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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생산성은 간접고용 노동자(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고용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노동생산성
에 더 큰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본고는 간접고용을 보정한 노동생
산성을 추정하고 동 노동생산성을 이용해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사용비중도 높아져 노동생산성에 대한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동 편의규모는 중소기업이 3.9~4.4%, 대기업이 8.7~11.2% 정도로 추
정되었다.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관계는 기업의 소요기술 특성별로 다르
게 나타났다. 간접고용이 비숙련노동 위주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단정할 수 없었으나 고숙련노동
위주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
다. 반면 기술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고위기술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이 노동생산
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이 단순히 선도기업을 추종하여 간접고용
활용정도를 결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기술특성(비숙련·숙련 및 저
위·고위기술)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본고는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것입니다. 본고를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논고에 대해 조언해준 오금화 부국장, 김웅 부장 및 송승주 팀장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한국은
행 세미나 참석자들의 유익한 논평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본고에 여전히 남아있는 오류는 전적으
로 저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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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있다고 주장하였다.3)
반면 Lisi·Malo(2017), Davis－Blake et al.(2003)

간접고용(labor outsourcing)이란 임금지급 및

등은 생산공정에 숙련기술이 요구되어 노동자의

고용관계 유지에 책임이 있는 고용주와 해당 인

인적자본 축적4)이 중요한 경우 과도한 간접고용

력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고용관

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사기저하

계의 한 유형으로 파견, 사내하청, 용역 노동자

및 조직 내 갈등심화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간접고용은 노동시장 유

야기해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

연화 정책의 일환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

였다.5) 결국 간접고용의 최종적인 효과는 인건비

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절감 등의 이득과 노동자의 인적자본 저하 및 부

이후 간접고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labor market

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손실이 결합되어 나타난

dualism)의 한 원인으로 지적될 만큼 그 규모가

다. 기업의 기술특성에 따라 이득과 손실도 달라

확대 되었다.1)(장근호, 2018)

질 수 있어 본고는 간접고용의 노동생산성 기여

이와 같이 고용관계가 다양화됨에 따라 간접
고용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효과를 기업의 기술특성별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동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동생산성은 간접고용을 제외한 직접

일치된 합의에 이르기 보다는 다양한 견해가 제

고용 노동자만 고려하고 있어 동 생산성 기준으

시되었다. 간접고용의 직접적인 이득으로 기업이

로는 간접고용의 노동생산성 기여여부에 대해 분

간접고용의 낮은 인건비를 활용하여 노동비용을

석하기 어렵다.(OECD, 2001) 일반적으로 노동생

절감할 수 있고 경기 및 수요변동과 같은 불확실

산성은 직접고용 노동투입량 대비 부가가치(혹은

성에 대처하여 고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산출량)로 정의되는데 간접고용 노동자가 생산활

는 점을 들 수 있다.(이선호·박우성, 2017) 또한

동에 참여하면 분자는 달라지나 분모인 노동투입

Abraham·Taylor (1996) 등은 기술변화가 빠르고

량은 변하지 않아 편의를 유발하게 된다.6) 이에

다양한 전문지식2)을 갖춘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

따라 본고는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분

은 외부전문가를 간접고용하여 이에 대처할 수

석하기에 앞서 간접고용을 고려해 편의를 보정한

1) 고용노동부의 “국내 주요 기업 사내하도급 증감 현황”(201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49개 조사대상 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2009년 76
만명에서 2013년 137만명으로 증가하였다.
2) 이러한 종류의 전문지식은 독립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Ben－Porath 의미의 인적자본이다.
3) 예를 들어 특정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회계시스템이나 정보통신에 필요한 인력을 간접고용을 통해 확충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인
력과 간접고용 노동자가 상호보완(complement)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4) 이는 근로경험 축적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숙련기술(Learning－by－Doing)을 의미한다.
5) 국내 선행연구는 부록 A4를 참고하기 바란다.
6) 간접고용을 사용하는 기업은 분자를 구성하는 기업의 부가가치(혹은 산출량)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분모인 노동투입량은 간접고용을 반영
하지 않아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고용을 사용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상향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정하기 전에는 간접고용과 노
동생산성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어렵다.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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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추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이후 기존

생산공정에 요구되는 기술숙련도가 높아 인적자

노동생산성과 보정 후 노동생산성의 차이(측정

본 축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숙련노동 위주

갭)를 계산하여 편의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제조

의 제조기업(예: 주물주조, 도금, 제련 등)은 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기업규모(직접고

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분석되었

용 노동자수 기준)가 클수록 기업의 총노동자수

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전문기술을 갖춘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도 높아져 노동생산성

노동력이 요구되는 고위기술 서비스기업8)(예:

편의도 크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부

컴퓨터시설관리, 프로그래밍 서비스 등)은 간접

가가치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300인

고용과 노동생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미만 중소기업은 노동생산성이 3.9~4.4%, 직접고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300인 이상 대기업은 8.7~11.2% 정도의 상향
편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본 연구는 다음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제II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간접고용 현황 및 현행 노

간접고용을 보정한 노동생산성을 대상으로 간

동생산성 추계방법을 소개한 후 간접고용을 감안

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

한 노동생산성 보정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

자의 관계는 기업의 기술특성별로 다른 양상을

절에서는 간접고용을 보정한 노동생산성을 이용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공정에 요구되는

하여 노동생산성과 간접고용의 관계를 기업의 기

기술숙련도가 낮아 인적자본 축적이 상대적으로

술특성별로 실증분석한다. 제Ⅳ절에서는 앞선 분

중요하지 않은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예:

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분석을

식료품, 음료 등)은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이 통

마무리 한다.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였다. 반면

7) 간접고용을 보정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고용 노동자수와 간접고용 노동자수를 조정 없이 합산하여 기업의 노동투입을 산출하는 “단순합계”방식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상대적 생산성을 고려하는 “조정합계”방식으로 구분하여 노동생산성을 보정하였다.
8) 본고는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고위기술업종에서 간접고용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 업종에 국한하여 분석범위를 고
위기술 위주의 서비스기업으로 확대하였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B2B)업종 중 기술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전문지식 수요로 인
해 기존 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분야로 통신,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등의 서비스기업을 의미한다.(자세한 분류기준은 제3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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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생산성 보정

연구와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및 고용노동
부의 ｢고용형태공시제｣와의 일관성(consistency)

본 절에서는 간접고용현황을 살펴본 후 현행

을 확보하고자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종전과 마

노동생산성 추계방법과 간접고용을 고려하지 않

찬가지로 직접고용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

아 발생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살펴본다.

였다.

1. 간접고용 현황

(2) 간접고용 현황
간접고용에 따른 노동생산성 편의를 분석하기

(1) 분석자료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간접고용 현황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9)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업체패널조사｣ 제1차~

중 노동생산성 측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조기

제6차 자료를 모두 합쳐(pooling)12) 제조기업을

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10) 이 자료는 노동생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접고용 노동자수를 기

산성 추정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매출액 및

준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총노동자수13) 대비

부가가치)와 간접고용에 따른 편의를 분석하는데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필요한 기본정보(노동자수 및 상대임금)를 포함하

났다. 300인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

고 있다.

은 4.3%인데 비해 300인 이상 기업은 10.1%에

조사단위 사업장(establishment)11)이 소속한

달하였다. 기업규모를 세분해 보면 3인~100인

기업(firm)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노동자수 300인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은 3.0%, 100~299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분류하

인 기업은 5.1%, 300인~499인 기업은 5.5%, 그리

였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5년)으로 중소기

고 500인 이상 기업은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업의 기준이 종전 노동자수 및 자본금에서 최근

나타났다.14)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되었으나 본고는 기존

9) ｢사업체패널조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년 주기로 총 6차례에 걸쳐 조사 되었다.
10) 일반 서비스기업은 유형산출이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의 계량이 어려운 데다 가격평가 마저 어려운 중간재(광고 등)인 경우도 적지 않다.(김
주훈 외, 2006)
11) 사업장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주된(또는 단일)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 또는 기업을 구성하는 부
분단위를 의미한다. 사업장의 형태로는 회사(본사, 지사, 공장, 영업소, 출장소), 상점, 식당, 병·의원, 관공서 등이 있다.(사업체패널조사 설명자료)
12) 기업별·시점별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시간과 관계없이 횡단면자료로 재구성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총노동자수는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A1을 참고하기 바란다.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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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 노동생산성 보정방법

기업(제조업)규모별 고용관계
(단위: 명, %)

기업규모
(직접고용 노동자수 기준)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평균 노동자수
총
노동자수

직접
고용

(1) 현행 추계방법

간접
고용

수

96.3

92.2

4.1

비중

(100)

(95.7)

(4.3)

수

535.8

481.7

54.0

비중

(100)

(89.9)

(10.1)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 한 단위당 평균 산출
량(식 (1))을 의미한다. 노동투입과 산출량을 어
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조합(V/E∼R/H)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료: ｢사업체패널조사｣ 제1차~제6차(2005~2015년), 제조업

노동생산성 =

제조기업이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사유로는 주

산출량
노동투입량

(1)

로 고용유연성 확보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것

노동생산성 지수의 분모에 들어가는 노동투입

으로 나타났다.(우광호, 2014) 제조기업의 42.4%

량은 노동자수(E)를 기준으로 하거나 노동자수

는 경기 및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간접고용

와 평균근로시간을 곱한 총노동시간(H)을 적용

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낮

한다. 분자에 해당하는 산출량은 기업의 부가가

은 인건비로 인한 생산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는

치16)(V) 또는 생산량 및 매출액(R)을 적용한다.

30.1%를, 업무성격 때문이라는 이유는 24.6%를

중간투입을 제외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V/E.

차지하였다.15) 적지 않은 기업이 고용관계 다양

V/H)은 경제적 효율성, 성과배분(임금 등), 국제

화를 통해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의

경쟁력 비교 등에 활용된다. 중간투입을 포함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는 물적 노동생산성(R/E, R/H)은 생산효율의 향
상정도, 기술수준의 변화 등 주로 기술적 효율

<표 2>

간접고용 활용사유

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OECD, 2001)
(단위: %)

제조업

전산업

고용유연성

42.4

40.9

인건비절감

30.1

24.9

업무성격

24.6

30.4

정원동결

1.6

2.7

기타

1.4

1.2

표본 수(개)

336

941

<표 3> 노동생산성

자료: ｢사업체패널조사｣ 제2차~제4차(2007~2011년), 우광호(2014)에서 발췌

노동자수(E)
노동
투입량 노동자수×시간(H)

산출량
부가가치(V) 생산량, 매출(R)
(부가가치
(물적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V/E
R/E
V/H

R/H

15)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고용유연성(40.9%), 업무성격(30.4%), 인건비절감(24.9%)이 주된 간접고용 활용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 부가가치 = 총산출 – 중간투입
= 경상이익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세금과공과 +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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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노동생산성의 편의

간접고용으로 인한 상향편의가 더 크게 발생할

일반적으로 간접고용은 인건비로 산정되지 않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에는 간접고용의 영향이

고 비용으로 회계된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추계

비용항목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지만 물적 노

하고 있는 노동생산성은 직접고용 노동자만 고

동생산성은 이를 반영할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려17)하므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생산

OECD의 생산성측정 매뉴얼(OECD, 2001)도

성도 함께 높아지는 편의를 가질 수 있다. 예를

간접고용이 생산에 기여하면 기존 노동생산성

들어 어떤 기업이 높아진 수요를 간접고용을 늘

측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

려 대응하면 높아진 매출액과 낮은 간접고용 인

고 있다. 간접고용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건비(비용)로 인해 세전이익(매출액－비용)이 높

개별 노동력의 기술특성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져 부가가치(분자)는 증가한다. 반면 직접고용

아닐뿐더러 생산공정의 기술이나 효율성의 변화

노동자수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노동생산성

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접고용에 따

정의에 의해 노동투입량(분모)도 변동이 없다.

른 노동생산성 편의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언급

이에 따라 간접고용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분

하였다.

이 마치 직접고용 노동자의 부가가치 생산성

결국 노동생산성 정의상 간접고용의 비중이

(V/E, V/H) 향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오인

높아지면 노동생산성 편의도 그만큼 확대될 수

될 수 있다.

있다.18) 이처럼 간접고용의 노동생산성 기여효
과는 기존 노동생산성 지표로는 정확히 평가하

부가가치노동생산성↑ =
(매출액－비용)↑＋직접고용인건비＋기타비용
(2)
노동투입량

수요 증가에 대해 간접고용을 늘려 대응하면
산출량은 증가하지만 직접고용 노동투입량은 변
동이 없어 물적노동생산성(R/E, R/H)도 마찬가지
로 편의를 갖게 된다.
물적노동생산성↑=

기 어려워 간접고용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편의
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먼저
간접고용을 보정한 노동생산성을 제안하고, 보
정 전·후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계산하여 편의
규모를 추정한다.

(3) 간접고용 보정방법
산출량↑
노동투입량

(3)

물적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총노동시간
(H)을 기준으로 한 노동생산성(V/H, R/H)을 추

17) 한국생산성본부는 노동생산성 추계의 원시자료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는데, 동 자료는 직접고용 근로자 정보만 포함하고
있다.
18) 집단별 비교가 아닌 국민경제 전체 수준(nationwide aggregates)에서 측정한 부가가치에는 직·간접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므로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생산성 편의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노동생산성 편의는 집단별(기업규모 등)로 비교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
가 있다.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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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노동생산성을 추

2001) 반면 단순합계는 간접고용 노동자수를 조

정할 때 노동시간(H) 대신 노동자수(E)를 이용한

정하지 않고(환산율=1) 직접고용 노동자수와 간

노동생산성 측도를 이용하도록 한다.19) 또한 본

접고용 노동자수를 합계하는 방식이다.(식 (6))

문에서는 임금협상 등의 준거가 되고 OECD 및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지표로 사용하는 부가가
치기준 노동생산성(V/E)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
행한다. 물적 노동생산성(R/E)은 분석의 강건성

조정합계 :
총노동자수 = 직접고용 노동자수
＋ 간접고용 노동자수 × 환산율

(5)

(robustness)을 점검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노동생산성 추정에 이용되는 부가가치(분자)와
노동투입량(분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정
한다. 먼저 간접고용을 보정한 부가가치는 기존

단순합계 :
총노동자수 = 직접고용 노동자수
＋ 간접고용 노동자수 × 환산율(=1)

(6)

부가가치에 간접고용 인건비를 더해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보정한 부가가치를 보정한 노동투
입량으로 나누어 보정 노동생산성을 산출한다.

보정된 부가가치
= 부가가치 ＋ 간접고용 인건비

(4)

이론적 측면에서 노동투입을 동일한 효율노동단
위(efficiency labor unit)로 조정하여 합계하는 조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모두 고려한 노동투입

정합계방식이 단순합계방식보다 더 높은 정합성

량은 조정합계와 단순합계 두 가지 방식으로 계

을 보인다. 그러나 단순합계방식의 노동생산성

산할 수 있다. 조정합계방식은 직접고용 노동자

은 보정된 노동생산성의 하한(가중치=1)으로 간

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수를 직

주될 수 있고 또 암묵적으로 단순합계방식을 사

접고용 노동자수로 환산한다. 이후 직접고용 노

용하고 있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조정합

동자수와 환산된 간접고용 노동자수를 합산하여

계방식과 단순합계방식으로 보정한 노동생산성

노동투입량을 산출한다.(식 (5)) 이는 직접고용

을 함께 제시한다.20)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가 질적 측면에서 상

한편, 간접고용을 보정한 물적 노동생산성도

이하므로 양자를 단순히 합계할 수 없다는 주장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추정할 수 있다. 물적 노

을 고려한 것이다.(Jorgenson et al., 1987) 이 때

동생산성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부록 A2에 수록

두 종류의 노동에 대한 환산율은 간접고용과 직

되어 있다.

접고용노동자의

상대임금을

이용한다.(OECD,

19) 노동자수로 노동투입량을 측정하는 경우 시간제 노동자 비중의 증가, 초과근무, 정규근로시간의 변화(예: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시간 변화에
따른 효과를 포착해내기 어렵다. 본 절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노동자수를 노동투입량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
간에 따른 분석을 배제하고 자료를 모두 합쳐(pooling) 간접고용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20) 이외에도 단순합계방식은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상대임금과 같은 환산율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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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정결과

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보정 후 부가가치 노
동생산성(V/E)은 조정합계 방식으로는 96.3, 단

본고는 비교를 위해 300인 미만 기업의 보정

순합계 방식으로는 95.8로 추정되어 보정 전 노

전 노동생산성을 기준(=100)으로 노동생산성을

동생산성은 약 3.9∼4.4% 정도의 상향편의(측정

정규화하여 제시한다. 또한 노동생산성 보정

갭)가 있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노동생산성

전·후를 비교한

측정갭이 8.7∼11.2% 정도로 나타나 중소기업보

노동생산성 측정갭을 계산하

다 두 배 이상 높은 상향편의가 있었다. 대기업

여 노동생산성 편의의 규모를 추정한다.

을 세분해 보면 300인∼499인 기업의 노동생산
성 측정갭은 4.9∼5.7% 정도, 500인 이상 기업은

노동 생산성 측정갭
=

보정 후 － 보정 전
보정 후

× 100

9.3∼12.0% 정도로 추정되어 대기업 중에서도

(7)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노동생산성 편의가 더 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확

게 나타났다.21) 한편 대기업의 보정 전 노동생

대되는 총노동자수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

산성은 중소기업의 2.1배였던 반면 보정 후 노

으로 인해 노동생산성 측정갭도 크게 추정되었

동생산성은 조정합계 2.01배, 단순합계 1.97배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노동생산성 측정갭1),2)

<표 4>

(부가가치 노동생산성(V/E), 제조기업 기준)
(단위: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R/E)
기업규모
(직접고용
노동자수 기준)

측정갭
보정 후 －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후

보정 전

× 100

조정합계 (a)

단순합계 (b)

조정합계

단순합계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0.0

96.3

95.8

3.9

4.4

300인 이상 대기업

210.7

193.8

189.5

8.7

11.2

주: 1) 2015년을 기준으로 CPI를 이용하여 실질화
2) 300인 미만 기업의 보정 전 노동생산성(=100)을 기준으로 정규화

21) 물적 노동생산성 측정갭도 중소기업 3.9~4.4%, 대기업 8.8~11.0% 정도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측정갭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부록 A2의 <표
A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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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Abraham

and

Taylor, 1996)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기업의 소요기술 특성에
본 절에서는 간접고용으로 인한 편의를 보정

따라 간접고용의 노동생산성 기여효과가 다를

한 노동생산성을 이용하여 간접고용의 노동생산

수 있다는 주장을 점검하기 위해 비숙련노동 및

성 기여효과를 분석한다. 일부 기업은 생산공정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과 고위기술 위주의

에 따라 노동자의 숙련도(Learning－by－Doing

제조기업 및 서비스기업으로 하위표본(<표 5>)

human capital)가 요구되는 반면 새롭고 다양한

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기술수요에 대처해야하는 기업은 새로운 기술
(Ben－Porath human capital)을 지닌 인력을 확

<표 5>

하위표본 구성
(제9차 산업분류 기준)

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하위표본

소요기술 특성에 따라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관계도 다를 수 있다는 견해(Gorge·Hanley,
2003; Chongvilaivan·Hur, 2011) 등을 고려하여

주장－1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주장－1)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숙련도가
높은 기업의 간접고용 확대는 인적자본 축적
을 소홀하게 하고 내부 노동자의 사기저하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여 기업의 노동생산

C10~C21에 해당하는 식료품, 음
비숙련노동 위주의
료 담배, 섬유, 목재, 펄프 등의 제
제조기업
조기업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C22~23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컴
퓨터, 정밀·의료기기, 전기장비 등
의 제조기업

고위기술 위주의
제조기업22)

C26~C28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 정밀, 전기장비 등의
제조기업

고위기술 위주의
서비스기업23)

J61~J63, M72 및 S95에 해당하는
통신,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등
의 서비스기업

주장－2

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Lisi·Malo, 2017; 이선
호·박우성, 2017)

구성기준

2. 실증분석 방법

(주장－2) 기술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전문지

기업의 소요기술 특성별 간접고용의 노동생산

식 수요가 발생하는 기업은 간접고용을 통해

성 기여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하위표본 기업을

고용 유연성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가진 외부

대상으로 식(8)과 같은 회귀식을 적용하여 간접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노동생

고용의 노동생산성 기여효과를 분석한다.24) 좌

22) 과학기술위원회 및 OECD의 분류를 따랐다.
23)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B2B)기업으로 기술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전문지식 수요가 발생하여 기존직원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업
종을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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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변은 보정 전 노동생산성, 조정합계 및 단순합

추정방법 이외에도 기업이 노동생산성의 변화

계방식으로 보정한 노동생산성을 우변은 간접고

를 선제적으로 감안하여 간접고용 비중을 조정하

용 사용비중과 여러 통제변수( )를 포함한다.

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 문제도 있을

통제변수는 기업규모, 자본장비율, 간접고용 노

수 있다.27) 예를 들어, 기업이 부가가치(V)의 구

동자의 상대임금, 이직률, 기업고정효과 및 시간

성항목인 이윤 및 매출감소를 예상하고 간접고용

고정효과 등을 고려하였다.

을 선제적으로 낮추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간접고용보다 더 유연한 고용형태를

log 노동 생산성
＝  ＋ 간접고용비중＋ · ＋

가진 임시일용직의 고용도 경기에 후행한다는 점
(8)

을 생각해 보면(정현상, 2015), 기업이 이윤이나
매출변화에 대응하여 간접고용을 선제적으로 조

각 하위표본별로 추정방법의 적합성을 검정25)

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28)

한 결과 본 분석에는 합동선형회귀분석(pooled
OLS) 및 임의효과(random effect) 패널분석 보다
는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회귀분석이 더 적

3. 실증분석 결과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은 각 기업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여 합

(1) 기술숙련도

동선형회귀분석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내생성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생

(endogeneity) 문제26)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

산공정에 필요한 노동자의 기술숙련도(비숙련·

이 있다. 이러한 검정결과에 따라 이하에서는

숙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을 점검하기

조정합계방식의 보정 노동생산성을 이용한 고정

위해 비숙련노동 및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효과 패널회귀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진행한다. 단순합계 방식의 보정 노동생산성과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고정

합동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6>) 보정

의 비교 및 논의를 보완하는데 이용하도록 한다.

전 노동생산성과 간접고용은 유의한 양의 관계(모

24) 본고는 하위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귀분석의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 하위표본별로 간접고용의 노동생산성 기여효과가 다
르다는 것을 보인다. 이 방법은 하위표본별로 모든 독립변수의 계수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한 것이다. 이 방법 외에도 전체표본에 교차항
(interaction term)을 추가하여 비교집단 간 차이를 포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5)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합동선형회귀분석과의 비교는 F－test를, 임의효과 패널회귀분석과의 비교는 Hausman－test를 사용하였다.
26) 임의효과 패널회귀모형은 설명변수와 오차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반면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도 고정효
과를 통제하여 일치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7)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고용 비중의 과거변수(lagged term)를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조사간격이 2년으로 길기 때
문에 과거변수가 현재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회귀분석에 동일한 시점의 노동
생산성과 간접고용비중을 이용하고 있다.
28) 단기적인 경기변동 외에도 어떤 기업의 이윤이나 매출액이 계절성(예: 농수산업 등 제1차산업)을 가져 계절별로 간접고용 비중을 조정하는 상황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고는 연간단위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이러한 계절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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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B－1)로 추정되었으나 보정 후 동 관계는 유

(2) 고위기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B－2) 즉, 노

기술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기술수요가 발생하

동생산성 편의를 보정하면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

는 기업은 외부전문가를 간접적으로 고용하여

의 관계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양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점검

자 간의 특정한 관계를 주장하기 어렵다.29)

하기 위해 고위기술 위주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

증분석 하였다.

과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면 간접고용과 보정 전

고위기술 위주의 제조기업은 고정효과 패널회

노동생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모

귀분석 결과(<표 7>)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형 B－1) 보정 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개선되어

추정계수가 보정 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양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추정되었

하지 않아(모형 B－1, B－2) 양자 간의 특정한

다.(모형 B－2) 유의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관계를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위기술 위주

결과(모형 B－2, B－3)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간

의 서비스기업은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이 보정

접고용 비중 1%p 확대는 조정합계 보정방식의

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인 것

노동생산성을 0.9% 낮추고, 단순합계 보정방식의

으로 분석되었다.(모형 B－1, B－2) 이러한 분석

노동생산성을 1.0%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간접고용이 고위기술 위주의 서비스기업

<표 6>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노동생산성(V/E), 비숙련·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모형 (A－1)
추정방법
종속변수

모형 (A－2)

모형 (A－3)

모형 (B－1)

Pooled OLS

모형 (B－2)

모형 (B－3)

Fixed Effect Panel

보정 전
log
노동생산성

보정 후
log
노동생산성
(조정합계)

보정 후
log
노동생산성
(단순합계)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1.259*

0.163

0.110

1.173+

0.146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0.968**

0.325

0.469

0.413

0.871*

사업체별 고정효과

×

×

×

○

○

○

567

567

567

567

567

567

1315

1315

1315

1315

1315

1315

독립변수

표본 수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표본 수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보정 전
log
노동생산성

보정 후
log
노동생산성
(조정합계)

보정 후
log
노동생산성
(단순합계)
0.171
1.010**

주: 1) p－value를 기준으로 +는 10%, *은 5%, **은 1%, ***은 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사업체패널｣제1차~제6차(2005~2015년)

29)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형회귀분석 모형(A－1)은 노동생산성과 간접고용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합동선형회귀분석의 결과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내생성 문제로 인하여 양의 편의(positive bias)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
기업·중소기업, 기업의 변하지 않는 특성(경영철학 등)이 보정 전 노동생산성과 간접고용 비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단순선형회귀분석의 결과
는 불편추정량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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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생산성에 기여할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

조기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비숙련노동 위주의

다. 간접고용 비중 1%p 확대는 조정합계 보정방

제조기업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분명하지

식의 노동생산성을 2.2%, 단순합계 보정방식의

않았다. 간접고용 보정 전·후 추정계수를 비교

노동생산성을 1.9% 늘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보면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의 추정계수

간접고용 보정 전에는 생산성 기여효과가 3.4%

부호는 변화하지 않았으나(양→양) 통계적 유의

로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된 반면 보정 후에는

성은 상실(유의→비유의)되었다. 반면 숙련노동

생산성 기여효과가 축소되었다.

위주의 제조기업은 추정계수의 부호가 변화하였
고(양→음) 통계적 유의성도 유의하게 전환되었

(3) 분석결과 종합

다.(비유의→유의)

간접고용에 따른 편의를 보정하면 간접고용의
생산성 기여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표 8>

보정 전·후 결과비교(비숙련·숙련노동)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해외 선행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조정합계 보정 기준)

연구(주장－1, 주장－2)와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30)
기업의 소요기술 특성에 따라 노동숙련도(비
숙련·숙련)를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해보면 간접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보정 전

보정 후

부호

+

+

유의성

○

×

부호

+

－

유의성

×

○

고용의 생산성기여 효과는 숙련노동 위주의 제
<표 7>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노동생산성(V/E), 고위기술 위주의 제조·서비스기업)

모형 (A－1) 모형 (A－2) 모형 (A－3) 모형 (B－1) 모형 (B－2) 모형 (B－3)
추정방법

Pooled OLS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위기술 위주의 제조기업
고위기술 위주의 서비스기업
사업체별 고정효과
표본 수
(고위기술 위주의 제조기업)
표본 수
(고위기술 위주의 서비스기업)

Fixed Effect Panel

보정 전
log
노동생산성

보정 후
log
노동생산성
(조정합계)

보정 후
log
노동생산성
(단순합계)

보정 전
log
노동생산성

2.257**

0.971

0.893

1.185

2.059

2.262

0.873

보정 후
log
노동생산성
(조정합계)
0.002

3.402***

2.158**

보정 후
log
노동생산성
(단순합계)
0.124
1.943**

×

×

×

○

○

○

463

463

463

463

463

463

219

219

219

219

219

219

주: 1) p－value를 기준으로 +는 10%, *은 5%, **은 1%, ***은 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사업체패널｣제1차~제6차(2005~2015년)

30) 각 하위표본에서 도출된 간접고용 비중의 계수가 서로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해본 결과 해당 귀무가설은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 기업의
기술특성별로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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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력의 기술 숙련도가

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다. 특정 업무를 전문화

중요한 기업이 간접고용을 늘리면 노동자의 인

하여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외부기업의 인

적자본 축적을 저해하여 노동생산성을 위축시킬

력을 간접적으로 고용하면 필요인력을 직접적으

여지가 있다는 주장(주장－1)을 실증적으로 뒷받

로 고용할 때보다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숙련노동 위주

뿐만 아니라 기존 종업원들보다 전문성을 지닌

의 제조기업은 노동자의 인적자본(숙련도) 축적

간접고용 인력이 상호 보완작용을 하여 노동생

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숙련노

산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Abraham and

동 위주의 제조기업은 숙련도의 영향이 크지 않

Taylor, 1996)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간접고용 비

이상의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을

중이 늘어날수록 업무 몰입도와 연속성은 낮아

점검하기 위해 물적 노동생산성(R/E)을 대상으로

지고 특정 기업에만 필요한 기술(firm－specific

동일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추정계수

skill)을 습득할 유인도 낮아진 결과도 노동생산

의 부호 및 유의성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대

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Bentolila and

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31)

Dolado, 1994; Dolado et al., 2017)
고위기술 위주의 서비스기업은 간접고용이 노

<표 9>

보정 전·후 결과비교(고위기술)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조정합계 보정 기준)

동생산성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기
술수요가 발생하는 기업은 특정 업무를 전문화
하고 있는 외부인력을 적절히 고용하여 노동생
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주장－2)을 실증적

31) 자세한 결과는 부록 A3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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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기술 위주의
제조기업
고위기술 위주의
서비스기업

보정 전

보정 후

부호

+



유의성

×

×

부호

+

+

유의성

○

○

Ⅳ. 맺음말

업의 소요기술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
었다. 인적자본 축적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

기존의 노동생산성은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

은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예: 식료품·음

로 참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아

료)은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관계가 통계적으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비중이 높은 기업의 노동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적자본 축적이 상대적으

생산성에 편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 중요한 고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예: 주물

본 연구는 간접고용으로 인한 편의를 보정한 노

주조, 도금, 제련 등)은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이

동생산성을 제시하고 보정 전·후 노동생산성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기술

측정갭 규모를 추정하였다. 제조기업을 대상으

발전이 빠르고 다양한 기술수요가 발생하는 고위

로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 측정갭은 중소기업

기술 서비스기업(예: 컴퓨터시설관리, 프로그래밍

3.9~4.4%, 대기업 8.7~11.2% 수준으로 기업규모

서비스 등)은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이 통계적으

가 커질수록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노

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동생산성 측도(measure)에 따라 간접고용의 노

는 기업이 단순히 선도기업을 추종하여 간접고용

동생산성 기여효과도 달리 분석될 수 있음을 의

활용정도를 결정하기 보다는(김윤호, 2007) 자신

미한다. 보정 전 노동생산성(de jure)을 기준으로

의 기술특성(비숙련·숙련 및 저위·고위기술)을

기업이 간접고용에 대한 의사를 결정(decision－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making)하면 노동생산성 편의를 고려(de facto)

한편 본 분석에서 사용한 선형추정법은 간접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

고용과 노동생산성의 비선형 관계를 포착할 수

생산성은 편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간접

없다는 한계가 있다.33) 또한 본고의 분석은 비

고용에 따른 편의를 보정한 노동생산성 보조지

숙련·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및 고위기술

표32)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위주의 서비스기업에 한정된 결과로써 일반 서

간접고용을 보정한 노동생산성을 이용하여 간
접고용의 노동생산성 기여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

비스기업 등 경제 전체로 일반화 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2) 고용형태공시제도에서 제공하는 간접고용정보와 기업의 재무정보(한국신용평가가 제공하는 KIS－Value 등)를 결합할 수 있다.
33) 예를 들어 간접고용 비중이 낮은 구간에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반대로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비선형 관계를 포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접고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혹은 모든 노동자를 간접고용을 통해 조달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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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 기업규모별 노동자 구성
기업규모별 노동자를 직접고용(직접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간접고용 사용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고용관계1)

<표 A1>

(단위: 명, %)

기업규모
(노동자수 기준)
300인 미만

평균 노동자수

간접고용

92.2

(95.7)

90.3

(93.7)

2.0

(2.1)

4.1

(4.3)

30~ 99인

57.6

55.9

(97.0)

54.9

(95.3)

1.0

(1.7)

1.7

(3.0)

100 ~ 299인

169.4

160.8

(94.9)

156.9

(92.6)

3.9

(2.3)

8.6

(5.1)

535.8

481.7

(89.9)

471.5

(88.0)

10.2

(1.9)

54.0

(10.1)

300 ~ 499인

323.7

306.0

(94.5)

298.2

(92.1)

7.8

(2.4)

17.7

(5.5)

500 ~

588.2

525.2

(89.3)

514.4

(87.4)

10.8

(1.8)

63.0

(10.7)

주: 1) ( ) 내는 총노동자수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
자료: ｢사업체패널조사｣제1차~제6차(2005~2015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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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96.3

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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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1)2)

A2.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300인 미만 기업의 보정 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추정해 보면 간접고용 비중이 기업규모에 따
라 높아지므로 측정갭 역시 기업규모에 비례해 높아진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1),2)

<표 A2>

(단위: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기업규모
(직접고용 노동자수 기준)

보정 후 －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후

보정 전

조정합계
300인 미만

측정갭

단순합계

조정합계

× 100
단순합계

100.0

96.3

95.8

3.9

4.4

30 ~ 99인

104.9

102.0

101.8

2.8

3.1

100 ~ 299인

96.8

92.6

92.0

4.6

5.3

210.7

193.8

189.5

8.7

11.2

300인 이상
300 ~ 499인

100.0

95.3

94.6

4.9

5.7

500인 ~

226.7

207.4

202.4

9.3

12.0

주: 1) 부가가치는 2015년을 기준으로 CPI를 이용하여 실질화
2)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보정 전 노동생산성(=100)을 기준으로 정규화
자료: ｢사업체패널조사｣제1~제6차(2005~2015년), 제조업

300인 미만 기업의 보정 전 물적 노동생산성을 추정해 보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업규모에 비례해 측정갭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적 노동생산성1),2)

<표 A3>

(단위: %)

물적 노동생산성
기업규모
(직접고용 노동자수 기준)

측정갭
보정 후 －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후

보정 전

× 100

조정합계

단순합계

조정합계

단순합계

100.0

96.2

95.7

3.9

4.4

30 ~ 99인

94.1

91.5

91.3

2.8

3.1

100 ~ 299인

103.9

99.3

98.6

4.6

5.3

245.4

225.7

220.7

8.8

11.0

300 ~ 499인

129.5

123.4

122.4

5.0

5.7

500인 ~

262.2

239.8

234.1

9.3

11.7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주: 1) 매출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CPI를 이용하여 실질화
2)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100)을 기준으로 정규화
자료: ｢사업체패널조사｣제1~제6차(2005~2015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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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간접고용과 물적 노동생산성 관계
분석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물적 노동생산성을 이용하여 본문과 동일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 종속변수를 물적 노동생산성으로 변경하더라도 본문에서 분석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이용한
분석과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34)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관계1)

<표 A4>

(물적 노동생산성(R/E), 전체 및 비숙련·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기준)

추정방법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 (A－1) 모형 (A－2) 모형 (A－3) 모형 (B－1) 모형 (B－2) 모형 (B－3)
Pooled OLS
Fixed Effect Panel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후
log
log
log
log
log
log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조정합계) (단순합계)
(조정합계) (단순합계)
1.176+

0.190

0.310

0.088

1.075***

1.238***

×

×

○

○

○

724

724

724

724

724

724

1704

1704

1704

1704

1704

1704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1.945**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사업체별 고정효과
표본 수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표본 수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

0.841

0.577

1.123***

0.150

×

0.113

주: 1) p－value를 기준으로 +는 10%, *은 5%, **은 1%, ***은 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사업체패널｣제1차~제6차(2005~2015년), 제조업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관계1)

<표 A5>

(물적 노동생산성(R/E), 고위기술 위주의 제조·서비스기업 기준)

추정방법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위기술 위주의 제조기업

모형 (A－1) 모형 (A－2) 모형 (A－3) 모형 (B－1) 모형 (B－2) 모형 (B－3)
Pooled OLS
Fixed Effect Panel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후
log
log
log
log
log
log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조정합계) (단순합계)
(조정합계) (단순합계)
2.376**

1.108

1.033

0.717

1.002

0.353

0.460

3.491**

2.268+

2.047

×

○

○

○

606

606

606

606

606

302

302

302

302

302

고위기술 위주의 서비스기업

0.464

사업체별 고정효과

×

×

606
302

표본 수
(고위기술 위주의 제조기업)
표본 수
(고위기술 위주의 서비스기업)

0.890

주: 1) pvalue를 기준으로 +는 10%, *은 5%, **은 1%, ***은 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사업체패널｣제1차~제6차(2005~2015년), 제조업 및 서비스업

34)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간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시간고정효과와 기업별고정효과를 동시에 적용한 모형에서도 본문 및 부록에서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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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선행연구
간접고용과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국내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간접고용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에 집중되었다.35) 이는 비정규직 활용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수익
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36) 다만 권순식은 보정 전 노동
생산성을, 홍민기(2012)는 암묵적으로 단순합계 보정방식의 노동생산성을 이용하여 간접고용이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보정 전 노동생산성은 간접고용을 반영하지 않아 간접
고용의 생산성 기여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단순합계 보정방식의 노동생산성은 적정수준 이상으로
간접고용효과가 보정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
정합계 보정방식의 노동생산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모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이들과 다르다.

<표 A6>

선행연구
자료

분석방법

설명변수

생산성

수익성

이병희
(2011)

사내하도급 현황조사
2008년

OLS
횡단면 분석

사내
하도급 활용

홍민기1)
(2012)

사업체패널
2007, 2009년

OLS,
OP분석

간접고용 비중



유의하지 않음

권순식
(2014)

사업체패널
2005, 2007, 2009, 2011년

임의효과모형
패널분석

간접고용 비중

+

+

김윤호·김영상·
박오원(2014)

사업체패널
2005, 2007, 2009, 2011년

임의계수 성장모형

간접고용 비중



이선호·
박우성(2017)

사업체패널
2007, 2009, 2011, 2013년

임의효과모형
패널분석

간접고용 비중

역U자

이동진
(2017)

사업체패널
2013년

OLS
횡단면 분석

간접고용 비중

역U자

+

주: 1) 홍민기(2012)는 본 연구의 단순합계 방식으로 보정한 노동생산성과 동일한 노동생산성을 이용
자료: 김유선(2018)의 자료를 재구성

35) 이선호·박우성, 그리고 이동진(2017)은 간접고용이 일정수준까지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나 과도한 간접고용은 오히려 기업의 수익성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36) 권순식(2004), 이시균·김정우(2006), 정재훈·오주연(2008), 성효용·윤명수·이시균(20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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