 개인의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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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창의성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과 실제 그것을 실천

에 옮기는 것까지를 창의성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Koo et al.(2020)에서 

사용한 특허 출원율은 노동자의 창의적인 행위를 온전히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윤성열, 최영준(2020)의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엄밀히 구분하

면 창의성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창의적인 성향 또는 창의적인 업무에 대한 선

호도에 가깝다. 창의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과 실

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를 창의성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 같은 개

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

어서 창의적인 행위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변수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 모형 설정에서도 기존의 창의성 연구에서 보편적인 모델로 수용되고 

있는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 개념에 맞지 않는다. 모든 개인이 창의적인 행

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사회정책이 업무 창의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실제 업무상에

서 창의적인 행위를 하는 경향을 사회정책이 조절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셋째, 위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정책을 크게 사회보호지출과 사회투자지출

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포괄적인 분류 방식에서는 구체적으

로 어떠한 정책적 조건에서 창의성이 증진되는지에 대해서 제한된 논의만을 

제시할 수 있다. 아직, 사회정책과 창의성을 규명 짓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

지 않은 만큼 사회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을 각각 투입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조건 하에 노동자의 창의성 행위가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탐색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창의적인 노동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정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 같은 

연구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창의성은 개인의 창의적 성향과 사회정책

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한다. 또한, 사회정책이 제공하는 여러 효과는 개인

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예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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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방법 부분에서 분석모형을 통해 다시 제시한

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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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 관계에 대한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하는 개인의 창의적 성향이 노동의 창의성을 예측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

한 전제를 따른다. 

연구가설 1.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

연구가설 1. 것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정책 특성과 노동의 창의성 관계에 대한 것이다. 

노동의 창의성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위험감수행위(risk taking behaviour)로 이

해될 수 있다. 이때 노동자는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내적 동기와 이를 제한

하는 외부적인 제한 요인들 간의 계산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행동에 대한 여

부를 결정한다. 여기에 말하는 외부 제약은 기본적으로 실업과 소득 상실에 

대한 불안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안은 정서적인 불안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는 노동의 창의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회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은 노동자가 실업 상태로 접어들더라도 공공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및 고용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원할하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엄격한 고용보호규

제는 이유없는 해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관

대한 실업급여정책은 노동자가 소득 상실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일정 수준 해

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가족복지지출과 기타

사회지출을 바탕으로 한 두터운 사회보장정책이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를 도

모할 수 있게끔 도와줌으로써 노동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즉 이 같은 일련의 사회정책들은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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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안정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들인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노동자들이 사회정책을 통해 더 큰 안정성을 체감할수록 노동의 

창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사회정책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 효과가 클수록 노동의 창의성

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1. 공공고용서비스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

질 것이다.

연구가설 2-2. 고용인센티브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3. 직업훈련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

이다.

연구가설 2-4. 고용보호가 엄격할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5. 실업급여가 관대할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6. 가족복지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

이다.

연구가설 2-7. 기타사회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

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가설은 노동의 창의성을 높여주는 개인의 창의적 성향

과 사회정책의 상호작용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과 관

련하여 언급한 사회정책이 제공하는 안정성 효과는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

지고 있는 노동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가설 3. 사회정책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 효과가 클수록 노동자의 창의

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적(+)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1. 공공고용서비스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적(+)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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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2. 고용인센티브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적(+)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3. 직업훈련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

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적(+)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4. 고용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적(+)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5. 실업급여가 관대한 국가에서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

의 창의성의 정적(+)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6. 가족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

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적(+)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7. 기타사회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

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적(+)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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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 분석자료: 세계가치관조사(WVS) 5차와 6차 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의 창의성의 결정요인을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사

회정책의 결합 관계를 통해 규명해내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국가 비교 연구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노동자의 개인 특성과 직

무 특성을 조사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의 5차

(2005-2009)와 6차(2010-2014)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WVS 자료는 1980년대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개인 수준의 사회조사 자료

로, 조사에 포함되는 국가 내 사회구성원들의 주관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

화, 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본 자료

는 개별 문화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치 문항을 다루고 있지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활동과 같은 주요 항목에 있어서는 공통된 질문과 응답을 적용하

고 있어 단일한 자료로 간주된다. 이는 국가 간 비교 연구에 있어서 본 자료

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주된 배경이기도 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서 주목한 자료 선정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WVS 5차와 6차 데이터 세트에서는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창의력을 발휘하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을 1점~10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질문을 하고 있어 비교적 명확하게 노동의 창의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WVS 조사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

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 이하 ISSP)의 근

로 성향(work orientation) 조사에서도 노동자의 직무 특성과 직업 선택 요

인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노동의 창의성을 측

정할 수 있는 변수는 없는 관계로 국가 비교가 가능한 자료 중 WVS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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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인 수준의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자의 직무특성과 관련된 

요인은 노동의 창의성과 관련하여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어왔다(King & West, 1985; West & Farr, 1990; 

Oldham & Cummings, 1996; Tierney & Farmer, 2002). WVS 자료에

서는 직무자율성, 직무복잡성과 같이 직무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어 이를 모형에 투입하여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맥락에서 노동

의 창의성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직무특성에 대

한 정보 외에도 본 연구에서 개인 수준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창의적 성향, 

즉 분석대상자가 평소에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지와 같은 개인특성에 

대한 응답 값이 제공되고 있어 노동자가 어떠한 내적 특성 또는 미시적인 

맥락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더욱 풍부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이후 분석방법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

이 노동의 창의성에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사회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다

수준 모형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범위가 단일 국가 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통계적 추정이 가능한 만큼의 충분한 수의 국가 비교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7) WVS 자료에서는 25개 이상의 주요 OECD 국가

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WVS 5차와 6차 데이터 세트에 중복되는 국

7) 또 다른 대안으로 단일 국가 내에서 여러 시점에 걸쳐 수집된 개인 수준의 시계

열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존재한다(박미희, 2017: 79). 이러한 경우 단

일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사회정책 특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단일 국가 내에서 충분한 수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 녹록지 않고, 무엇보다 자료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단일 국가 내에서

의 정책 변인은 시간에 따라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정도

로 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정책 특성의 변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해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 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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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예: 미국 2006년, 2011년)까지 포함하면 총 35개 이상의 국가-시기 표본

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비교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가 시도하고자 하는 다수준 분석에서는 2수준(국가 수준)의 표본 크

기, 즉 모형에 투입되는 국가의 수는 중요한 이슈이다. 2수준에서 충분한 표

본 수가 확보되지 않을 시 표본오차에 편향된 추정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지기 때문이다(Maas & Hox, 2005: 86). 이에 여러 통계 학자들은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최소 30개 이상의 집단과 집단별로 30개 이상의 표

본8)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Kreft, 1996; Hox, 1998; Maas & Hox, 

2005). 물론 다수준 분석이 언제까지나 현실에서 존재하는 조직(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Snijders & Bosker(1999: 44)

는 집단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집단별로 개인 표본수가 평균 100개 이상인 

경우 다수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WVS 5

차와 6차 자료에서는 최소 25개 이상의 국가 수준의 표본이 확보될 뿐만 아

니라 본 연구의 개인 수준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표본이 집단별로 평균 600

명 이상이기 때문에 다수준 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성립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표본 수가 확보되는 WVS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WVS 자료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5차와 6차 데이터 세트에 포함된 국가

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례로 5차 데이터 세트에는 핀란드와 노르

웨이,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6차 조사

에서는 해당 국가들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일부 국가(예: 미

국, 독일, 일본, 한국)들은 5차와 6차 조사에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국가가 

중복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최대한 많은 2수준(국가 수준)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되는 국가들까지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중복되는 국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9). 비슷한 맥락에서, WVS 자료는 기본적으로 분석에 투입되는 25개의 

8) Kreft(1996)는 이를 ‘30/30 법칙’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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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기 간 표본수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자료

(unbalanced data)이다. 일례로 네덜란드(2006년)의 표본수는 360명인데 

반해 미국(2011년)의 자료의 경우 표본수가 1,012명이다. 따라서 이를 이차

적으로 보정해줄 수 있는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분석을 수행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표본수가 많은 국가-시기 자료 또는 

데이터 세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10)

이 같은 한계가 존재하지만 (i) 노동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ii) 종속변수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풍부하여 

분석에 용이하다는 점 (iii) 유의미한 통계적 추정을 위한 충분한 수의 국가-

시기 자료와 표본 수가 확보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WVS의 5차와 6차 데이

터 세트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석대상

1) 개인 수준의 분석대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 수준의 분석대상으로는 근로 나이(16~64세) 범위에서 자영업자를 제

외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 제한한다. 분석대상에서 자영업자를 제외

하는 것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표준적인 고용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일제 

및 시간제 노동과 비교했을 때 노동의 자율성이 월등히 높아 종속변수에 대

한 값을 왜곡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

자 간에도 고용의 불안정성 또는 소득의 불안정성에 있어서 이미 이질성이 

9)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중복 여부를 더미 변수화한 뒤 통제 변

수로 모형에 투입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수준 변수에 대한 기술분

석에 있어서 데이터 세트별로 제공하는 개인횡단가중치를 적용할 것이다. 또한, 

국가-시기별 사례수가 적은 집단에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귀계

수를 추정하는 다수준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집단 간 표본수의 불균형 문제를 해

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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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서정희, 박경하, 2015; 안종순, 2015; 김규혜, 

2020) 자영업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모집단을 해석하는 데 모호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수준의 분석대상을 선정하는 데도 같은 이슈이다. 

실제 노동의 창의성을 측정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자영업자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Oldham & Cummings, 1996; Shalley 

et al., 2000; Amabile et al., 2005; Coelho & Augusto, 2010). 추가

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개인 수준 변수에서 결측값이 없는 자료들만 

분석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노동의 창의성의 결

정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기준들을 적

용했을 때 분석에 활용되는 개인 수준의 총 사례 수는 15,371명이다. 

2) 국가 수준의 분석대상: 주요 OECD 국가

본 연구의 국가 단위 분석대상은 OECD 국가들이다. WVS 5차

(2005-2009)와 6차(2010-2014) 데이터 세트에는 OECD 국가 외에도 다수

의 중진국(예: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등)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회경제

적인 측면에서 발전 수준이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

문에 해당 국가들을 분석에 포함할 시 모집단의 성격이 이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을 각각의 데이터 세트 구축 

시기를 기준으로 OECD에 가입된 국가들로 제한했으며 OECD 국가 내에서

도 국가별 경제 수준이 유사한 주요 국가들만을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또

한,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도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대표적으로 아일랜드와 이탈리아가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

한 기준에 따라 총 17개의 주요 OECD 국가들이 일차적으로 선별되었다. 

해당 국가들은 OECD 내에서도 국가별 경제 수준이 유사하며 2수준 독립변

수와 통제변수에 대한 데이터의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므로 분석모형에 투입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국가 수준의 사회정책 변수를 세부 정책별로 구분 지어 모형에 투

입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통제변수들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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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17개의 국가만으로는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VS 5차와 6차 데이터 세트에 중

복되어 존재하는 국가들까지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OECD 17개국

의 25개 시점이 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별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25개 

국가-시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 3>과 같다. WVS 5차와 6

차 데이터 세트에 모두 포함된 국가는 호주, 독일,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

페인, 스웨덴, 미국 등이다. 반면, 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

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의 경우 한 개의 시점 자료만 가지고 

있다. 

번호 국가 WVS 5차 자료 수집 시기 WVS 6차 자료 수집 시기
1 호주 2005년 2012년
2 캐나다 2006년 -
3 에스토니아 - 2011년
4 핀란드 2005년 -
5 프랑스 2006년 -
6 독일 2006년 2013년
7 헝가리 2009년 -
8 일본 2005년 2010년
9 한국 2005년 2010년
10 네덜란드 2006년 2012년
11 뉴질랜드 - 2011년
12 노르웨이 2007년 -
13 스페인 2007년 2011년
14 스웨덴 2006년 2011년
15 스위스 2007년 -
16 영국 2005년 -
17 미국 2006년 2011년

2수준 N=17개국, 25개 국가-시기

<표 3> 분석에 포함된 국가-시기 자료



- 44 -

제 2 절 변수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노동의 창의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1수준(개인 수준)의 노동의 창의성 정도이다. 노동

의 창의성 정도는 WVS 5차와 6차 자료의 “현재(과거)에 본인이 맡은 직무

가 얼마나 창의성을 요구하는지(Are the tasks you perform at work 

mostly routine or mostly creative? If you do not work currently, 

characterize your major work in the past.)”11)에 대한 응답 값을 활용

하여 판단한다. 설문 참여자는 1점부터 10점까지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점수

를 매길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동의 창의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 창의적인 행위(action)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이다. 창의성 개념이 하위 요인으로

서 단순히 창의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위’와 

유용한 결과물의 ‘생산’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

에서도 창의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행위와 생산 요인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ierney et al., 1999; Shalley et al., 

2000, 2009; Coelho & Augusto, 2010).12)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개인

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윤성열, 최영준(2020)의 연구에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평소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내는 것과 자

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한 응답 값을 종속변수로 설

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해당 변수는 창의성보다는 창의적인 

성향(creative disposition)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

의적인 성향과 실제 노동의 창의성을 구분하여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11) WVS 5차 코드북에서는 V245, WVS 6차 코드북에서는 V232 변수이다.
12) 일례로, Coelho & Augusto(2010) 의 연구에서는 “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

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노동의 창의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며, Shalley et 

al. (2000)의 연구에서는 “평소 본인이 맡은 업무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을 통해 노동의 창의성을 측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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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WVS 조사에서 사용하는 노동의 창의성 관련 문항은 구체적으

로 노동자에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어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독립변수: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

본 연구에서는 평소 창의적인 성향(creative disposition)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다. 여기서 창의적인 성향이란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또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한 선호도(preference)와 동

일하게 인식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은 노동

의 창의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

다는 점이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뒷받침 해준다(Amabile, 

1979, 1996; Koestner et al., 1984; Csikszentmihalyi, 1990; 

Eisenberger et al., 2002; Dewet,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성

향 변수에 대한 측정을 위해 WVS 데이터 세트 문항 중 “이 사람에게 있어

서 평소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내는 것과 자신만의 방식으

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It is important to this person to think up 

new ideas and be creative; to do things one’s own way)”를 사용한

다. 설문 참여자는 1점부터 6점까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낮을

수록 창의적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용이성

을 위해 해당 변수를 역코딩(6점⟶1점)해서 모형에 투입한다. 단순히 사회정

책과 노동의 창의성 관계만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성향을 1

수준 독립변수로 투입한 뒤 노동의 창의성과의 관계를 사회정책이 조절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사회정책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

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 비해 정책적인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

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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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변수: 사회정책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이 제공하는 안정성이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

고 있는 노동자가 일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

려하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조절변수로는 적극적노동시

장정책의 세부 프로그램(공공고용서비스, 고용인센티브, 직업훈련) 지출, 고

용보호엄격성, 실업급여관대성, 가족복지지출 및 기타사회지출(적극적노동시

장정책, 가족복지지출, 실업급여, 노령연금 제외한 빈곤, 건강, 주거, 장애 등

의 영역에서의 사회지출의 합)을 다수준 모형에 투입한다. 사회정책 변수를 

범주로 묶어 모형에 투입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세부 정책별로 구분하여 

투입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건에서 노동의 창의성이 강하

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한편, 사회정책이 실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차(time lag)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WVS 조사의 응답 년도 이전의 5개년 평균값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2005년에 조사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이 경우에 가족복지지

출의 2000년~2004년(5개년)의 평균값을 모형에 투입한다. 마찬가지로 

2011년에 자료 수집이 완료된 뉴질랜드의 경우 가족복지지출의 2007

년~2010년의 평균값을 활용한다13). 각 정책 변수의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

다. 

먼저 고용안정성과 연결될 수 있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의 경우 GDP 

대비 해당 정책의 지출 비중을 통해 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때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내에서 프로그램 간에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 투입하는 것이 아닌 여러 프로그램으로 세분

화하여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Bonoli(2010: 441)가 제

시한 기준에 따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을 공공고용서비스지출, 직업훈련

지출, 고용인센티브지출로 구분한다. 고용인센티브지출은 공공고용서비스지출

과 직업훈련지출을 제외한 기타 모든 프로그램(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

13) 단, 고용보호지수 자료의 경우 연도별로 수치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해 

연도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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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지원, 고용 및 재활, 고용인센티브, 일자리 교대 및 일자리 나누기)을 

포함한다.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고용보호엄격성의 경우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고용보

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를 사용한다. OECD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호지수는 크게 개별해고에 대한 규제와 집단해고에 대한 규

제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총 2번의 수정을 거쳐 버전 1부터 버전 3까지가 존

재한다. 버전 3의 경우 WVS 5차 데이터 세트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버전 2의 지수를 사용한다.14) 고용보호지수 점

수가 높을수록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노동자가 안전함을 의미한다.

이어서 실업에 따른 소득의 상실을 국가가 얼마나 완화해주는지와 관련이 

있는 실업급여관대성은 실업 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순

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s)로 정의된다.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

은 OECD Benefits and Wages Statistics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

에서 실업급여는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에 따른 급여뿐만 아니라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부조 또는 주거급여도 모두 포함한다. 분석에 포함되는 일부 

국가-시기에서는 사회부조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주거급여만 제공되기 때문

이다. 기준 소득은 조세와 사회보장세가 제외된 순소득이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고용 상태에서의 가족형태와 실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에 차

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가지의 가족형태(단독가구, 맞벌이 부부) 그리

고 60개월(5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의 평균값을 사용한

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와 관련이 있는 가족복지지출

14) 고용보호지수 버전 1은 1985년부터 측정되기 시작하여 다른 버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긴 시계열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규고용에 대한 집단해고 지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버전 3의 경우 집단해고 지표가 반영되었

지만 2008년부터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WVS 5차 데이터 세트에 포함된 국가-

시기와 일치 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가-시기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기 때문에 집단해고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분석 대상에게 맞는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버전 2지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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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타사회지출 변수를 모형에 투입한다. 먼저 가족복지지출의 경우 OECD 

SOCX Data Base에서 제공하는 GDP 대비 총 사회지출에서 가족복지와 관

련된 항목(가족수당, 육아휴가 지원금, 조기 아동돌봄 서비스, 주거 지원 서

비스 등)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변수를 생성한다. 이때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가족복지지출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적 지출과 민간 지출 

그리고 현금과 현물 지출을 모두 포함한 값을 사용한다.

기타사회지출의 경우 GDP 대비 총 사회지출에서 적극적노동시장정지출, 

가족복지지출, 실업급여, 노령연금지출을 제외한 다른 기타 지출을 모두 포

함한 값을 사용한다. 따라서 기타사회지출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가족복지, 

노인복지 영역을 제외한 빈곤, 주거, 건강, 장애 등과 같은 나머지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타사회지출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으로는 건강보험, 공공부조, 

주거 지원 서비스, 장애연금 등이 있다. 이때 노령연금 지출을 값에서 제외

한 이유는 본 연구의 개인 수준 분석대상이 근로연령(16세~64세)에 해당하

며 현재 고용 상태에 있는 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자가 현재 

노령연금의 대상자가 아닌 상황에서 노령연금을 기타사회지출 값에 포함할 

경우 변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Koo et al., 2020). 가족

복지지출과 마찬가지로 기타사회지출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공적 지출과 민간 지출 그리고 현금과 현물 지출을 모두 포함한 값을 사용

한다.

4. 통제변수: 미시·거시 수준의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개인 수준의 변수와 국가 수준의 변수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 수준의 통제변수의 경우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규직 여부, 소득수준, 직무자율성과 직무복잡성을 투입한다

(King & West, 1985; Shalley et al., 2000, 2009; Oldham & 

Cummings, 1996; Tierney & Farmer, 2004). 교육수준과 정규직 여부의 

경우 범주형 자료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는 더미변수화하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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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다. 

국가 수준에서는 노동의 창의성의 차이가 개별 국가의 실업률, 1인당 

GDP 성장률, GDP 대비 R&D 지출 비중, 서비스업 고용 비중으로부터 영

향을 받을 수 있어서 해당 변수들을 국가 수준의 통제변수로 투입한다. 실제 

실업률이 낮고 1인당 GDP 성장률이 높은 환경에서는 안정적으로 인적 자원

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기업과 새로운 기업 간의 경쟁률이 치열하게 발생하

게 되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 내 쇄신과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Evans & Leighton, 1990; Storey, 1991). 따라서 실업률

이 낮고 반대로 1인당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의 

창의성 수치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높은 실업률은 직업불안

정성 요인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의 창의성에 부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

로 평가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하는 

국가에서는 직업 간 이행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노동의 창의성의 외부 제약

인 실업에 따른 소득불안정성을 떨어트린다는 점에서 통제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R&D 지출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국가 수준

의 혁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oo et al., 2020)가 보고되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를 통제

변수로 투입한다. 이때 국가 수준의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WVS 조사 응답

년도 이전 5개년의 평균값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은 아래 <표 4>와 같다.

변수 변수 설명 출처
종속변수: 노동의 창의성(1수준)

노동의 창의성

현재(과거) 본인이 맡은 직무가 얼마

나 창의적인지: 1점(매우 반복적)~10

점(매우 창의적)

WVS 5차·6차

독립변수: 창의적 성향(1수준)

창의적 성향

평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1점(매우 중요하지 

WVS 5차·6차

<표 4> 변수 설명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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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6점(매우 중요함)

조절변수: 사회정책 특성(2수준)

공공고용서비스지출

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관련 

지출 비중(현금 및 현물 지출 모두 

포함): %

OECD (SOCX) Data 

base

직업훈련지출

GDP 대비 직업훈련 관련 지출 

비중(현금 및 현물 지출 모두 포함): 

%

OECD (SOCX) Data 

base

고용인센티브지출

GDP 대비 고용인센티브 관련 지출 

비중(현금 및 현물 지출 모두 포함): 

%

OECD (SOCX) Data 

base

고용보호엄격성 고용보호지수: 0점~6점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실업급여관대성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 %
OECD Benefits and 

Wage Statistics

가족복지지출
GDP 대비 가족복지지출 비중(현금 

및 현물 지출 모두 포함): %

OECD (SOCX) Data 

base

기타사회지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 실업급여, 

가족복지지출, 노령연금을 제외한 

빈곤, 주거, 건강, 장애 등의 

영역에서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현금 및 현물 지출 모두 포함): 

%: %

OECD (SOCX) Data 

base

통제변수: 인적 특성 및 직무 특성(1수준)

여성 0: 남성, 1: 여성 WVS 5차·6차

연령    세 WVS 5차·6차

소득수준 1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 WVS 5차·6차

교육수준15)

1: 초등교육 이하

2: 중등교육 이하

3: 고등교육 이상

WVS 5차·6차

정규직 여부
0: 비정규직

1: 정규직
WVS 5차·6차

직무복잡성

현재(과거) 본인이 맡은 직무가 얼마

나 인지적인 능력과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지

: 1점(매우 간단함)~10점(매우 복잡

함)

WVS 5차·6차

직무자율성 현재(과거) 본인이 맡은 직무가 얼마 WVS 5차·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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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초등교육 이하(no formal education, incomplete & complete primary 

school, complete primary school, incomplete secondary school); 중등

교육 이하(complete secondary school, some university level education  

without degree); 고등교육 이상(some university level education, with 

degree)

나 독립적인지

: 1점(매우 종속적)~10점(매우 독립

적)

통제변수: 사회경제적 특성(2수준)

1인당 GDP 성장률 1인당 GDP 성장률: % World Bank

R&D 지출
GDP 대비 공공 및 민간 R&D 

지출의 비중: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실업률
전체 노동자 수 대비 실업자 비율: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서비스업고용비중 서비스업 고용 비중: % World Bank

웨이브 6
0: Wave 5

1: Wave 6
WVS 5차·6차

국가 간 중복 여부
0: 중복 안 됨

1: 중복됨
WVS 5차·6차

상호작용항
사회정책 특성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

국가-시기의 사회정책 특성과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의 상호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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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1. 분석방법: 다수준 분석

본 연구는 다수의 국가의 다시점 미시자료를 결합한 WVS 데이터 세트에

서 주요 OECD 국가들만을 포함한 17개국의 25개 시점 자료를 활용한다. 

WVS 데이터 세트는 개별 국가에서 조사된 개인 수준 자료이며, 개별 국가

의 사회구성원들의 주관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된 대표적

인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해 놓은 것이다. 또한, 수집된 개별 국가-시기의 자

료는 동일 개인을 대상으로 여러 시점에 걸쳐 수집된 패널자료가 아니기 때

문에 기본적으로 각 국가-시기의 개인은 모두 다른 개인으로 취급할 수 있

다. 반복 측정된 패널자료의 경우 분석에 있어서 개인-시기를 1수준으로, 개

인을 2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WVS 데이터 세트의 경우 개인들

이 동일한 특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개인이 1수준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한 국가로부터 여러 시점에 걸쳐 자료(예: 일본 2005년, 일본 

2010년)가 수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패널데이터 구조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기가 2수준으로, 국가가 3수준으로 상정된다. 

즉, WVS 데이터 세트에서 1수준에 해당하는 개인(15,371명)은 2수준의 국

가-시기에 속하고, 2수준인 국가-시기(25개 국가-시기)는 3수준의 국가(17개

국)에 속하는 3수준의 위계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오욱찬, 2016: 62). 이러한 위계적 구조를 형성하는 자료를 분석할 

때는 이러한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석방법인 다수준 모형16)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의 경우 3수준의 모형(3-level model)을 구축하는 

16) 위계적 구조의 자료를 분석하는 다수준 모형은 혼합효과모형(mixed-effects 

models), 무선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s model), 공분산성분모형

(covariance components models) 등 다양한 유의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

서는 통일성을 위해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수준 모형

(multilevel models)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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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 ⟶ 국가-시기 ⟶ 국

가로 이어지는 3수준 모형이 아닌 국가-시기까지만을 상정한 2수준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수준 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는 각 수준별 모형이 최선

의 모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는다. 이때 모형 간 비교를 통해 최선의 

모형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은 편차량, 설명된 분산(R2), 그리고 잔차분산의 

크기이다. 이 같은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모형이 최적의 모형인지를 결

정하게 되는 것이다(Raudenbush & Bryk, 2002; Snijders & Berkhof, 

2008; Luo & Azen, 2013). 이와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명세화 방법은 1

수준 모형을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2수준 모형을 결정하며, 그 다음 3수

준 모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수준 모형에 비해 3수준의 모

형의 수치들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시기까지만을 포함하는 2

수준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다수준 모형에서는 모수 추정에 필요한 자유도가 충분한지를 고려해

야 한다. 자유도가 강조되는 이유는 수준별 모형에서 몇 개의 모수 추정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수 추정의 정

밀도를 위해 자유도는 추정대상 모수의 15~20배 이상일 것을 권장한다(강상

진, 2016: 359). 본 연구의 경우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충

분한 수의 자유도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3수준 모형을 구

축하게 되면 기본 자유도(K-1)는 16이 되는데, 2수준 설명변수가 13개임을 

고려했을 때 원할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 국가-시기로 이어지는 2수

준 모형을 구축하였다. OECD 국가들의 자료를 다수준 모형을 통해 분석하

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국가-시기까지만을 포함하는 2수준 모형을 구축하

였으며 종속변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다(노혜진, 황은정, 2018; 

윤성열, 최영준, 2020). 다만, 2수준 모형만을 구축하게 되면 중복되는 국가

들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VS 5차와 6차 데이터 세트에서 국가 중복 여부를 더미변수화한 뒤 2수준 

모형에 통제변수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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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가 노동의 창의성의 결정요인을 규명해내기 위해 다수준 모

형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국가-시기별 노동의 창의

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사회정책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는 개인 수준의 미시자료와 더불어 국가 수준의 정책 특성 자료를 결합해

서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 특성이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실질적인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가정하고 있으

므로 분석에 포함되는 개인 수준의 특성과 국가의 사회정책을 동시에 모형화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필요한 데 다수준 분석기법은 이에 최적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WVS 조사 자료는 여러 국가의 개인 참여자들의 설문 응답 값을 횡

적으로 연결한 비교국가자료이다. 즉, 국가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있는 개인

의 자료가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회귀식을 적용할 경우 오차항의 자기상

관(auto-correlation)에 대한 문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인 특

성과 직무특성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다수의 오차항을 가정하는 다수준 모형

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강상진, 2016). 추가로, 다수준 모형은 국가-시

기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고전적 회귀분석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같다는 가정에 따라 하나의 추정값만을 제시

한다. 그러나 다수준 모형을 활용하게 되면 국가별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이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수준 모형을 활용한다. 

기술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은 Stata 16.0이며, 다수준 

모형을 활용한 다수준 분석에는 HLM 8.1을 활용한다.

2. 분석모형: 다수준 모형

노동의 창의성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한 분석모형은 [그림 2]와 같다. 통

제변수가 기본적으로 투입되었다는 가정하에 1수준 변수로는 노동자의 창의

적인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이 투입된다. 2수준 변수로는 사회정책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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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수가 투입된다. 이때 1수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실선으로, 

교차 수준 상호작용 효과와 교차 수준 직접 효과는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준분석기법의 여러 분석모형 중 기울기를 결과변수로 

상정하는 무선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을 채택하였으며 모형

의 명칭과 같이 절편과 기울기에 설명변수를 투입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

다. 즉, 국가-시기별로 개인 수준의 독립변수와 국가 수준의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창의적인 성향이 노동의 창의성

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를 국가 수준의 사회정책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례로 위 모형을 적용할 경우 GDP 

대비 실업급여관대성 지수가 1 더 높은 국가에서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

지고 있는 노동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경향이 얼마나 

[그림 2] 분석모형: 다수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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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모형을 수식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 모형 또는 비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에서는 특정 국가-시

기 에 속하는 개인 의 노동의 창의성 를 종속변수로 하며 어떠한 독립

변수 또는 통제변수도 투입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수준의 모형과 국가-시

기 수준의 모형을 각각 설정하게 된다. 이때 고전적 회귀분석에서 를 상

수항으로 설정하는 것과는 달리 다수준 분석에서는 국가-시기에 따라 그 값

이 달라지는 것으로 가정한다17). 기초 모형의 주된 목적은 종속변수가 국가-

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분석에 앞

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기초 모형]

    
    

이어서 1수준(개인수준)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는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

(creative disposition) 이다. 개인특성(individual characteristics) 

와 직무특성(job characteristics) 는 통제변수로 모형에 투입된다. 

또한, 해당 모형에서 절편 와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에 따른 노동의 창의

성의 차이(기울기) 는 2수준인 국가-시기별로 다름을 전제한다. 는 개인 

수준에서의 미관측된 이질성을 의미한다. 

[1수준 모형]

          

17) 국가-시기에 따라 절편과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수준 분석모형이 무선

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을 따른다고 표현한다. 무선계수모형 외에

도 절편만이 국가-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는 무선절편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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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모형에서의 절편과 기울기는 2수준인 국가-시기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첫 번째로 1수준 절편 는 본 연구의 독립변

수인 사회정책 특성(social policy characteristics)  요인과 통제변수

인 사회경제적특성(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s) 에 의해 설명된

다. 마찬가지로, 1수준에서의 창의적 성향에 따른 노동의 창의성의 차이(기

울기)는 사회정책 특성(social policy characteristics)  요인에 의해 

다시 설명되며 분석에 포함되는 국가-시기에 따라 변하는 절편 을 취한

다. 이때 는 국가 수준에서의 미관측된 이질성을 의미한다. 

[2수준 모형]

        
    

마지막으로 1수준 모형과 2수준 모형을 혼합 모델로 통합하면 다음과 같

은 혼합 모형식이 도출된다. 아래 제시된 혼합 모형에서는 창의적 성향 변수 

를 확률기울기로 설정한 다음 해당 기울기에 대한 2수준에서의 설명변수

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창의적 성향과 사회정책 요인의 상호작용항 

 이 추가로 포함된다. 상호작용항에서의 각각의 회귀계수

(regression coefficient)를 통해 창의적 성향에 대한 사회정책 특성의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혼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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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이 같은 혼합모형을 활용함으로써 (a) 노동자의 창의적인 성향

과 (b) 사회정책 요인이 각각 (c) 노동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노동자의 (a) 창의적인 성향이 (c)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b) 국가-

시기별로 상이한 사회정책 요인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추가로 변수 평균 중심화(centering) 방법의 경우 더미 변수들은 별도의 

센터링 작업 없이 모형에 그대로 투입한다. 평균 중심화란 변수의 원래 값을 

그대로 모형에 투입하지 않고 집단 평균(group mean) 또는 전체 평균

(grand mean)을 중심으로 조정된 값을 모형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

떠한 중심화 방식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회귀 계수의 값이 달라지며 일반적으

로 개인 수준의 변수는 집단 평균 중심화를, 국가 수준의 변수는 전체 평균 

중심화 방법을 채택하여 모형에 투입한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 수준 변수는 

집단 평균(group mean)을 중심으로, 국가 수준 변수는 전체 평균(grand 

mean)을 중심으로 값을 조정한 뒤에 모형에 투입한다. 이때 집단 평균 중심

화를 할 경우 [해당 변수의 값 – 해당 변수의 집단 평균의 값]을 투입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 중심화의 경우 해당 변수의 전체 평균의 값에서 

뺀 값을 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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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분석

1. 종속변수 특성

노동의 창의성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17개국

의 25개 국가-시기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WVS 5차와 6차(2005년~2014

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근로연령(16-64세) 범위에서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중 노동의 창의성을 비롯한 개인특성 변수

에 결측이 없는 사례로 총 15,371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아래 제시되어 있는 [그림 3]은 WVS 5차와 6차 데이터 세트에서 나타난 

국가-시기별 노동의 창의성의 평균값(10점 만점)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

다.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값은 실제 사례 수를 바탕으로 구해진 평균값이 

아닌, 데이터 세트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개인횡단가중치

(non-normalised weight)가 적용된 국가-시기별 평균값이다.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과 데이터 세트별 평균의 경우에도 실제 사례 수에 대한 평균이 

아닌 개인횡단가중치가 적용된 국가-시기별 평균값의 평균을 의미한다. 가중

치를 적용한 값을 활용하는 것은 사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시기 또

는 데이터 세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림 3]을 살펴보면 OECD 25개 국가-시기의 노동의 창의성 평균은 5.15

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시기는 스웨덴(2006)으로 

6.89점이었다. 스웨덴(2006) 다음으로는 스위스(2007)가 5.97점, 노르웨이

(2007)가 5.86점, 네덜란드(2012)가 5.8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Esping-Andersen(1990)의 연구에서 복지정책의 재분배 정도와 탈상품화 

효과가 높은 사민주의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들이 상위권에 포함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노동의 창의성 점수에 있어서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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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국가-시기는 스페인(2011)으로 4.08점이었다. 이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스웨덴(2006)의 노동의 창의성 점수에 절반 정도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4.08
4.36
4.38
4.43

4.54
4.67
4.68

4.79
4.88
4.89

5.00
5.02
5.06
5.08
5.09
5.14
5.15
5.18
5.19
5.28

5.41
5.74
5.76
5.77
5.80
5.86

5.97
6.89

Spain (2011)
Japan (2005)
Spain (2007)

Korea, Rep. (2005)
Japan (2010)

Korea, Rep. (2010)
U.S. (2006)

Australia (2005)
Germany (2013)
Hungary (2009)
Australia (2012)

U.S. (2011)
Netherlands (2006)

U.K. (2005)
WVS 6 - Average

Canada (2006)
25 - Average

WVS 5 - Average
Germany (2006)

France (2006)
Estonia (2011)

Sweden (2011)
Newzealand (2011)

Finland (2005)
Netherlands (2012)

Norway (2007)
Switzerland (2007)

Sweden (2006)

[그림 3] 25개 국가-시기별 노동의 창의성 평균

주: 국가-시기별 값에는 개인횡단가중치가 적용됨

이 밖에도 일본(2005)이 4.36점, 스페인(2007)이 4.38점, 한국(2005)이 

4.43점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스페인을 제외하면 동아시아 국가-시기의 점수

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독일(2006)이 5.19점, 

캐나다(2006)가 5.14점으로 평균에 가장 가까웠으며 WVS 5차 데이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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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값이 WVS 6차 데이터 세트의 평균값에 비해 0.09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노동의 창의성 변수의 왜도와 첨

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분석을 시도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18).

2. 분석대상자의 개인 특성

이하에서는 분석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표 5>. 먼저 국가-

시기별 사례 수를 살펴보면 독일(2013)과 미국(2011)이 각각 1,014명과 

1,022명으로 가장 많은 사례 수를 기록하였다. 가장 적은 사례 수를 기록한 

국가-시기는 네덜란드(2006)으로 360명이었다. 25-개 국가-시기의 평균 사

례 수는 615명이었다. 연령의 경우 25개 국가-시기 평균은 41세였으며, 스

위스(2007)가 44.8세로 가장 높은 연령대를 나타냈다. 반면 가장 낮은 연령

대를 기록한 국가-시기는 37.7세로 나타난 한국(2005)이었다. 국가-시기별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47.6%로 남성 노동자가 더 많이 표집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뉴질랜드(2011)의 경우 여성이 분석대상

자 중 54.9%를 차지하였고 호주(2005)가 51.7%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

(2005)의 경우 37.6%로 국가-시기별 분석대상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

장 적었다. 데이터 세트별로는 WVS 6차가 5차에 비해 더 많은 여성 비율을 

나타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교육수준 중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25개 국가

-시기의 평균값은 31.4%였던 반면 교육수준 높음에 해당하는 비율은 26.0%

였다. 특히 한국(2010)의 경우 분석대상자의 52.7%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

고 있었다. 

 

18) Kline(2005)이 제시한 기준치에 따르면 변수의 왜도가 ＜3이고, 첨도가 ＜8인 

경우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노동의 창

의성의 왜도는 0.034이고 첨도는 –1.140인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에 대한 분석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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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표 6>의 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25개 국가-시기와 데이터 세트

별 평균값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나 분석대상자의 대다수가 정규직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미국(2006) 자료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99.2%로 가장 상위

에 있으며, 핀란드(2005), 노르웨이(2007), 헝가리(2009)의 경우에도 정규직 

비율이 90%를 넘었다. 반면 네덜란드(2006) 자료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58.7%로 다른 국가-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국가 시기
사례수

(명)

연령

(평균)

여성

(%)

교육수준

중간(%)

교육수준

높음(%)
호주 2005 612 42.1 51.7 50.2 20.0
호주 2012 616 39.5 47.9 15.9 28.3
캐나다 2006 913 40.4 47.2 36.2 27.1
에스토니아 2011 769 40.1 54.5 36.2 23.0
핀란드 2005 456 40.5 50.9 15.5 26.0
프랑스 2006 456 38.3 49.9 20.9 18.0
독일 2006 841 40.1 51.5 13.0 14.7
독일 2013 1,014 41.6 48.2 10.8 14.3
헝가리 2009 400 40.2 44.6 35.0 17.4
일본 2005 471 42.7 47.1 51.8 30.4
일본 2010 876 44.5 40.4 48.4 31.4
한국 2005 612 37.7 37.6 49.4 44.4
한국 2010 450 39.6 41.8 39.1 52.7
네덜란드 2006 390 37.9 46.2 23.3 5.9
네덜란드 2012 724 45.1 51.3 32.5 16.8
뉴질랜드 2011 446 44.7 54.9 41.3 38.3
노르웨이 2007 615 42.0 49.0 32.6 35.1
스페인 2007 470 37.8 42.5 20.6 12.9
스페인 2011 392 37.9 44.5 20.7 13.0
스웨덴 2006 581 44.2 47.6 29.6 42.8
스웨덴 2011 663 42.3 47.0 39.6 23.7
스위스 2007 597 44.8 50.6 13.8 36.7
영국 2005 437 39.3 50.6 22.9 26.9
미국 2006 548 39.2 44.7 40.3 2.8
미국 2011 1,022 41.4 47.9 44.6 46.7
Wave 5 평균 560 40.5 47.4 30.3 24.1
Wave 6 평균 661 41.7 47.8 31.6 26.8
25개 국가-시기 평균 615 41.0 47.6 31.4 26.0
주: 국가-시기별 값에는 개인횡단가중치가 적용됨

<표 5> 분석대상자의 개인 특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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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소득수준(10점 만점)의 경우 25개 국가-시기의 평균값이 5.4점

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연구 분석대상자의 소득수준은 중간 이상인 것으로 판

단되었다.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나타낸 국가-시기는 7.2점을 기록한 영국

(2005)이었다. 스웨덴(2006)이 7.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소득수

준을 기록한 국가-시기는 3.6점의 네덜란드(2006)였다. 

국가 시기
정규직

(%)

소득수준

(평균)

직무

복잡성

(평균)

직무

독립성

(평균)

창의적

성향

(평균)
호주 2005 74.3 6.1 5.8 7.4 4.1
호주 2012 72.5 5.5 6.4 7.4 4.1
캐나다 2006 80.5 6.9 5.7 7.6 4.7
에스토니아 2011 86.6 4.8 5.8 6.5 3.9
핀란드 2005 91.6 5.5 5.9 7.6 3.4
프랑스 2006 86.0 4.2 5.1 6.7 4.1
독일 2006 75.7 5.1 6.1 5.8 4.3
독일 2013 78.3 5.1 6.2 5.7 4.2
헝가리 2009 90.6 4.3 4.9 7.4 4.6
일본 2005 74.1 5.3 6.0 6.0 3.3
일본 2010 79.6 4.4 5.7 5.9 3.4
한국 2005 84.0 5.1 5.8 5.1 3.8
한국 2010 82.2 5.2 6.3 5.7 3.7
네덜란드 2006 58.7 3.6 5.5 6.6 4.4
네덜란드 2012 71.0 5.2 7.1 7.3 4.2
뉴질랜드 2011 77.1 6.7 6.9 7.8 4.3
노르웨이 2007 90.6 6.1 5.4 7.3 4.2
스페인 2007 91.2 5.0 4.9 5.3 4.2
스페인 2011 88.7 5.0 4.8 5.5 4.3
스웨덴 2006 86.7 7.0 5.8 7.9 4.6
스웨덴 2011 77.4 5.4 5.2 7.3 4.5
스위스 2007 71.7 5.7 7.2 7.0 4.5
영국 2005 70.0 7.2 6.0 7.3 4.4
미국 2006 99.2 5.1 5.6 7.3 4.3
미국 2011 84.5 5.3 6.3 7.1 4.0
Wave 5 평균 82.0 5.5 5.7 6.8 4.2
Wave 6 평균 81.0 5.3 6.1 6.6 4.1
25개 국가-시기 평균 81.0 5.4 5.9 6.7 4.1
주: 국가-시기별 값에는 개인횡단가중치가 적용됨

<표 6> 분석대상자의 개인 특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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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표 6>에서 제시된 분석대상자의 직무특성과 관련된 직무복잡성을 

살펴보면 25개 국가-시기의 평균은 5.9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직무복

잡성을 기록한 국가-시기는 스위스(2007)과 네덜란드(2012)로, 각각 7.2점

과 7.1점이었다. 직무독립성의 경우 25개 국가-시기의 평균이 6.7점으로 나

타나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평균 수준 이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1수준(개인수준) 독

립변수로 활용하는 창의적 성향 점수를 분석한 결과 25개 국가-시기 평균은 

4.1점이었고, Wave 5차와 6차 데이터 세트의 경우 각각 4.2점과 4.1점으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국가-시기별 창의적 성향 점수의 경우 캐나다

(2006)의 4.7점이 가장 높은 수치였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국가

-시기는 3.3점의 일본(2005)였으며 한국(2005, 2010)도 3점 후반대를 기록

하여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시기의 창의적 

성향은 낮은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표 7>은 개인수준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노동의 창의성

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상), 여성, 정규직 여부, 소득수

준, 직무복잡성, 직무독립성, 창의적성향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특히, 직무복잡성, 직무독립성, 소득수준, 

창의적성향, 연령 순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 노동자의 직무특성이 노동

의 창의성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교육수준(중)은 노동의 

창의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교육수준

(중), 여성을 제외하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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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1) 노동의창의성 1

(2) 연령 .058 1

(3) 교육수준(중) -.020 -.011 1

(4) 교육수준(상) .279 -.008 -.408 1

(5) 여성 .060 .005 -.016 -.001 1

(6) 정규직 .112 -.017 -.028 .073 .298 1

(7) 소득수준 .257 .072 .072 .254 .044 .139 1

(8) 직무복잡성 .447 .082 .082 .356 -.053 .083 .301 1

(9) 직무자율성 .354 .083 .083 .115 .015 .064 .228 .222 1

(10) 창의적성향 .201 -.075 -.075 .062 .053 .046 .092 .075 .159 1

주: 여성, 교육수준(중, 상), 정규직 변수는 범주형 변수임

<표 7> 개인수준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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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시기별 자료의 특성

 <표 8>은 25개 국가-시기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다수준 분

석에서는 해당 지표들은 통제 변수로 투입된다. 먼저 1인당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461%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

시기는 5.341%를 기록한 한국(2005)이었으며 한국(2010)이 3.351%를 기록

하며 계속해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다. 반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국

가-시기는 일본(2010)과 스페인(2011)으로 각각 –0.402%와 –0.301%로 나

타났다. 또한 WVS 5차 데이터 세트의 평균 성장률이 WVS 6차 데이터 세

트의 평균보다 약 2.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을 보면 스웨덴(2011)이 3.348%로 가장 높았고, 일본(2010) - 

3.274%, 핀란드(2005) - 3.259%,  스웨덴(2006) - 3.090% 순으로 그 뒤

를 이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상위권에 위치한 것과는 달리 같은 사민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노르웨이의 경우 1.558%로, 전체 평균에 미치치 못하는 수

준이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 대체로 높은 편에 속했는

데 2006년과 2011년 시기 모두 2.5%를 넘겼다. 반면 가장 낮은 GDP 대비 

R&D 지출을 나타낸 국가-시기는 헝가리(2009)로 해당 국가-시기의 평균 

R&D 지출은 GDP 대비 0.939% 수준이었다. 실업률의 경우에는 25개 국가

-시기의 평균은 6.507이었으며 5차와 6차 데이터 세트의 실업률에는 큰 차

이가 나지 않았다.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가-시기는 스페인(2007, 

2011)이었으며 2007년 10.300%에서 2011년 13.14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가-시기는 한국(2005, 2010)으로 

유일하게 3%대였다. 이어서 서비스업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국가-시기

의 평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71.043%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시기에

서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7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네덜란드

(2012)의 경우 78.448%를 기록하며 가장 상위에 위치하였다. 반면 에스토

니아(2005), 한국(2005), 스페인(2007)의 경우 60% 초반대를 기록하며 서비

스업 고용 비중에 있어서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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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9>는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투입되는 25개 국가-시기별 사회

정책 특성에 대한 자료이다. 먼저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에 속하는 공공

고용서비스지출을 살펴보면 25개 국가-시기의 평균은 0.16%였으며 WVS 5

차와 6차 데이터 세트 간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GDP 대비 가장 

높은 지출을 기록한 국가-시기는 네덜란드(2006)로 0.404% 수준이었다. 대

체로 유럽권 국가들에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이 높게 나타났는데, 프랑스

국가 시기
GDP

(%)

R&D

(GDP 대비, %)

UNP

(%)

PSE

(%)

호주 2005 2.048 1.619 6.144 74.592
호주 2012 1.010 2.181 4.894 75.668
캐나다 2006 1.569 1.986 7.283 74.894
에스토니아 2011 0.486 1.276 9.223 62.460
핀란드 2005 2.969 3.259 9.163 67.440
프랑스 2006 0.947 2.116 8.718 71.290
독일 2006 0.568 2.438 9.630 66.026
독일 2013 0.897 2.755 6.650 69.760
헝가리 2009 3.066 0.939 7.178 62.746
일본 2005 1.225 2.993 5.020 65.288
일본 2010 -0.402 3.274 4.293 68.364
한국 2005 5.341 2.266 3.778 63.038
한국 2010 3.315 2.850 3.458 66.908
네덜란드 2006 0.853 1.778 4.628 76.064
네덜란드 2012 0.612 1.709 4.438 78.448
뉴질랜드 2011 0.502 1.204 4.710 71.588
노르웨이 2007 1.617 1.558 4.020 75.258
스페인 2007 1.587 1.060 10.300 64.354
스페인 2011 -0.301 1.293 13.140 68.884
스웨덴 2006 2.269 3.090 6.672 74.756
스웨덴 2011 1.086 3.348 7.240 76.834
스위스 2007 1.260 2.598 4.800 73.326
영국 2005 2.367 1.593 5.099 74.760
미국 2006 1.623 2.558 5.420 75.794
미국 2011 0.010 2.701 6.778 77.524
Wave 5 평균 1.954 2.123 6.524 70.642
Wave 6 평균 0.722 2.259 6.482 71.644
25개 국가-시기 평균 1.461 2.178 6.507 71.043
주: GDP(1인당 GDP 성장률), R&D(R&D지출), UNPR(실업률), PSE(서비스업고용비중)

<표 8> 25개 국가-시기별 사회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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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독일(2006, 2013), 네덜란드(2012), 스웨덴(2006, 2011), 영국

(2005) 자료 모두 0.2%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표 9>에서 제시된 직업훈련지출을 살펴보면 25개 국가-시기 평균

은 0.147%로 나타났다.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가장 상위권에 위치한 국가-

시기는 독일(2006)이었고 해당 국가-시기의 지출 평균은 0.499%였다. 반면 

국가 시기
PES

(GDP 대비, %)

TRN

(GDP 대비, %)

EAP

(GDP 대비, %)

EPL

(6점 만점)
호주 2005 0.192 0.009 0.155 1.833
호주 2012 0.175 0.023 0.121 2.011
캐나다 2006 0.183 0.110 0.061 1.314
에스토니아 2011 0.056 0.050 0.022 2.113
핀란드 2005 0.149 0.345 0.357 2.023
프랑스 2006 0.215 0.311 0.498 2.826
독일 2006 0.244 0.499 0.451 2.889
독일 2013 0.353 0.280 0.210 2.889
헝가리 2009 0.089 0.053 0.189 2.395
일본 2005 0.153 0.039 0.056 2.144
일본 2010 0.045 0.005 0.078 1.906
한국 2005 0.019 0.046 0.123 2.261
한국 2010 0.018 0.049 0.126 2.261
네덜란드 2006 0.404 0.118 0.779 3.215
네덜란드 2012 0.332 0.105 0.590 3.170
뉴질랜드 2011 0.131 0.172 0.080 1.292
노르웨이 2007 0.120 0.360 0.220 2.380
스페인 2007 0.106 0.148 0.496 2.647
스페인 2011 0.141 0.170 0.511 2.545
스웨덴 2006 0.220 0.320 0.660 2.604
스웨덴 2011 0.222 0.103 0.663 2.604
스위스 2007 0.116 0.238 0.274 2.056
영국 2005 0.250 0.027 0.029 1.758
미국 2006 0.036 0.055 0.058 0.673
미국 2011 0.032 0.050 0.059 0.673
Wave 5 평균 0.166 0.179 0.294 2.213
Wave 6 평균 0.151 0.101 0.246 2.129
25개 국가-시기 평균 0.160 0.147 0.275 2.179 
주: PES(공공고용서비스지출), TRN(직업훈련지출), EAP(고용인센티브지출),

주: EPL(고용보호엄격성)

<표 9> 25개 국가-시기별 사회정책적 특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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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지출 수준을 나타낸 국가-시기는 일본(2010)으로 해당 국가-시기

의 지출 평균은 GDP 대비 0.005% 였다. 고용인센티브지출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출 수준을 기록한 국가-시기는 네덜란드(2006)였다. 해당 국가-시기

의 GDP 대비 지출 수준은 0.799%로 나타났다. 대체로 

Esping-Andersen(1990)의 연구에서 사민주의 체제와 보수주의 체제로 분

류되는 국가들이 고용인센티브지출에 있어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사민주

의 체제에서는 스웨덴(2011)이 0.663%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보수주의 

체제에서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독일(2006)이 0.451%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25개 국가-시기의 평균값은 0.275%였는데 유럽권

에 속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평균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다른 영미권 그리고 

동아시아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보호지수를 바탕으로 측정되는 고용보험엄격성의 경우 25개 국가-시

기의 평균은 2.179점이었다. WVS 5차 데이터 세트와 6차 데이터 세트 간

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용보호엄격성이 가장 높은 국가-시기는 

네덜란드(2006, 2012)로 나타났는데 두 국가-시기 모두 유일하게 3점대 이

상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다. 다음 순위는 2점 후반대를 기록한 

독일(2006, 2013)이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와 독일은 고용에 대한 

보호가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용보호

엄격성이 가장 낮은 국가-시기는 캐나다(2006)로 1.314점을 기록하였다.

25개 국가-시기별 특성에 대한 값은 <표 10>에 추가로 제시되어있다. 먼

저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을 통해 측정되는 실업

급여의 관대성의 경우 전체 평균은 39.277%로 나타났다. WVS 5차 자료의 

평균은 42.136% 수준인데 반해 WVS 6차 자료는 34.989%로 나타나 최신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시기의 실업급여관대성은 상대적으로 떨

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국가-시기별로 살펴보면 노르웨이(2007)에

서 57.902%로 나타나 실업급여가 가장 관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독일(2006)이 54.172%로 그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관대성이 가장 낮

은 국가-시기는 26.465%를 기록한 미국(201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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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결합안정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족복지지출

과 기타사회지출이 제시되었다. 먼저 가족복지지출을 살펴본 결과 25개 국가

-시기의 평균은 1.896%로 나타났다. 스웨덴(2011)의 지출 수준이 가장 높

았으며, 뉴질랜드(2011)가 3.255%를 기록하며 그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국가 시기
UBRR

(소득대체율, %)

SOCX

(GDP 대비, %)

FAM

(GDP 대비, %)

호주 2005 44.592 8.451 2.944
호주 2012 40.282 8.780 2.703
캐나다 2006 41.377 10.346 1.051
에스토니아 2011 22.193 6.493 2.095
핀란드 2005 49.031 9.778 2.832
프랑스 2006 50.015 12.506 2.951
독일 2006 54.172 12.465 2.059
독일 2013 37.515 12.541 2.113
헝가리 2009 31.607 10.051 3.137
일본 2005 37.123 7.676 0.623
일본 2010 36.463 8.529 0.733
한국 2005 36.588 3.368 0.140
한국 2010 31.735 4.544 0.461
네덜란드 2006 47.657 10.796 1.525
네덜란드 2012 49.417 7.709 1.456
뉴질랜드 2011 33.807 11.435 3.255
노르웨이 2007 57.902 11.147 2.909
스페인 2007 33.790 10.077 1.076
스페인 2011 32.622 11.163 1.330
스웨덴 2006 42.487 13.147 3.061
스웨덴 2011 39.393 12.335 3.313
스위스 2007 43.728 7.106 1.504
영국 2005 33.067 9.794 2.618
미국 2006 28.908 9.058 0.784
미국 2011 26.465 10.166 0.719
Wave 5 평균 42.136 9.718 1.948
Wave 6 평균 34.989 9.370 1.818
25개 국가-시기 평균 39.277 9.578 1.896
주: UBRR(실업급여관대성), FAM(가족복지지출), SOCX(기타사회지출)

주: SOCX(기타사회지출)은 빈곤, 건강, 주거, 장애 등의 영역에서의 사회지출의 합

<표 10> 25개 국가-시기별 사회정책적 특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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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기타사회지출의 경우 25개 국가-시기의 평균값은 GDP 대비 

9.578%였다. 기타사회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시기는 스웨덴(2006)으로 

13.147%였다. 2011년 스웨덴 자료의 경우에도 12.335%를 기록하며 GDP 

대비 기타사회지출에 있어서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프랑스(2006), 독일

(2006), 독일(2013)의 경우에도 모두 12%를 넘겨 전체 25개 국가-시기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지출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가장 낮은 지출 수준을 보

인 국가-시기는 한국(2005)으로 GDP 대비 기타사회지출은 3.368% 수준이

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11가지의 거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1>

과 같다. 대체로 같은 제도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끼리 상관관계가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속하는 제도들과 고용

보호엄격성 및 실업급여관대성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 고용보호가 엄격

하게 이루어지며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 역시 높은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기타사회지출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다. 또한, 기타사회지출과 가족복지지출의 상관관계는 0.591이었다. 본 연

구에서 2수준(국가수준) 통제 변수로 투입되는 1인당 GDP 성장률, R&D 지

출, 실업률 그리고 서비스업고용 비중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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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9) (10) (11) (12)

(1) PES 1

(2) TRN .325 1

(3) EAP .591 .453 1

(4) EPL .600 .400 .731 1

(5) UBRR .531 .656 .496 .507 1

(6) SOCX .525 .572 .469 .182 .327 1

(7) FAM .371 .367 .250 .201 .334 .591 1

(8) GDP -.246 -.090 -.144 .017 .014 -.460 -.046 1

(9) R&D -.037 .134 .045 -.091 .125 -.009 -.193 .039 1

(10) UNP .038 .354 .326 .184 -.091 .434 .162 -.291 -.226 1

(11) PSE .412 -.030 .220 -.197 .296 .337 .210 -.310 .143 -.318 1

주: PES(공공고용서비스지출), TRN(직업훈련지출), EAP(고용인센티브지출), EPL(고용보호엄격성), UBRR(실업급여관대성), 

주: SOCX(기타사회지출), FAM(가족복지지출), GDP(1인당 GDP 성장률), R&D(R&D지출), UNP(실업률), PSE(서비스업고용비중)

주: SOCX(기타사회지출)은 빈곤, 건강, 주거, 장애 등의 영역에서의 사회지출의 합

<표 11> 국가-시기 수준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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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그림 4]와 같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노동의 창의성과 가족복

지지출의 관계를 산점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시각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체로 

가족복지지출과 노동의 창의성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대체로 가족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스웨덴(2011), 뉴질랜드(2011), 

노르웨이(2007) 등의 국가-시기에서 노동의 창의성도 같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값은 0.34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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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동의 창의성과 가족복지지출의 관계

주: AUS(호주), CAN(캐나다), CHE(스위스), ESP(스페인), EST(에스토니아), FIN(핀란드), 

주: FRA(프랑스), DEU(독일), HUN(헝가리), JPN(일본), KOR(한국), NET(네덜란드), 

주: NZL(뉴질랜드), NOR(노르웨이), SWE(스웨덴), U.K.(영국), U.S.(미국), 

주: 25-AVE(25개 국가-시기 평균)

주: R2 = 0.3484

 [그림 5]의 경우 노동의 창의성과 실업급여관대성의 관계에 대한 산점도

이다. 대체로 실업급여의 관대성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의 창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R2 값은 0.1731로 나타났다.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는 이후 주효과 모형을 통해서 구체적인 통계적 유의도를 살피도록 한다. 노

동의 창의성과 나머지 거시변수의 관계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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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노동의 창의성과 실업급여관대성의 관계

주: AUS(호주), CAN(캐나다), CHE(스위스), ESP(스페인), EST(에스토니아), FIN(핀란드), 

주: FRA(프랑스), DEU(독일), HUN(헝가리), JPN(일본), KOR(한국), NET(네덜란드), 

주: NZL(뉴질랜드), NOR(노르웨이), SWE(스웨덴), U.K.(영국), U.S.(미국), 

주: 25-AVE(25개 국가-시기 평균)

주: R2 = 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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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수준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수준 모형의 구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상향식

(top-down)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형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모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있다. 둘째, 하향식

(bottom-up) 방법으로 가장 상위의 모형에서부터 출발하여 모수를 점차 제

거해 나가면서 모형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

인 모형에서 시작하여 점차 모수를 추가해 나가는 것이 모델 설정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Hox et al.(2010)의 설명에 따라 상향식 방법을 채택하

였다. 또한, 다수준 모형은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과 무선

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s model)19)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노동

의 창의성이 국가-시기에 따라 절편이 다르게 결정되어도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의 관계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후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즉 기울기 또한 국가-시기마다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무선계수모형이 무선절편모형에 비해 복잡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는 측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창의적 성향 변수 그리고 국가수

준의 사회정책 변수의 상호작용항에 초점을 맞춰 국가에 따라 절편과 기울기 

모두 차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무선계수모형을 따르기로 하였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분석 과정을 구분

하여 수행한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초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기초모형을 분석하는 이유는 본격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분석과정

에 있어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슈들을 점검하고, 다수준 분석을 수행

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노동자의 창의적인 성향과 국가-시기의 사회정책 요인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주효과(main effect)를 평가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19) 무선기울기모형(random slope model)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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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에 대한 사

회정책 요인의 조절효과를 제시한다. 

1. 기초 모형

<표 12>는 무조건부 모형에서 시작하여 1수준(개인수준) 통제변수(예: 성

별, 연령)를 투입했을 때 그리고 2수준(국가-시기 수준) 통제변수(예: 실업률)

를 투입했을 때의 분석결과이다. 이때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시기 간 노동의 창의성이 다수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

한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의 창의성의 전체 평균

은 5.175점이고, 전체 변량 중 국가수준의 변량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

는 ICC(intra class correlation)의 값은 0.053으로 확인되었다20). 즉, 평

균적으로 노동의 창의성의 분산의 약 5.3%는 국가 수준의 특성에 따른 차이

이며, 94.7%는 분석 대상자의 개인차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전체 변량 중 국가 수준의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0.05 이상일 때 다수

준 모형을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모델의 값은 0.05 

이상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국가-시기에 내제되어 있는(nested) 데이터 구조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수준 분석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고려되는 분석 자료의 설계효과(design effect)21)의 경우에도 그 값

이 33.623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임계치22)를 크게 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 같은 ICC 값과 DEFF 값을 모두 고려했을 때 노동의 창의성에 대

한 다수준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거시적인 맥락에서 노동의 

창의성의 영향 요인을 밝히는 본 연구의 시도가 통계적으로 타당함을 의미한

다.

20)    
   

21)        단 은 집단평균사례수 
22) 일반적으로 그 값이 2 이상인 경우 다수준 분석이 권장된다(Muthen & 

Satorr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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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1에서 나온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

던 연령, 여성, 교육수준(중간, 높음), 정규직 여부, 소득수준, 직무복잡성, 직

무독립성을 투입한 결과 이와 같은 1수준 특성이 노동의 창의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29.6%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이 다수준 분석을 수행한 

일부 연구(박미희, 2017; 박미진, 2020)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1수준 특성의 

설명력이 10%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1수준 특성이 나

타내는 설명력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보다

는 정규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t=4.750, p<0.001)들이 창의력을 

더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이 여성(t=-8.282, p<0.001)이 남

성에 비해 노동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교육수준

이 낮거나 중간일 때(t=7.476. p<0.001)보다 높을 때(t=17.882, p<0.001), 

소득수준(t=7.475, p<0.001), 직무복잡성(t=41.461, p<0.001), 직무독립성

(t=31.236, p<0.001)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의 경우 유의수준 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어서 Model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수준 통제변수 모형에 2수준 

국가-시기의 통제변수를 투입한 결과 개인 수준의 설명된 분산은 29.6%로 

Model 1-1 수준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고, 2수준 국가-시기의 설명된 분

산은 21.2%로 나타났다. 또한, 2수준 통제 모형에서도 개인 수준의 변수들

의 유의도와 방향은 여전히 같게 나타났다. 2수준 통제변수 중에서는 서비스

업고용비중(t=2.503, p<0.05)과 국가 중복 여부(t=-2.187, p<0.05)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반면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1인당 

GDP 성장률과 R&D 지출, 그리고 실업률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

23)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설명된 분산

(variance explained: R2)은 무조건부 모형의 변량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모

형의 변량 감소 정도로 계산한다(Raudenbush & Bryk, 2002: 74; 박미진, 

2020: 93에서 재인용). 이를 적용해보면 전체 설명된 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07209-0.39684) - (4.98130-0.40310)] / (7.07209+0.39684) = 

0.279. 마찬가지로 Model 1-1에서 1수준의 설명된 분산은 

(7.07209-4.98130) / 7.07209 = 0.296이 되며 Model 1-2에서 2수준의 설

명된 분산은 (0.39684-0.31270) / 0.39684 = 0.21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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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고용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노동의 창의성의 총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인지 능력

(cognitive ability)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같은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2>.

변수

Model 0

(비조건부 모형)

Model 1-1

(1수준 통제변수)

Model 1-2

(2수준 통제변수) or  t  or  t  or  t
절편 5.175 40.416*** 4.429 32.271*** 4.805 22.107***

연령 0.001 0.470 0.001 0.470
여성 -0.322 -8.282*** -0.323 -8.301***

교육수준 중간 0.365 7.476*** 0.366 7.746***

교육수준 높음 0.976 17.882*** 0.055 17.863***

정규직 0.298 4.750*** 0.240 4.749***

소득수준 0.269 7.475*** 0.072 7.475***

직무복잡성 0.298 41.461*** 0.298 41.460***

직무독립성 0.269 31.236*** 0.269 31.236***

1인당 GDP 성장률 0.012 0.099
R&D 지출 0.205 1.210
실업률 0.043 0.734
서비스업고용비중 0.068 2.503*

Wave 6 -0.026 -0.091
중복 여부 -0.572 -2.187*

1수준 분산(잔차) 7.07209 4.98130 4.98128
2수준 분산(절편) 0.39684 0.40310 0.31270
ICC 0.053*** 0.075*** 0.059***

DEFF 33.623 46.977 37.267
R2 (전체) 0.279 0.291
R2 (1수준) 0.296 0.296
R2 (2수준) 0.212
주: * p<0.05, ** p<0.01, *** p<0.001

<표 12> 무조건부 모형 및 통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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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효과 모형: 창의적 성향, 사회정책 특성의 직접효과

이전 모델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 종속변수의 변량을 확인하였다면 

이후 모델에서는 개인 및 국가 수준의 독립변수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노동

의 창의성의 변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가설 1에 해당하는 세부 가

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 수준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표 13>과 같

다. Model 2-1을 보면 개인 수준과 국가 수준의 통제변수를 모형에 모두 

투입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t=15.919, p<0.001)은 노동의 창의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또한, 이전 Model 1-2와 비

교헀을 때 다른 개인 수준 그리고 국가-시기 수준 변수의 유의도와 방향성

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노동자의 창의적인 성향이 높을

수록 또는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

의성을 발휘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른 개인 수준의 변수들과의 

영향력을 비교해봤을 때에도 직무특성과 관련된 변수(직무복잡성, 직무자율

성)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은 노동의 창의성을 예측하는 데 있

어서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독립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3>의 Model 2-2와 

같다. Model 2-2를 보면 공공고용서비스지출, 고용보호엄격성, 실업급여관

대성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직업훈련

지출(t=3.654, p<0.05)과 가족복지지출(t=3.918, p<0.01)이 유의미한 영향

력을 나타냈으며, 정적인 방향을 가리켰다. 이는 직업훈련지출과 가족복지지

출이 클수록 국가 내에서 노동의 창의성의 총량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기타사회지출(t=-2.866, p<0.05)의 경우 노동의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으나 그 방향은 부적이었다. 다시 말해, 기타사회지출이 클수록 오

히려 개별 국가 내에서 노동의 창의성의 평균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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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주효과 모형의 주된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개인 수준의 변수인 노

동자의 창의적 성향이 노동의 창의성을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시기 수준에서는 고용안정성과 결합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훈련지출 그리고 가족복지지출이 노동의 창의성을 

변수

Model 2-1

(1수준 독립변수)

Model 2-2

(2수준 독립변수) or  t  or  t
절편 4.852 22.413*** 4.649 29.180***

창의적 성향 0.248 15.919***

연령 0.003 1.747 0.001 0.480
여성 -0.284 -7.367*** -0.322 -8.288***

교육수준 중간 0.329 6.779*** 0.372 7.607***

교육수준 높음 0.915 16.858*** 0.980 17.966***

정규직 0.235 4.700*** 0.242 4.798***

소득수준 0.073 7.669*** 0.072 7.458***

직무복잡성 0.292 41.011*** 0.298 41.433***

직무독립성 0.254 29.645*** 0.269 31.234***

1인당 GDP 성장률 0.016 0.126 -0.145 -1.659
R&D 지출 0.208 1.233 0.135 1.211
실업률 0.041 0.706 -0.071 1.417
서비스업고용비중 0.067 2.505* 0.045 -1.556
Wave 6 -0.016 -0.058 -0.207 -0.916
중복 여부 -0.572 -2.195* -0.219 -1.080
공공고용서비스지출 1.083 0.834
직업훈련지출 3.732 3.654*

고용인센티브지출 1.396 1.968
고용보호엄격성 -0.162 -0.497
실업급여관대성 -0.038 -2.230
가족복지지출 0.441 3.918**

기타사회지출 -0.181 -2.866*

1수준 분산(잔차) 4.89725 4.98129
2수준 분산(절편) 0.31044 0.20152
ICC 0.060*** 0.039***
DEFF 37.602 24.874
R2 (전체) 0.303 0.306
R2 (1수준) 0.308 0.296
R2 (2수준) 0.218 0.492
주: * p<0.05, ** p<0.01, *** p<0.001

<표 13> 주효과 모형: 1수준 · 2수준 독립변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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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데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기타사회지출의 경우에도 노동의 창의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영향력의 방향이 부적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주효과 모형의 연구결과는 Amabile(1996)가 제시한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 개념이 유효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호

작용항까지 투입되는 완전모형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표 14>.

연구가설 내용 결과

연구가설 1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

은 높아질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2-1. 공공고용서비스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

의성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2-2. 직업훈련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2-3. 고용인센티브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

성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2-4. 고용보호가 엄격할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2-5. 실업급여가 관대할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2-6. 가족복지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2-7. 기타사회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표 14> 주효과 모형 관련 연구가설 채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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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전 모형: 사회정책 특성의 조절효과

지금까지 기초 모형(Model 0~1)에서는 국가-시기별로 노동의 창의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주효과 모형(Model 2)을 

통해 이러한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 및 국가 수준의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마지막 연구가설 3에 해당하는 세부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사회정책 요인 간의 완전 모형을 설정하였

다. <표 15>의 Model 3은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일곱 개의 사회정책 특성이 조절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구축된 모델이

다. 분석결과, 일곱 개의 창의적 성향과 사회정책 특성의 상호작용항

(interaction term) 중에서 세 개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밝혀졌다. 즉,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 관계가 사회정책 

특성에 따라 유의미하게 조절된다는 전제가 실증적으로 규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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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3 or  t

절편 4.699 29.418***
창의적 성향 0.245 15.557***
연령 0.003 1.739
여성 -0.282 -7.313***
교육수준 중간 0.337 6.940***
교육수준 높음 0.917 16.906***
정규직 0.235 4.698***
소득수준 0.073 7.659***
직무복잡성 0.292 41.012***
직무독립성 0.254 29.619***
1인당 GDP 성장률 -0.142 -1.617
R&D 지출 0.137 1.235
실업률 -0.072 -1.583
서비스업고용비중 0.045 1.422
Wave 6 -0.199 -0.881
중복 여부 -0.216 -1.067
공공고용서비스지출 1.002 0.769
직업훈련지출 3.712 3.620**
고용인센티브지출 1.388 1.951
고용보호엄격성 -0.157 -0.482
실업급여관대성 -0.038 -2.211*
가족복지지출 0.442 3.908**
기타사회지출 -0.180 -2.833*
창의적성향 
공공고용서비스지출 -0.242 -0.968
직업훈련지출 -0.358 -1.825
고용인센티브지출 -0.443 -3.906**
고용보호엄격성 0.130 3.015**
실업급여관대성 0.006 2.149*
가족복지지출 0.018 0.936
기타사회지출 0.011 0.915

1수준 분산(잔차) 4.98128
2수준 분산(절편) 0.22225
ICC 0.043***
DEFF 27.225
R2 (전체) 0.303
R2 (1수준) 0.296
R2 (2수준) 0.440
주: * p<0.05, ** p<0.01, *** p<0.001 

<표 15> 완전 모형: 창의적 성향과 사회정책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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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해당되는 공공고용서비스지출은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었고 창의적 성

향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0.769, 

p>0.05; t=-0.968, p>0.05). 직업훈련지출의 경우 완전모형에서 노동의 창

의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있었지만(t=3.620, p<0.01), 노동의 창의성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t=-1.825, p>0.05). 즉, 성인 실업자

와 취업 중인 노동자의 직업 역량을 향상해주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효과가 다소 미미하였으나 노

동의 창의성의 평균이 증가하는 데에는 기여하는 것이다. 

완전모형의 수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GDP 대비 직업지출 비중의 1% 증

가는 노동의 창의성 점수의 3.712점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만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해석이며, GDP 대비 직업훈련지출의 단위가 소수점임을 고려해본

다면 현실적으로 GDP 대비 직업훈련지출의 0.1%의 증가는 노동의 창의성 

점수의 0.371점의 상승 효과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

다. 실제 위 [그림 6]에서도 나와 있듯이 직업훈련지출 수준이 가장 높을 때

에 노동의 창의성의 절편이 가장 높았다. 다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

[그림 6] 창의적 성향과 직업훈련지출의 상호작용효과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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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다소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고용인센티브지출과 고용보호엄격성의 경우 노동의 창의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에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고용인센티브지출은 부적 조절효과

(t=-3.906, p<0.01)를, 고용보호엄격성은 정적 조절효과(t=3.015, p<0.01)를 

나타냈다. [그림 7]과 [그림 8]은 이러한 고용인센티브지출과 고용보호엄격성

의 조절효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용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수록 창의적인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선형 관계가 부적

으로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

동자의 경우 고용인센티브지출이 노동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용인센티브지출 자체가 

노동의 창의성과 관련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그림 7]에

서 나온 바와 같이 창의적 성향과의 조절효과와 관계없이 고용인센티브 프로

그램에 대한 지출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절편의 값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고용인센티브 프로그

램이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노동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7]  창의적 성향과 고용인센티브지출의 상호작용효과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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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센티브지출에 이어서 고용보호엄격성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창의

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8]. 이는 고용보호엄격성 자체가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

자들에게 안정적인 기제로 작용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조

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고용보호엄격성이 증가할수록 개인수

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졌으며, 특정 임계 값을 넘

었을 때는 기울기가 교차하며 결과적으로 노동의 창의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호엄격성이 낮을수록 절편의 값은 올라갔지만, 

완전 모형에서 고용보호엄격성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

한 절편의 차이는 미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해보면 실

직에 대한 위험이 큰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

는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엄격한 고용보호제도

가 제공하는 직업의 안정성이 노동자의 기술 습득에 유인책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Griffith & Macartney, 2014) 심리적 자본과 직무몰입을 매개하여 

노동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Volmer et 

al., 2012; De Spiegelarere et al., 2014) 이 같은 사실이 본 연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창의적 성향과 고용보호엄격성의 상호작용효과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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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실업급여관대성의 경우에도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

계에 있어서는 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2.149, 

p<0.05) [그림 9]. 즉,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이 증가할수록 평소 창의적

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할 가

능성을 높여준다는 의미이다. 실제 Filippetti & Guy(2016)의 연구를 통해

서도 실업급여제도가 관대할수록 노동자들은 창의적이고 산업특화적인 기술

습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실업급여관대성이 

증가할수록 절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업급

여관대성에 따른 이 같은 종속변수의 절편의 차이는 주효과 모형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완전 모형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정책

이 노동의 창의성의 평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t=-2.211, p<0.05). 실제, [그림 9]에서 실업급여관대성이 증가할수록 오

히려 절편의 값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완전 모형의 결과

만을 놓고 봤을 때 관대한 실업급여제도는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노동시장 내에서는 창

의성의 평균은 떨어트리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실업급여관대성을 

유지하거나,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소득안정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창의적 성향과 실업급여관대성의 상호작용효과 (Model 3) 



- 88 -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중 유일하게 조절효과

가 있었던 프로그램은 고용인센티브지출이었다. 고용인센티브지출의 경우 창

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 자체로

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노동 창의성의 평균을 일정 수준 높여주는 것으로 확

인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부적조절효과가 정적 조절

효과로 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효과

를 가지고 있는 고용보호엄격성과 실업급여관대성은 창의적인 성향이 높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일

종의 안정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업급여관대성은 

노동의 창의성의 평균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유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일과-개인생활의 안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가족복지지출과 기타사

회지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가족복지지출의 경우 주효과 모형뿐만 아니

라 완전 모형에서도 노동의 창의성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유의도를 나

타내었으나(t=3.908, p<0.01),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에는 조

절효과를 갖지 않았다. 실제, [그림 10]에서 나온 바와 같이 가족복지지출 

수준 간 절편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절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주효과 모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족복지지출은 노동시장 내

에서 노동의 창의성의 평균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기울기는 정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에도 미미하게나

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가족복지지출은 평소 청년 

노동자가 주로 경험하는 일과 개인생활의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

한 구체적인 근거로,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가 노동자의 창의적인 행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Mishra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일과 개인생활이 

안정적인 균형이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을 매개로 하여 노동의 창

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is(2002)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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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가정 또는 개인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성 노동자에게 있어서 

일-가정 갈등 문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야기하여 창의성을 발휘

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무엇보다 가족복지지출의 

증가는 여성을 돌봄노동으로부터 해방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해준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온 바와 같이 노동의 창의성의 평균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가족복지지출에 이어서 기타사회지출의 경우 노동의 창의성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t=-2.833, p<0.05), 노동자의 창의

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 관계에 있어서는 조절효과를 갖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기타사회지출의 영향은 [그림1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사회지출이 가장 높을 때의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절편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며,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기울기도 오히려 낮아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타사회지출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가족복지지출, 실업급여 그리고 노령연금이 제외된 값이다. 따라서, 개별 국

가 내에서 기타사회지출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가족복지지출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림 11]에서 나온 바와 같이 노동의 창의성

[그림 10] 창의적 성향과 가족복지지출의 상호작용효과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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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편의 값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타사회지출의 조절효과

가 유의미하지 않았더라도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는 기타사회

지출에 의해 미미하게나마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기타사회지출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 창의적 성향과 기타사회지출의 상호작용효과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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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내용 결과

연구가설 3-1. 공공고용서비스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

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 관계

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3-2. 직업훈련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창

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3-3. 고용인센티브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자

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3-4. 고용보호가 엄격한 국가에서 노동자의 창의적 성

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 관계는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3-5. 실업급여가 관대한 국가에서 노동자의 창의적 성

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 관계는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3-6. 가족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창

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3-7. 기타사회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창

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표 16> 완전 모형 관련 연구가설 채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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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노동자들이 사회정책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 큰 안정성을 느낄

수록 직업 선택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도전의식을 갖고 진취적인 선택을 하

게 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평소 창의적인 성향

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정책이 제공하는 안정성 효과가 

더 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존의 매뉴얼에서 벗어나 새로움과 

다양성의 추구를 의미하는 노동의 창의성은 그 자체만으로 비정형성과 불안

정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부분에서 기존의 연구는 개인의 창의적 성향, 내적 동기, 인적특

성, 가구요인, 성장배경, 직무특성이 인적특성, 직무특성을 중심으로 노동의 

창의성을 예측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접근은 노

동자의 창의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파악하지 못한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회구조적 차원의 요인을 파악하려는 소수의 연구

는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또는 특허 출원율(patent 

rate)과 같은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여 제도의 영향력을 일부 

확인하였으나 종속변수가 개인 수준 변수가 아닌 관계로 이 같은 연구 결과

를 실제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체감하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또한, 정책 변수를 개별적으로 투입한 것이 아닌 범주로서 투

입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건에서 종속변수의 개선이 이

루어지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WVS 5차와 6차 데이

터 세트를 통합하여 개인 수준의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거시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지출, 직업훈련지출, 고용인센티브지출, 고용보호엄격성, 실업급여

관대성, 가족복지지출, 기타사회지출 자료를 개인 수준의 자료와 결합하여 

다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근로 나이(만 16세~64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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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를 개인 수준의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

에 포함된 총사례 수는 15,371명이었다. 종속변수인 노동의 창의성 정도는 

현재(과거) 본인이 맡은 직무가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개인 수

준의 독립변수인 창의적 성향은 평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가 설정한 세 가지 연구가설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가설인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이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을 분석 모형에 투입했

다. 분석결과, 창의적인 성향이 노동의 창의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에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노동자가 노동시

장 영역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미시적 수준에서 노동의 창의성 결정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Amabile, 

1979, 1996; Koestner et al., 1984; Csikszentmihalyi, 1990; Oldham 

& Cummings, 1996; Tierney et al., 1999; Shalley et al. 2000; 

Eisenberger et al., 2002)에서도 여러 차례 개인의 창의적 성향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던 만큼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효과가 클수록 평소 창

의적인 노동자들이 창의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가설을 세

웠는데 해당 연구 결과는 이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즉 

창의적인 성향을 지닌 노동자들이 창의적인 노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전

제)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두 번째 연구가설인 “사회정책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효과가 높을수

록 노동의 창의성은 높아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지출, 

직업훈련지출, 고용인센티브지출, 고용보호엄격성, 실업급여관대성, 가족복지

지출, 기타사회지출을 분석 모형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시기별로 변

화하는 사회정책 특성과 노동 창의성의 인과관계를 보다 적합하게 해석하기 

위해 2수준 시변(time varying) 사회정책 특성을 모두 집단 평균 중심화해

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일곱 개의 요인 중 직업훈련지출, 가족복지

지출, 기타사회지출 변수가 노동의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 94 -

확인되었다. 다만, 모든 변수가 정적인 방향을 가리킨 것은 아니었다. 직업훈

련지출과 가족복지지출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기타사회지출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직업훈련지출 수준의 1%의 증가와 

GDP 대비 가족복지지출 수준의 1% 증가는 노동의 창의성 점수(10점 만점)

를 각각 3.732점과 0.442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반면 GDP 대비 기

타사회지출 수준의 1%의 증가는 노동의 창의성 점수의 –0.180점으로 이어

졌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평소 창의

적인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과 직업훈련지출 수

준과 가족복지지출 수준의 증가가 개별 국가 내의 노동의 창의성의 평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가설인 “사회정책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효과가 클수록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정적(+)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사회정책 특성의 조

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완전 모형에서는 고용인센티브지출, 실업급

여관대성, 가족복지지출 그리고 기타사회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특성 변

수는 노동의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만으로는 다른 사회정책 특성이 제도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머지 사회정책 특성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통계적으

로 확인되지 않아도 평소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노동자가 직업 선택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는 경로를 조절하는 영향력은 얼마

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세

부 프로그램의 지출이 많을수록, 고용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질수록, 실업급

여가 관대할수록, 가족복지지출과 기타사회지출이 많을수록 평소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노동자가 노동시장 영역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 경

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수준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회정책 특성의 조절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그러나 현실적으로 GDP 대비 비중이 소수점에 불과한 직업훈련지출이 1% 증

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GDP 대비 직업훈련지출 비중의 

0.1%의 증가가 0.3점의 상승효과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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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항까지 포함하고 있는 완전 모형에서는 고용인센티브지출, 고용보

호엄격성, 실업급여관대성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단 모든 변인이 

정적 방향을 가리킨 것은 아니었는데, 고용인센티브지출은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에 부적 조절효과를 가졌지만 고용보호엄격성과 

실업급여관대성은 정적 조절효과를 가졌다. 즉, 상대적으로 (i) 노동자의 고

용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ii) 실업 이후 제공되는 

급여 수준이 관대한 국가에서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 창의적인 행위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반

대로 노동자가 이유 없이 해고되는 경향이 강하고 실업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수급 조건이 관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일지라도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행위를 시도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표 17>.

측정변수 주효과 모형 조절효과 모형

창의적 성향 (+) 정적관계 -

공공고용서비스지출 - -

직업훈련지출 (+) 정적관계 -

고용인센티브지출 - (-) 부적 조절효과

고용보호엄격성 - (+) 정적 조절효과

실업급여관대성 - (+) 정적 조절효과

가족복지지출 (+) 정적관계

기타사회지출 (-) 부적관계

<표 17> 연구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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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어떠한 제도적 환경에서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직

업 선택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1. 이론적 함의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새로움과 다

양성, 도전의식으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자의 창의적 행위가 개인 특성, 성장

배경, 직무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이라는 거시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개인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논의되었음

에도 노동의 창의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개인의 내적 특성과 

미시적인 환경 차원에 초점을 맞췄다. 개인의 내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는 창의성이 소수에게만 허락된 신비스럽고 정신적인 능

력이라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Plucker et al., 

2004; Beghetto & Kaufman, 2007).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 이론을 제시한 Amabile(1996)는 빈곤, 안 좋은 교

육 환경, 불우한 가정환경 등이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외부 제약로 작용한다

는 점에서 환경적인 맥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지만 이를 제도적인 수준까

지 확장하지는 못했다. 현대 사회에서 창의 계급의 부상을 전망한 

Florida(2012)의 연구도 창의적인 행위에 따른 실패를 보완해줄 수 있는 사

회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제도의 영향력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는 한계가 포착된다. 본 연구는 노동의 창의성과 사회정책 특성의 관계를 실

증적으로 규명해냄으로써 ‘제도적인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creativity in 

institutional context)’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노동시장 내에서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노



- 97 -

동의 창의성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정책 연구에서 주목받

지 않았던 노동의 창의성 개념 소개함으로써 노동의 특성을 다각도에서 조명

하였다. 그동안 사회정책 연구는 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왔다. 요컨대 노동의 불안정성이 가진 특징과 관련 인구집단, 원인, 파

급효과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입에 관한 연구들이 바로 그것이

다(Rifkin, 1995; Standing, 1997; Webster et al., 2011; 백승호, 2014; 

서정희, 박경하 2015, 김수영 외, 2020). 반면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논의

는 주로 경제학, 경영학 연구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Arendt(1958)가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s)」을 통해 

생계를 위한 노동(labour)과 창작과 자아실현을 위한 작업(work)의 개념을 

구분하였듯이 노동의 속성은 불안정성으로만 특징지어지지 않는다. 노동의 

불안정성이 노동자가 경험하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 재취업의 어려움, 소득

의 상실, 일과 개인생활 갈등(work-life conflict)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반대로 노동의 창의성은 새로움과 다양성에 대한 노동자의 열정, 도전의식, 

위험에 대한 감수, 진취적인 선택을 말해준다(Hartley, 2005: 3). 결과적으

로 이 같은 노동의 창의성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정책 분야에서 노동에 

대한 보다 다차원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역량중심 관점에서 노동의 창의성을 논의하고 이를 연구

모형에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노동의 창의

성이 경제 성장과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미

래의 일자리 감소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노동이 중

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Lorenz, 2011; Koo et al., 2020; 최영준 외 

2018; 윤성열, 최영준, 2020). 물론, 지속가능성은 사회정책 연구에서 중요

한 이슈이므로 이 같은 기존 연구의 입장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같은 기능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인 담론으로까지 부상하게 되면 창의적이

지 않은 노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공산이 크다. 또

한, 사회정책의 안정적인 효과가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주의적인 노동 

창의성 담론의 부상은 역설적으로 노동과 삶의 불안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도 적지 않다(박진우, 2011).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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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해보면 노동의 창의성은 새로움과 다양성에 대한 열정이 반영된 행위이

며, 다양한 일의 방식 중 하나이다. 또한, 이러한 창의적 활동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실패의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줄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 환

경이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노동자가 창의적인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기보다는 역

량중심 관점에서 평소 창의 활동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노동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논의를 새롭게 제시

하였다. 분석방법 부분에서도 기존 연구에서는 제도적 특성이 창의성에 미치

는 직접효과만을 확인하였다면 본 연구는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 관계

에 대한 사회정책 특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해냄으로써 역량중심 관점에서 노

동의 창의성이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정책적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제공하는 논의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사회정책 특성이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시장 영역에서도 새로움과 다양성

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정

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실제 노동

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정책 요인은 다양하다. 가족복지지출

을 통한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가 그 중 첫 번째이며,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를 의미하는 직업안정성 그리고 소득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해주

는 소득안정성이 역시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하여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한 요인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다양한 정책 사고 실험을 바

탕으로 노동의 창의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정책 개입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고용보호정책이 엄격할

수록 실업급여정책이 관대할수록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가 창의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러한 집

단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다각화가 필수적인 과제임을 시사한다. 그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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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연구에서 노동의 창의성 담론은 주로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전개

되었기 때문에 창의적인 업무에 대한 선호도는 주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

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

이에 더해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비록 성별과 

고용지위는 통제변수로 투입되었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또한 비정규직 노

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동시장 내에서 창의적인 노동을 하는 경향이 

떨어졌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당 인구 집단이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

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가정 갈등 문제에 더 노출되어 있고 노동시

장 내에서 체감되는 안정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해당 인구 집단 내에 속할수록 노동시장 내에

서의 불안정성의 부정적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지

원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정책 연구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사회정책 

연구는 주로 개인의 불행에 초점을 맞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중점적

으로 이루어져 왔다. Castells & Himanen(2014)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불

행제거국가라고 명명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불행제거국가는 개인의 불

행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고 사후대

처적인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행제거 패턴에서 벗어나 사회정

책이 어떻게 노동의 창의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밝힌다. 이론적인 함의 부분에서도 다뤘듯이 노동은 불안정성으로만 특징지

어지지 않는다. 새로움과 다양성, 도전의식으로 특징지어지는 창의성 역시 

노동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또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정

책은 단순히 노동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노

동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제거하는데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는, 개인의 긍정적인 상태를 강화해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

히 개인의 불행을 제거해주는 것을 넘어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Giddens(1998)의 사회투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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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nvestment state), Miettinen(2013)의 능력개발국가(enabling 

welfare state), Castells & Himanen(2014)의 웰빙 소사이어티

(well-being society)에 대한 담론과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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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고 후속 연구를 위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언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수준 분석을 통해 국가 수준의 사회정책 특성이 개인 

수준의 노동의 창의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해내었다는 데 의

의가 있으나 조합(combination) 관점에서 ‘정책 간의 관계’가 노동의 창의

성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한 국가 내에서 

여러 제도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조직적·유기적으로 구성되

는 경향이 있다. 정책 조합에 따라 결과물 또한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구

인회 외, 2010: 96). 단적인 예로, Estevez-Abe et al.(2001)은 노·사·정간

의 협의가 발달하고, 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며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이 높은 

조정시장경제체제에서 점진적인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이 이루어지

고 그와 대조되는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급진적인 혁신(radical 

innovation)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25). 따라서 혁신의 대체 개념으

로 사용될 수 있는 노동의 창의성 역시 정책 조합에 따라 그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노동의 창의성에는 안정성뿐만 아니

라 유연성(flexibility)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조합에 대한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aint-Paul, 2002; 

Boeri & Jimeo, 2005; Samaniego, 2006).

이에 본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사회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정책 조합의 영향을 살펴볼 것을 제

25) 조정시장경제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직의 위험이 낮으므로 노동자들이 기술 

습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노동들의 숙련도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은 

점진적인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조

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해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관계로 기업은 비교

적 쉽게 원하는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고 기술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정되지 않은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대체로 급진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Estevez-Abe et al., 200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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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 일례로 종속변수가 미시수준의 변수일 경우 Filippeti & Guy(2015)

의 연구처럼 정책 간의 상호작용항(예: 고용보호지수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만들어서 다수준 모형에 투입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종속변수가 거시수준의 변수일 경우 Ragin(2000)이 제시한 ‘퍼지셋 질적비

교분석(fuzzy-set QCA)’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덴마크의 ‘황금삼각

형 모델(golden triangle model)’26)과 같은 최적의 조합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Esping-Andersen(1990)이 특정 복지국가 체제

가 특정한 형태의 고용체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설명하였듯이 단순히 국가 

비교를 넘어 체제론적 관점에서 노동의 창의성의 결과가 복지국가 체제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체제 

변수를 생성한 뒤 이를 더미변수화하여 모형에 투입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석대상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직무의 자율성이 높아 종속변수의 값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확

한 분석을 위해 제외하였으나 거시적인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 개념은 자영업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직무의 자율성이 높더라도 체감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사업체 내에서 현재 상태(status quo)

를 유지할지 아니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

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별도로 구분하여 안정성 효과를 살펴보지 않은 

것 역시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서로 다른 

형태의 고용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시장 안에서 체감하는 안정성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서정희, 박경하, 2015).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정

규직 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고용보호엄격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정

규고용과 임시고용 규제 지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지만 여전히 정규직과 비

26) 덴마크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구직자의 소등안정성과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을 유지함으로써 90년대에 2.4%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안정성

(security)과 유연성(flexibility)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췄다는 점에서 이러한 덴

마크의 사례는 대표적인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로 알려져 있다(Madsen, 

20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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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별

도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노동의 창의성 발현에 있어서 사회정책이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와 비

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므로 후속 연구

에서 이를 규명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밝힌다. 분석에서 사용한 WVS 

자료에는 자영업자와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하는 변수가 있

으므로 해당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시기 수준의 사례 수가 25개이므로, 너무 많은 국가 수준의 변수를 투

입하게 되면 자유도가 떨어져 측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측정 도구

를 정책 특성별로 단일화하여 투입하였다. 예컨대 기타사회지출 변수의 경우

에도 본 연구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과 가족복지지출뿐만 아니라 노령연

금을 제외한 버전과 노령연금을 제외하지 않은 버전 중에서 제외한 버전만 

투입하였는데 광의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노령연금이 포함된 사회지

출 변수를 투입하는 사항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업급여관대성 역시 평균 급

여 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모형에 투입하는 것도 가

능하다. 만약 사례 수가 제한되어 한 번에 투입하는 것이 어렵거나 변수 간

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다중공선성이 우려된다면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과정을 거쳐 측정 지표들을 달리했을 때 분석결과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조건에서 노동의 창의성이 증가하는지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더해 사회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에 대한 

탐색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회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시도 자체가 많지 않았기에 사회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윤성열, 최영준(2020)의 연구와 본 연구를 통

해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사회정책의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만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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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경로에는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을 둘러싼 우호적인 사회 환경이 창의적 성향을 

매개로 노동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미시적 차원의 선행연구의 

결과가 그 예다(Dewett, 2007).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탐색적인 차

원에서 사회정책이 창의성에 미치게 되는 보다 다양한 경로를 검증해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재 사회정책적인 

상황과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로 노동자들이 얼마나 도전의식을 갖고 진취적인 선택을 내리

는 경향을 나타내는지 측정하기 위해 노동의 창의성이라는 측정 도구를 포함

하고 있는 WVS 5차와 6차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가장 최근에 수집이 이루

어진 연도가 2013년이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그대

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기

술변화로 인해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데이터가 구

축된 시기의 상황과 현재 상황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

료 수집 이후로 8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만큼 정확한 분석을 위해 

최신 현황을 반영하는 WVS 자료가 새롭게 업데이트된다면 후속 연구에서 

연구 결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의성에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시장에서 새로움과 다

양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작에 대한 두려움, 도전에 대한 망설임이 우리 사회

의 지배적인 정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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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가 시기
PES

(GDP 대비, %)

TRN

(GDP 대비, %)

EAP

(GDP 대비, %)

EPL

(6점 만점)
호주 2001 0.186 0.008 0.155 1.833
호주 2002 0.170 0.010 0.155 1.833
호주 2003 0.185 0.009 0.157 1.833
호주 2004 0.219 0.010 0.154 1.833
호주 2005 0.209 0.010 0.148 1.833
호주 2008 0.158 0.031 0.123 1.655
호주 2009 0.192 0.027 0.126 1.655
호주 2010 0.185 0.024 0.117 2.012
호주 2011 0.172 0.024 0.111 2.012
호주 2012 0.159 0.007 0.098 2.012
캐나다 2002 0.189 0.124 0.065 1.315
캐나다 2003 0.189 0.112 0.060 1.315
캐나다 2004 0.178 0.108 0.058 1.315
캐나다 2005 0.156 0.104 0.052 1.315
캐나다 2006 0.146 0.101 0.048 1.315
에스토니아 2007 0.027 0.021 0.002 -
에스토니아 2008 0.037 0.024 0.005 2.459
에스토니아 2009 0.099 0.115 0.017 2.459
에스토니아 2010 0.091 0.052 0.080 2.114
에스토니아 2011 0.086 0.081 0.052 2.114
핀란드 2001 0.141 0.309 0.349 2.126
핀란드 2002 0.142 0.302 0.350 2.024
핀란드 2003 0.153 0.346 0.371 2.024
핀란드 2004 0.171 0.404 0.354 2.024
핀란드 2005 0.166 0.373 0.326 2.024
프랑스 2002 0.204 0.297 0.590 2.736
프랑스 2003 0.227 0.308 0.504 2.827
프랑스 2004 0.226 0.312 0.413 2.827
프랑스 2005 0.229 0.307 0.361 2.827
프랑스 2006 0.236 0.308 0.385 2.827
독일 2002 0.229 0.586 0.454 2.889
독일 2003 0.240 0.519 0.457 2.889
독일 2004 0.228 0.445 0.455 2.889
독일 2005 0.306 0.385 0.427 2.889
독일 2006 0.297 0.355 0.288 2.889
독일 2009 0.381 0.356 0.258 2.889

<부표 1> 25개 국가-시기별 사회정책 지표 세부 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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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기
PES

(GDP 대비, %)

TRN

(GDP 대비, %)

EAP

(GDP 대비, %)

EPL

(6점 만점)
독일 2010 0.379 0.273 0.242 2.889
독일 2011 0.341 0.250 0.178 2.889
독일 2012 0.334 0.218 0.125 2.889
독일 2013 0.347 0.219 0.079 2.889
헝가리 2005 0.092 0.038 0.192 2.396
헝가리 2006 0.089 0.060 0.186 2.396
헝가리 2007 0.083 0.058 0.201 2.396
헝가리 2008 0.085 0.063 0.195 2.396
헝가리 2009 0.086 0.048 0.331 2.396
일본 2001 0.207 0.041 0.027 2.145
일본 2002 0.126 0.042 0.070 2.145
일본 2003 0.120 0.040 0.075 2.145
일본 2004 0.109 0.036 0.076 2.145
일본 2005 0.039 0.004 0.040 2.145
일본 2006 0.039 0.003 0.038 2.145
일본 2007 0.040 0.003 0.035 1.906
일본 2008 0.049 0.005 0.050 1.906
일본 2009 0.058 0.009 0.226 1.906
일본 2010 0.056 0.032 0.197 1.906
한국 2001 0.018 0.047 0.137 2.262
한국 2002 0.021 0.045 0.105 2.262
한국 2003 0.019 0.041 0.051 2.262
한국 2004 0.023 0.038 0.042 2.262
한국 2005 0.024 0.037 0.046 2.262
한국 2006 0.025 0.041 0.041 2.262
한국 2007 0.023 0.047 0.045 2.262
한국 2008 0.007 0.049 0.170 2.262
한국 2009 0.012 0.072 0.328 2.262
한국 2010 0.014 0.059 0.215 2.262
네덜란드 2002 0.436 0.127 0.852 3.215
네덜란드 2003 0.428 0.128 0.794 3.215
네덜란드 2004 0.397 0.123 0.728 3.215
네덜란드 2005 0.369 0.113 0.687 3.215
네덜란드 2006 0.356 0.100 0.624 3.215
네덜란드 2008 0.282 0.090 0.572 3.215
네덜란드 2009 0.349 0.093 0.648 3.170
네덜란드 2010 0.364 0.117 0.617 3.170
네덜란드 2011 0.347 0.126 0.542 3.170
네덜란드 2012 0.272 0.122 0.475 3.170
뉴질랜드 2007 0.125 0.186 0.075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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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기
PES

(GDP 대비, %)

TRN

(GDP 대비, %)

EAP

(GDP 대비, %)

EPL

(6점 만점)
뉴질랜드 2008 0.129 0.171 0.073 1.293
뉴질랜드 2009 0.134 0.161 0.093 1.293
뉴질랜드 2010 0.137 0.144 0.076 1.293
뉴질랜드 2011 0.110 0.155 0.068 1.293
노르웨이 2003 0.121 0.419 0.237 2.381
노르웨이 2004 0.127 0.395 0.236 2.381
노르웨이 2005 0.117 0.359 0.243 2.381
노르웨이 2006 0.111 0.251 0.203 2.381
노르웨이 2007 0.104 0.221 0.213 2.381
스페인 2003 0.086 0.136 0.499 2.647
스페인 2004 0.114 0.145 0.509 2.647
스페인 2005 0.125 0.166 0.469 2.647
스페인 2006 0.127 0.156 0.496 2.647
스페인 2007 0.123 0.149 0.506 2.647
스페인 2007 0.123 0.149 0.506 2.647
스페인 2008 0.130 0.168 0.496 2.647
스페인 2009 0.162 0.185 0.499 2.647
스페인 2010 0.163 0.194 0.560 2.647
스페인 2011 0.146 0.195 0.538 2.545
스웨덴 2002 0.227 0.455 0.682 2.605
스웨덴 2003 0.220 0.227 0.608 2.605
스웨덴 2004 0.219 0.185 0.621 2.605
스웨덴 2005 0.206 0.192 0.694 2.605
스웨덴 2006 0.212 0.196 0.750 2.605
스웨덴 2007 0.199 0.104 0.660 2.605
스웨덴 2008 0.192 0.063 0.567 2.605
스웨덴 2009 0.238 0.058 0.605 2.605
스웨덴 2010 0.267 0.095 0.733 2.605
스웨덴 2011 0.248 0.092 0.802 2.605
스위스 2003 0.117 0.255 0.274 2.056
스위스 2004 0.122 0.276 0.301 2.056
스위스 2005 0.121 0.257 0.289 2.056
스위스 2006 0.114 0.205 0.268 2.056
스위스 2007 0.104 0.168 0.246 2.056
영국 2001 0.215 0.020 0.039 1.759
영국 2002 0.201 0.021 0.026 1.759
영국 2003 0.338 0.025 0.021 1.759
영국 2004 0.357 0.031 0.021 1.759
영국 2005 0.340 0.020 0.024 1.759
미국 2002 0.041 0.059 0.070 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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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기
PES

(GDP 대비, %)

TRN

(GDP 대비, %)

EAP

(GDP 대비, %)

EPL

(6점 만점)
미국 2003 0.038 0.056 0.066 0.673
미국 2004 0.035 0.051 0.058 0.673
미국 2005 0.030 0.048 0.054 0.673
미국 2006 0.027 0.046 0.053 0.673
미국 2007 0.026 0.045 0.054 0.673
미국 2008 0.026 0.043 0.055 0.673
미국 2009 0.036 0.069 0.065 0.673
미국 2010 0.045 0.049 0.067 0.673
미국 2011 0.041 0.041 0.059 0.673
주: PES(공공고용서비스지출), TRN(직업훈련지출), EAP(고용인센티브지출),

주: EPL(고용보호엄격성)

국가 시기
UBRR

(소득대체율, %)

SOCX

(GDP 대비, %)

FAM

(GDP 대비, %)

호주 2001 45.467 8.359 2.946
호주 2002 44.958 8.561 2.795
호주 2003 43.967 8.439 3.199
호주 2004 43.975 8.497 2.874
호주 2005 43.467 8.323 2.747
호주 2008 40.475 8.569 3.277
호주 2009 40.483 9.018 2.667
호주 2010 39.492 8.892 2.558
호주 2011 38.992 9.097 2.571
호주 2012 38.492 9.081 2.751
캐나다 2002 41.733 10.228 1.050
캐나다 2003 41.017 10.337 1.056
캐나다 2004 41.200 10.486 1.070
캐나다 2005 41.200 10.492 1.062
캐나다 2006 43.292 10.684 1.186
에스토니아 2007 22.158 5.578 1.612
에스토니아 2008 21.700 6.616 2.100
에스토니아 2009 22.367 7.736 2.546
에스토니아 2010 22.750 7.138 2.536
에스토니아 2011 24.525 6.651 2.212
핀란드 2001 49.808 9.430 2.814
핀란드 2002 50.042 9.830 2.795
핀란드 2003 49.025 10.080 2.808

<부표 2> 25개 국가-시기별 사회정책 지표 세부 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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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기
UBRR

(소득대체율, %)

SOCX

(GDP 대비, %)

FAM

(GDP 대비, %)

핀란드 2004 47.250 10.121 2.817
핀란드 2005 46.075 10.172 2.831
프랑스 2002 50.833 12.596 2.916
프랑스 2003 55.517 12.619 2.973
프랑스 2004 47.400 12.669 3.003
프랑스 2005 46.242 12.708 2.934
프랑스 2006 46.150 12.675 2.870
독일 2002 57.667 12.570 2.084
독일 2003 57.600 12.709 2.093
독일 2004 57.667 12.218 2.053
독일 2005 40.175 12.459 2.052
독일 2006 40.683 12.167 1.743
독일 2009 40.275 13.074 2.177
독일 2010 38.675 12.830 2.177
독일 2011 35.208 12.378 2.136
독일 2012 34.158 12.439 2.167
독일 2013 34.792 12.673 2.210
헝가리 2005 35.750 10.347 3.000
헝가리 2006 30.067 10.192 3.263
헝가리 2007 27.675 10.008 3.223
헝가리 2008 26.758 9.731 3.245
헝가리 2009 25.933 9.774 3.395
일본 2001 36.433 7.677 0.604
일본 2002 37.950 7.684 0.637
일본 2003 37.142 7.763 0.641
일본 2004 36.967 7.818 0.684
일본 2005 36.358 8.020 0.715
일본 2006 36.500 8.063 0.696
일본 2007 36.592 8.306 0.695
일본 2008 35.942 8.741 0.747
일본 2009 36.925 9.515 0.812
일본 2010 38.392 9.698 1.139
한국 2001 38.900 3.383 0.133
한국 2002 37.458 3.314 0.130
한국 2003 35.842 3.511 0.151
한국 2004 34.150 3.913 0.182
한국 2005 33.242 4.095 0.223
한국 2006 33.950 4.566 0.473
한국 2007 32.633 4.602 0.417
한국 2008 29.317 4.564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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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기
UBRR

(소득대체율, %)

SOCX

(GDP 대비, %)

FAM

(GDP 대비, %)

한국 2009 29.533 4.895 0.649
한국 2010 28.742 4.833 0.669
네덜란드 2002 49.392 10.937 1.506
네덜란드 2003 48.358 11.257 1.592
네덜란드 2004 46.100 10.943 1.572
네덜란드 2005 45.417 10.627 1.536
네덜란드 2006 49.817 7.371 1.751
네덜란드 2008 49.550 7.278 1.447
네덜란드 2009 49.400 7.818 1.572
네덜란드 2010 49.908 7.950 1.527
네덜란드 2011 49.325 8.022 1.501
네덜란드 2012 50.308 8.335 1.390
뉴질랜드 2007 34.300 10.710 3.052
뉴질랜드 2008 34.633 11.686 3.279
뉴질랜드 2009 33.183 12.128 3.502
뉴질랜드 2010 32.733 11.812 3.436
뉴질랜드 2011 32.675 11.566 3.326
노르웨이 2003 58.300 12.205 3.072
노르웨이 2004 58.150 11.306 2.969
노르웨이 2005 58.092 10.506 2.790
노르웨이 2006 57.392 9.993 2.691
노르웨이 2007 57.408 10.094 2.745
스페인 2003 34.108 9.979 1.053
스페인 2004 33.525 10.184 1.082
스페인 2005 33.067 10.377 1.159
스페인 2006 33.417 10.424 1.181
스페인 2007 33.233 10.525 1.228
스페인 2007 33.233 10.525 1.228
스페인 2008 32.517 11.026 1.332
스페인 2009 31.767 12.010 1.487
스페인 2010 32.175 11.830 1.424
스페인 2011 31.700 11.841 1.339
스웨덴 2002 43.425 13.253 3.057
스웨덴 2003 43.008 13.585 3.111
스웨덴 2004 42.575 13.169 3.100
스웨덴 2005 41.425 12.982 3.129
스웨덴 2006 40.892 12.588 3.217
스웨덴 2007 39.842 12.198 3.175
스웨덴 2008 39.692 12.197 3.302
스웨덴 2009 38.500 12.761 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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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기
UBRR

(소득대체율, %)

SOCX

(GDP 대비, %)

FAM

(GDP 대비, %)

스웨덴 2010 38.042 11.931 3.389
스웨덴 2011 37.250 11.755 3.388
스위스 2003 43.967 7.170 1.530
스위스 2004 43.700 7.152 1.484
스위스 2005 42.458 7.173 1.494
스위스 2006 41.758 6.912 1.485
스위스 2007 40.817 6.684 1.424
영국 2001 32.758 9.435 2.485
영국 2002 32.667 9.781 2.533
영국 2003 33.517 10.144 2.796
영국 2004 33.325 10.474 2.880
영국 2005 34.425 10.490 2.840
미국 2002 29.450 8.936 0.847
미국 2003 29.467 9.220 0.800
미국 2004 28.858 9.317 0.745
미국 2005 26.983 9.336 0.705
미국 2006 26.825 9.424 0.708
미국 2007 25.850 9.503 0.702
미국 2008 25.350 9.885 0.704
미국 2009 27.325 10.806 0.738
미국 2010 26.975 11.211 0.745
미국 2011 26.783 11.161 0.721
주: UBRR(실업급여관대성), FAM(가족복지지출), SOCX(기타사회지출)

주: SOCX(기타사회지출)은 빈곤, 건강, 주거, 장애 등의 영역에서의 사회지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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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공공고용서비스지출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주: AUS(호주), CAN(캐나다), CHE(스위스), ESP(스페인), EST(에스토니아), FIN(핀란드), 

주: FRA(프랑스), DEU(독일), HUN(헝가리), JPN(일본), KOR(한국), NET(네덜란드), 

주: NZL(뉴질랜드), NOR(노르웨이), SWE(스웨덴), U.K.(영국), U.S.(미국), 

주: 25-AVE(25개 국가-시기 평균)

주: R2 = 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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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직업훈련지출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주: AUS(호주), CAN(캐나다), CHE(스위스), ESP(스페인), EST(에스토니아), FIN(핀란드), 

주: FRA(프랑스), DEU(독일), HUN(헝가리), JPN(일본), KOR(한국), NET(네덜란드), 

주: NZL(뉴질랜드), NOR(노르웨이), SWE(스웨덴), U.K.(영국), U.S.(미국), 

주: 25-AVE(25개 국가-시기 평균)

주: R2 = 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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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고용인센티브지출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주: AUS(호주), CAN(캐나다), CHE(스위스), ESP(스페인), EST(에스토니아), FIN(핀란드), 

주: FRA(프랑스), DEU(독일), HUN(헝가리), JPN(일본), KOR(한국), NET(네덜란드), 

주: NZL(뉴질랜드), NOR(노르웨이), SWE(스웨덴), U.K.(영국), U.S.(미국), 

주: 25-AVE(25개 국가-시기 평균)

주: R2 = 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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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 고용보호엄격성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주: AUS(호주), CAN(캐나다), CHE(스위스), ESP(스페인), EST(에스토니아), FIN(핀란드), 

주: FRA(프랑스), DEU(독일), HUN(헝가리), JPN(일본), KOR(한국), NET(네덜란드), 

주: NZL(뉴질랜드), NOR(노르웨이), SWE(스웨덴), U.K.(영국), U.S.(미국), 

주: 25-AVE(25개 국가-시기 평균)

주: R2 = 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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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 기타사회지출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주: AUS(호주), CAN(캐나다), CHE(스위스), ESP(스페인), EST(에스토니아), FIN(핀란드), 

주: FRA(프랑스), DEU(독일), HUN(헝가리), JPN(일본), KOR(한국), NET(네덜란드), 

주: NZL(뉴질랜드), NOR(노르웨이), SWE(스웨덴), U.K.(영국), U.S.(미국), 

주: 25-AVE(25개 국가-시기 평균)

주: R2 = 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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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olicy on the Creativity of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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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and creativity of labour and whether social policies 

moderate such relationship.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impact of social 

policies by detailed ones,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under what policy 

conditions workers with creative disposition tend to exert creativity in 

performing their work.

This study has three research questions: (i) Does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affect the creativity of labour? (ii) Do social polices affect 

creativity of labour? (iii) Do social policie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and creativity of labour?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used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model to analyse the World Value Survey(WVS) database which 

combined cross-national and historical micro datasets. This study included 

15,371 full-time and part-time workers within the working age (16-64 years 

old) based on 5th (2005-2009) and 6th (2010-2014) WVS data sets from 17 

OECD countries. Those who are self-employed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as the autonomy of their labour was expected to be much higher 



- 132 -

than that of full-time and part-time workers, resulting in the distortion of 

statistical results. The creativity of labour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was measured by using the response data to the question that 

asked “Are the tasks you perform at work mostly routine or mostly 

creative?”. 

To investigate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e factor that represented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in the WVS database were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hypothesised that the increase in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would result with increase in the creativity of labour. 

The result shows that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reativity of labour even in situations where individual and job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income level, job autonomy, and job complexity were controlled. In 

particular, when comparing the influence with other individual-level 

variables, it was confirmed that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in predicting creativity of labour, except for job complexity 

and job autonomy.

To answe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social policies were divided into public employment service expenditure, 

vocational training expenditure, employment incentive expenditure,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 family 

welfare expenditure, and other social expenditures (residential support, public 

health expenditure, inequality related expenditure, sickness allowance, etc.). 

This study hypothesised that the more public employment service 

expenditures, vocational training expenditures, employment incentive 

expenditures, family welfare expenditures, and other social expenditures, the 

more strict employment protection, the more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s, the more creative the labour was. The result shows that vocational 

training expenditure and family welfare expendi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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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ivity of labour while other social expenditures negatively affected 

the creativity of labour. Specifically, a 0.1% increase in vocational training 

expenditure level to GDP and a 1% increase in family welfare expenditure 

level to GDP increased creativity score of labour by 0.373 and 0.442 points,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of 1% in the level of other 

social expenditure to GDP led to -0.180 points in the creativity score of 

labour.

To answer the third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analyse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olic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and creativity of labour. This study hypothesised that the more 

public employment service expenditure, vocational training expenditure, 

employment incentive expenditure, family welfare expenditure, and other 

social expenditure, the more strict employment protection, the more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 the more workers with creative disposition tend to 

exert creativity in performing theiry work. The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policies are as follows:

The level of employment incentive expenditure,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and generosity of unemployment insurance ha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disposition and 

creativity of labour. The level of employment incentive expenditure had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disposition 

and labour creativity, while the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and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 ha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 when institutional protection of worker's 

employment was more strict, and (ii) when the unemployment insurance was 

more generous, worker’s with creative disposition showed stronger tendency 

to exert creativity in performing their work.

In sum, this study investigates worker’s creative behaviour characterised by 

novelty, diversity, and a sense of challenge can be determined no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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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individual characteristics or job characteristics, but also through 

interaction with macro-level social policies.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individuals has been steadily emphasised in the 

expression of creativity of labour through several previous studies so far, but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 effects of social policies at the empirical 

level. In addition, this study conceptualises the act of pursuing novelty and 

diversity in job selection and work performance as creativity of labour and 

shed new light on this concept in the social policy field.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als with the creativity of labour from Sen’s 

capability approach rather than a functionalist approach.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discussed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of labour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and preparation for future job loss scenarios. However, this study 

newly suggests that society should strengthen worker's capabilities so that 

workers who prefer creative activities can do creative work from a 

capability approach, considering that creativity of labour is one of the 

various ways to work.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Creative disposition, creativity of labour, capability approach, 

Keywords: social policy, OECD countries, multilev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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