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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의존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등 조직이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기업의 고령자 고
용을 촉진시키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5년도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정
책에의 순응, 제도적 논리 변화에의 조응, 여유 자원에 따른 조직 역량 수준별로 고령자 고용 비율에 어

본 보고서는 조희진·손선화·장용석(2018)의「 한국정책학회보」제 27권 1호 183-221에 게재된
‘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통해 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분석과 함의’
의 연구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일
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경향은 여유 자원이 부족한 300인 미만의 기업
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효율성과 책임성의 융합’이라는 제도적 논리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하
는 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유 자원이 풍부한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만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재정지원 방식에 의존하는 정부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장기적으
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스스로 고령
자 고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그들을 고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효율성과 책임성의 문화를 내
재화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를 극대
화시키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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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으로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실현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성별, 연령별 맞
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전략을 수립하는 등 고령자 고
용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것
이 아니다. 고용 주체인 기업에서 이의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드느냐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달
라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7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55세부터 79세까지의 고령층 인구 1,291만
6,000명 중 연금(공적·사적) 수급자 비중이 50% 미만이며, 그 중 75%가 월 수령액이 최소 생활비 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타임즈, 2017). 이와 같이,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을 통해 고령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수입은 점차 줄고, 사회보장 지출은 더욱
커져 국가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김동배 외, 2007; 민종언·박태경, 2010; 장용선·장망, 2016). 따라
서 기업이 고령자들을 적극 고용하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정부와 함께 해결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문제를 고용의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중요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

Ⅰ. 서론

회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제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있다(배정호 외,
2008).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기업이 책임성까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 공존, 가치 융합의 시대로 전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는‘ 고용’이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물론, 중장

환되고 있는 것이다(장용석·조희진, 2013). 이에, 정부의 고유한 속성인 공공성(publicness)이 기업에게로

년층의 정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월

분점되는 등 복잡다기화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있다(이명석 외,

에는 2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000명, 48,000명씩 감소할 정도로 사상 최악의

2009; 조희진, 2014). 또한, 민주화의 진전으로 개인의 가치, 권위가 격상되면서 이들의 권리, 복지, 삶의

고용절벽을 경험하였다(디지털타임스, 2017). 곧 은퇴를 앞둔 50~60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기대

질, 행복 등이 강조되고 있다(Hwang, 2006; Meyer & Jepperson, 2000).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고령자

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정년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 은퇴 이후 새로운 직장을 찾지 않으면

고용은 기업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다행히, 2017년 7월,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 9천명 증가한

해 기업이 고령자들을 적극 고용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타임스, 2017). 하지만, 1954년 이전에 출생한 대졸 출신 고령자 3명 중 1명, 1955

있다. 관련 경험이나 연륜이 풍부한 고령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기업이

년~1963년에 출생한 고학력 베이비부머 세대 7명 중 1명이 단순노무직으로 전락하고 있어, 고령자 고용

고령자 고용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효율성과 책임

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파이낸셜 뉴스, 2017).

성의 공존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계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16년 50대의 가구 당 가계부
채가 평균 8,385만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66세 이상 은퇴

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발생할 국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기업과 함께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령층의 빈곤율도 48.1%로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12%의 약 4배가 넘는 수치이다(뉴시스,

고령자 고용 정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규제 정책의 일환이지만, 특정 요건을

2017).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7년 현재, 13.8%를 차지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

갖추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시장 유인적 방식을 택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고령자 고용에 관한

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택권을 주고 있다. 이는 재정 지원을 받는 동안만 고령자를 고용한 후 재정 지원이 끊기면 해고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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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부의 정책을 악용하는 기업들을 늘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3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현

기업들은 여유 자원(slack resource)이 풍부한 대기업보다는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

재까지 총 14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이 법의 목적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

업에 주로 고령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문제도 발견된다. 이는 고령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라는 측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이 고령자 고용 정책의 본래 목적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

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책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조직적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서 고령자 고

법률 제 1조 재인용). 이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는 현재, 고령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취업 지원,

용이 높은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 정년 연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정책 개선방향을 규범

고령자 고용 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주관부처는 고용노동부로 고령자 취업 지원을 위해 50세 이상의

적으로 논하고 있다(김경태, 2011; 김진곤, 2009; 노상헌, 2012; 신동면·양기근, 2003; 신영수, 2001; 이호근,

고령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실시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2013; 장지연 외, 2004; 황진수 외, 2001). 고준기(2007), 이학춘 외(2011) 등의 연구는 임금피크제, 정년제와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관련하여, 김옥희(2007), 조성혜(2009), 이재흥(2010), 최홍기(2011) 등의 연구는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조세를 감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었다. 해외에서는 주로 고령자

면해 주거나 각종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면, 고용노동

고용과 청년층 고용 간의 상쇄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았다(Gruber & Milligan, 2010; Kondo, 2016; Zh

부장관은 고령자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가 매년 고용노동부

ang & Zhao, 2012). 고령자 고용 정책이나 공적 연금 정책이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장관에게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할 때 가능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

(Kaushal, 2014; Kondo & Shigeoka, 2017)와 고령자 개인의 특성이나 제도적 요인, 조직 문화 등이 고령자

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자 고용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와 고령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Xin & Xiang-qun, 2006; 김동배 외, 2007; 김소희·박미현,

자 고용환경 개선 자금 융자 제도를 들 수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2015; 김정한, 2008; 문영미, 2005; 민종언·박태경, 2010; 장용선·장망, 2016)도 존재한다. 하지만, 고령자 고

는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1)을 초과하여 6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정년 미설정 사업장

용 정책과 함께 고령자 고용을 높이는 기업의 조직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면밀히 살펴본 연구들은 드물

에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로 18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 2017). 2018년에는 24만원, 2019년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고용을 높이는 영향요인을 자원의존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등과 연계한 기

에는 27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매일경제, 2017).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자금 융

업의 조직적 특성으로 살펴봄으로써 고령자 고용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

자 제도는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개선, 교체, 구입에 투입되는 비용 전액을 연 1%의 금

해 고령자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리로 사업주당 1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이다. 융자금 1억 원당 1명의 (준)고령자를 신규 고용해

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 정책적으로 의의가 높다.

야 하므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7).
고용노동부는 또한, 고령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하도록 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데 이를 실천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

Ⅱ. 이론적 논의

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년제도 운영 현황을 제출할 때 가능하므로 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자 고용 안정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임금피크제

1. 고령자 고용 정책과 기업의 고령자 고용 현황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발생할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1991
년부터「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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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에 따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의
지원기준율은 1%,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
인서비스업의 지원기준율은 4%이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운수업, 자가소비생산활동은 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사업시설 유
지관리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입대업은 23%, 광업, 하
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기타 업종은 7%, 국제 및 외국기관은 12%, 그 밖의 업종
은 2%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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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제도와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제도, 정년연장 지원금 제도를 들 수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기업의 임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

그림 1_ 고령자 고용률과 고령자 실업률의 시계열 변화

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이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감액되는 경우, 1인
당 연간 1,080만원까지 감액된 만큼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고용노동부, 2017).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제도는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설정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년
이 되어도 계속 근무시키거나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지원
하는 것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정년연장 지원금 제도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300인 미만 사
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에 의해 계속 고용할 때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
는 것이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이상의 정책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이득과 손실을 비교
형량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조희진, 2015a). 이
는 모든 것을 시장 원리에 맡겼을 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 수단으로 전통
적인 통제 방식이 아닌 시장 유인적 방식에 해당한다(조희진, 2015a; 최병선, 2006).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
자료: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고령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데 반해, 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고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과거보다 길어지고 있음에도 300인 이상의 기업들은 정년 57세를 대부분 고수하고 있어,
고령층의 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관계부처 합동, 2011).
영국의 임패리얼컬리지런던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OECD 35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2030년 출생
자들의 기대수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남자 84.07세, 여자 90.82세로 1위를 차지하였
다. 반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은
48.6%를 기록하여 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2017a). 경제적 불안감에 따른 노인 자살
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노인 10만명당 자살률은 54.8명으로
OECD 평균인 18.4명의 약 3배에 달한다(YTN, 2017). 이는 연금 등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은퇴 후 20~30년 이상을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중장년층의 실태,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등
고령자 고용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서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가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5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이 2006
년 59.3%에서 2016년 66.1%로 증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0% 대로 떨어졌던 고령자 고용률이

또한,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법정 정년2)이 60세로 연장되지만, 최근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635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체감 퇴직 연령이 대기업은 49.8세, 외국기업은 50.7세, 중소기업은
51.7세, 공기업은 53.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때까지 고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직장인
비율도 18.7%에 그쳤다(중기이코노미, 2017). 이는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2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노컷뉴스, 2014). 고
령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작된 고령자 고용 정책이 기업의 배를 부풀리는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들이 주로 단순노무직에 고용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안
정된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아주경제, 2017).
이상과 같이,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고령자 고용률이 다소 높아졌기는
했지만, 고령자 고용 문화가 기업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문
제의식을 갖고 고령자 고용 정책이 기업들에게 고령자 고용을 높이는 유인이 되는지, 어떤 특성을 갖는
기업에서 고령자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 65.6%를 기록하면서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고령자 실업률은 2006년
2.4%에서 2016년 2.8%로 상승했다. 1999년 4.5%까지 치솟았던 고령자 실업률이 2003년부터 2% 대로
감소하면서 안정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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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정년이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고, 2017년 1월부터 그 대상이 300인 미만 사업장
으로까지 확대되었다(동아일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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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 의존하게 되면, 조직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조
직들은 외부 조직과의 관계를 관리함으로써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조직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권력(po

현재, 정부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하여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고 있
다. 이는 고령자들이 근로소득 상실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낮추고 젊은 층의 노

wer)을 증진시키려 한다(Casciaro & Piskorski, 2005; Hillman et al., 2009; Pfeffer, 1987; Pfeffer & Salancik,
1978; Ulrich & Barney, 1984).

인 부양 부담 및 국가의 사회보장 부담을 줄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노동력 확보 차원에

고령자 고용을 둘러싼 기업들의 행태도 자원의존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원이 풍부한 일부 대기

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권순원 외, 2013; 장용선·장망, 2016). 즉, 기업의 고

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의

령자 고용은 고령자 개개인들이 은퇴 후 겪게 될 경제적 빈곤, 심리적 불안감, 우울증 등의 현상이 전 사

입장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자원의 중요성이 크고, 이를 다른 자원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낮으면, 정부에

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임으로써 개인, 사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높다고 표현한다(김준기, 2000).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각종 지

해결한다(박민생, 2006).

원금은 조직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핵심 자원 중 하나이므로 정부에 대한 이들의 의존도는 상당

정부의 정책 효과는 정책 자체의 특성이나 정책의 집행 주체인 정부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관리 전략

정책 대상인 기업의 상황이나 상태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Ingraham & Schneider, 1997; 조희진, 2015a).

을 변경시킴으로써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이항영 외, 2007; Pfeffer & Salancik,

고령자 고용 정책도 기업 조직의 특성, 상황, 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

1978). 또한, 환경에 적응하는 개방체제로서의 조직은 핵심 자원을 보유한 외부 조직과 협력적 관계를

구에서는 조직이론(organizational theory)을 활용하여 기업의 고령자 고용률을 높이는 요인을 탐색해 보

형성함으로써 자신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을 줄이려 한다(이항영 외, 2007; Selznick, 1949). 기업의 생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속성과 기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로부터 자원을 획

업 자체가 보유한 내적 역량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고령자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득하고 이를 기업의 내부 자원으로 내재화(co-optation)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부에 대한 기업

확인하도록 한다.

의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의 내부 역량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어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시장
에서의 지배력을 높인다(정규진 외, 2013).

1) 정부 정책에의 순응(resource dependency)

이상의 내용을 기업의 고령자 고용 현상과 연결시켜 설명해보면, 기업들은 정부가 강조하는 고령자
고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 즉, 지원금을 획득한다. 또한, 정부가 실

조직은 그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생존을 도모한다. 예측이 불가능할

시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각종 제도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그들과 협력적 관계를

정도로 환경 변화가 극심해진 현재, 조직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더욱

유지함으로써 기업에게 가해질 위협 및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려 한다. 따라서 정

요구되고 있다. 조직의 경계(boundary)가 좁고 명확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그 경계가 광범위해지고

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 정책에의 순응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기업일수록 고령자 비율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행위자(embedded actor)로 변모해 가고 있음

높다고 볼 수 있다.

을 시사한다(이항영 외, 2007). 환경은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조직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자원(resources)을 공급하거나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존

가설 1.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큰 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을 것이다.

재한다(윤재풍, 2014). 따라서 조직은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환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 이의 현상을 잘 설명하는 조직이론으로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이 있다.

2) 제도적 논리 변화(institutional logic shift)에의 조응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개방체제(open system)로서의 조직은 자율적인 권한(autonomous)을 갖는 자
생적(self-sufficient) 존재라기 보다는 조직에 필요한 핵심 자원(vital resources)을 보유한 외부 조직과의 상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외부 환경 요인 중 하나로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

호의존 관계(interdependence), 즉, 외부 환경에 제약을 받는 존재이다. 조직의 생존이 외부 환경으로부

ronment)을 들 수 있다. 제도적 환경 하에서 조직들은 사회문화적 기대에 맞춰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의

터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원을 지닌 외부 조직에 지속적으

이목을 끌 수 있는 정당성(legitimacy)에 관심을 갖는다(Grewal & Dharwadkar, 2002; Thornton & Oca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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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olbert & Zucker, 1983). 이는 과업 환경(task environment) 하에서 희소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

정보를 담은 제도적 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도적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제도적 논리의 내

쟁하는 조직의 모습을 가정한 효율성 중심의 여타 조직이론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자원의존이론과 맥

용 또한 다양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complexity)에 속한 현대 사회의 조직

을 달리 한다(DiMaggio & Powell, 1983; Grewal & Dharwadkar, 2002; Scott, 1987). 이와 같이, 제도적 환경,

들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반영된 제도적 논리(multiple logics)들을 수용하여 그

정당성 등을 강조하는 조직이론을 제도주의 조직론이라 부른다.

들을 만족시키고, 정당성을 확보하여 조직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Lounsbury, 2007; Pache & Santos,

제도(institution)는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3) 내에서 당연시 여겨지는(taken for granted) 상징적,

2013; Thornton & Ocasio, 2008).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행위자로서의 조직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

인지적 체계로 가치, 규범, 믿음 등을 함께 공유하는 문화로서 작용한다(Mcpherson & Sauder, 2013; 조희

해 다양한 제도적 논리가 투영된 복잡한 제도적 환경에 조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Almandoz, 2014;

진·장용석, 2014). 이는 조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Kraatz & Block, 2008). 과거와 달리, 어느 하나의 지배적인 규범이 아닌, 상충적이기까지 한 다양한 원리

제도를 받아들여 외부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만든다(Barley & Tolbert, 1997; Meyer & Rowan, 1977).

가 보편적인 믿음, 가치, 규범으로 안착되어 가는 제도적 논리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조직들은 외부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들로

이상의 현상을 기업에도 적용시켜 설명할 수 있다. 과거, 기업은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면 본연의 역

부터 공개적 지지를 비롯하여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환경에의 조응은

할을 다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만 실현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조직의 생존과도 직결된다(Haveman et al., 2007). 이에, 많은 조직들은 사회 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

기업이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부패, 인권 유린, 환경 오염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각종 부작

는 보편적 규범을 받아들여 목표, 구조, 전략 등을 변화시키면서 서로 유사해지는 동형화(isomorphism)가

용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Battilana et al., 2012). 이에 따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

발생한다(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77; 장용석·조희진, 2013).

onsibility)을 실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UN에서는 2000년부터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라는 국

하지만, Friedland & Alford(1991), Haveman & Rao(1997), Thornton & Ocasio(1999) 등의 연구를 시초

제협약을 통해 각국의 기업들에게‘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10대 원칙을 준

로 제도의 의미(meaning)와 내용(content)을 구성하는 제도적 논리(institutional logics)에 주목하면서 Di-

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손선화·장용석, 2016; 조희진 외, 2017). 일반 국민들도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

Maggio & Powell(1983), Meyer & Rowan(1977) 등이 강조하는 동형화를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현

는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통해 그들에게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Thornton & Ocasio, 2008). 제도적 논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심지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조희진·장용석, 2016).

는 상충적인 내용을 담은 다양한 논리(multiple and conflicting institutional logics)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

하지만, 기업의 본질인 효율성을 완전히 버린 채, 사회적 책임만을 실천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소요

기 때문에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이질성, 역동성 등을 잘 설명한다는 이점이 있다(Tan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사회문제 해결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전 사회적으로

& Wang, 2011; Thornton & Ocasio, 2008). 제도주의 조직론은 그 동안, 동형화 현상에만 주목한 나머지, 다

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최근 들어, 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책임성을 함께 실천하는

양한 이해(interest)를 지닌 행위자들(institutional entrepreneurs)에 의한,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제도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등 효율성과 책임성의 공존, 융합이 새로운 제도적 논리로 자리잡

적 논리의 변화를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제도적 논리의 변화는 이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던 가치, 믿음

고 있다(장용석·조희진, 2013; Porter & Kramer, 2011). 이는 공유가치창출에 관한 신문기사가 2006년부터

들이 약화되고, 그들의 이해에 적합하면서도 시대적으로 적절한 새로운 논리가 정착하는 과정을 의미한

2012년까지 50여 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한 해에만 91건을 기록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희

다(Scott, 2001). 조직들은 이러한 제도적 논리의 변화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제도적 논리를 수용

진, 2015b). 공유가치창출을 비롯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기업과 전 사회에 합리

해 나간다.

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믿음이 작용한 것이다. 이는 기업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

최근 들어서는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매우 복잡해지고 외부 이해관계자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규범에 해당하는 제도적 논리가‘ 효율성’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의 공존 및 융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Chandler, 2014; Greenwood et al., 2011).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많아져 조직들로 하여금 보다 다

의미한다(장용석·조희진, 2013). 상충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

양한 역할을 하도록 촉진시킨다(Glynn & Abzug, 2002). 그 과정에서 정당화된 행태, 목표, 수단 등에 관한

업들은 이러한 제도적 논리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하여 행태, 관리 방식, 구조 등을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 때,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고, 정
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조직의 장은“공유되는 규칙, 규범, 의미 체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의 집합”으로 정의 할 수 있다(Scott, 2003; 정명은 외,

기업의 고령자 고용도 이러한 제도적 논리의 변화에 기인하여 발생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증가하

2009; 정명은·안민우, 20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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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령자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들을 기업이 고용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성장과 복지

유 자원은 요동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조직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미

의 선순환 관계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업무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들을 고용하

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비축되어 조직 내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는 것이 사회적 책임으로 대변되는 자선, 봉사, 기부 등의 활동에 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생산성

(Sharfman et al., 1988). 따라서 여유 자원이 많은 조직들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혁신 활동에

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만약, 기업이 효율성만 고려한다면, 고령자 고용을 꺼릴 것이

적극적이다. 결과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혁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

다. 젊고 유능한 사원들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4) 기업이 아직도 효

유 자원이 풍부한 조직들은 새로운 활동에 과감히 투자하는 등 위험을 감수하려는 속성을 보인다. 반면,

율성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도적 논리

여유자원이 부족한 조직들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려 한다. 혁신은 성공

에 저항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환경에 민감한 조직들은 고령자 고용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책임

할 경우,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에 여유 자원이 부족한 조직들은 이

을 실현하려 한다. 다만, 사회적 책임에 의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높은 활동에 과감히 투자할 만큼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므

들, 즉,‘효율성과 책임성의 융합’이라는 제도적 논리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기업들에서 고령자

로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Geroski et al., 1993; Gatignon et al., 2002; Nohria & Gulati, 1996;

고용이 더욱 활발할 것이다. 고령자 고용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계를 창출하는‘ 효율성과 책임성의

Voss et al., 2008).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유 자원이 풍부한 조직들이 오히려 매우 조심스럽게 의사 결정

공존 및 융합 현상’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들은 사회적

을 하는 등 위험 회피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과감한 혁신보다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고 새로운 것에 점진

책임을 통해서도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터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치 융합적

적으로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다(Mishina et al., 2004; Tan & Peng, 2003; Voss et al., 2008).

특성을 보이는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생산성 약화의 문제를 극복할 확률이 크므로 고령자 증대
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종합해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효율성과 책임성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논리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기업들일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도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여유 자원의 이중적 속성을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도 적용시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
령자 고용은 청년층 고용보다 효율성이 낮다고 인식된다. 신체적 나이에 따른 생산성을 고려하면, 고령
자 고용이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험이나 숙련도 측면에서
는 고령자 고용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을 통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를 해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 사회적으로 얻게 되어 부수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다. 고령자

가설 2.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을 것이다.

고용에 따른 장단기적인 효과들을 감안하면, 여유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일수록 이에 더 적극적일 수 있
다. 장기적으로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그 위

3) 여유 자원에 따른 조직 역량

험을 감수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대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에 따른 위험을 감내하려 하지 않을 수 있
다. 고령자 고용이 기업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되기 전까지는 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일반적으로 조직 역량은 조직 목표에 부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끌어들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여유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으므로 고령자 고

이고 관리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의된다(Sobeck & Agius, 2007). 이를 바탕으로 조직 성과를 극대화할

용에 따른 각종 정부 지원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수 있다. 여유 자원이 부족한 기업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역량은 조직의 특성을 설명할 때 필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그 중, 여유 자원(sl

들에서 오히려, 비용 부담이 큰 장애인 고용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조희

ack resources)은 조직 역량 및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춰

진, 2015a). 이러한 경향들은 고령자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철저하게 검토함으로써 고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내적 역량이 고령자 고용에 미치

여유 자원은 주어진 기간 동안, 조직이 가용할 수 있는 초과 자본을 뜻한다. 이는 조직의 직전 연도 성

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여유 자원의 이중적 속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과가 좋거나 계획보다 자원을 덜 사용했을 때 형성된다(Voss et al., 2008). 보통 조직 규모로 대변되는 여
가설 3-1. 여유 자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3-2. 여유 자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이 낮을 것이다.
4) 일반적으로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연륜이 높은 고령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얻는 생산성보다 청년층을 고용함으로써 얻는 생산성이 더 크다
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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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및 방법

그림 2_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5년도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인적자본기

재정지원 정책

정부정책에의
순응
(자원 의존)

업패널조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양적·질적 수준을 확인하고, 인적자원을 축적해가는 과정
및 내용 등을 중장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

관련 법·제도

상은 2015년도 조사에 참여한 467개 기업 중 결측치를 제외한 363개 기업이다.
효율성 추구

제도적 논리
변화에의 조응

책임성 추구

고령자
고용비율

효율성과 책임성의 융합

여유 자원에 따른 조직 역량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정책에의 순응, 제도적 논리 변화에의 조응, 여유 자원에 따른 조직 역량이 기
업의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각 기업의 만 50세 이상 정규직 직원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둘째, 기업 보유 인력을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직 규모에 따라 고령자 고용의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규명하기 위해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일 때 사용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통제
변수

조직연령
노동조합
산업특성

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잔차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통해 모수추정치를 산정한다(Aldrich & Nelson, 1984). 하
지만, 횡단면 자료(cross sectional data)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동일한
시점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측정되면서 발생하는 역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 등 둘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동시성 편의(simultaneous bias)의 문제이다. 둘째, 종속변수 혹은 독립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제외된 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
의 문제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다양하게 포함

Ⅲ. 실증 분석

시키는 다중회귀분석(multivatiat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보다 엄밀하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인
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일정한 시차를 둔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관찰되지 않은 효과까지 통제하는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Cellini, 2008). 하지만, 본

1. 연구모형

연구에서 단년도 자료로 분석을 한정한 이유는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 중 하나
인 고령자 고용 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이 2015년 조사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과관계에 대한

본 연구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조직의 다양한 속성에서 찾고자 한다. 이는 환
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특성,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내적 역

해석을 신중히 하고, 이론적 논의에 근거한 가설에 기반하여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의 특성을 파
악하는데 주목하였다.

량 수준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정책에의 순응, 제도적 논리 변화에의 조응, 여유 자원에 따
른 조직 역량 차이에 따라 기업의 고령자 고용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론적 논의와 가설을 통해 모
색하였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연령, 노동조합, 산업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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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크게 정부 정책에의 순응, 제도적 논리 변화에의 조응, 여

3. 변수의 측정

유 자원에 따른 조직 역량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 정책에의 순응 정도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은 <표 1> 과 같다. 종속변수는 해당 조직에 종사하는 고령자의 비율이다.

을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 제도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화 관련 제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

이는 각 기업의 전체 인원 대비 만 50세 이상 직원 수, 즉, 만 50세 이상의 정규직 비율이다. 자료의 한계

여하는지로 측정하였다. 전자는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

로 만 50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하였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체감 퇴직 연령은

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5가지 제도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 경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우를‘ 1’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고령화 관련 제도는 정년추가연

시행령에서도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정의한다. 이에, 고령자 고용

장(정규직), 임금피크제, 계속 고용(계약직), 전직지원 교육환경, 직무 재설계, 작업환경의 개선, 직무표준

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준고령자까지를 아우르는 5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김동배

서/표준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각각 참여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처리하여 총 7가지 변수를

외, 2007; 장용선·장망, 2016). 본 연구에서도 체감 퇴직 연령 등의 현실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을 모두

합산하였다. 고령자 고용지원 제도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에 얼마나 의존하는

고려하여 50세 이상을 고령자로 설정하였다.

지, 고령화 관련 제도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얼마나 조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효율성과 책임성의 공존’이라는 제도적 논리 변화에의 조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업이 추구하는

[표 1] 변수 측정

효율성과 책임성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기업이 추구하는 효율성의 정도
변수명

종속변수

측정

고령자 고용 비율

비고

는 성과지향적인 조직의 모습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성과급, 팀성과급, 사업부 성과급, 전사
성과급 제도를 각각 실시할 경우를‘ 1’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를‘ 0’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만 50세 이상 인원/정규직 전체 인원)*100

기업의 책임성은 근로자들의 복지 개선과 관련된 변수들로 측정하였다.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부 정책에의
순응
(자원 의존)

5개의 고령자 고용 관련 재정지원정책
(융자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참여여부 총합

가변수
합산
(0~5)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도

7개의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도(정년연장(정규직),
임금피크제, 계속고용(계약직), 전직지원 교육환경, 직무재설계,
직업환경의 개선, 직무표준서/표준화) 참여여부 총합

가변수
합산
(0~7)

효율성 추구:
성과 향상

4개 성과급 제도(개인성과급, 팀성과급, 사업부 성과급,
전사 성과급 제도) 실시여부 총합

가변수
합산
(0~4)

책임성 추구:
근로자 복지 개선

14개 부가급여 복리후생제도(법정퇴직금, 4대보험 가입,
유급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건휴가, 병가,
경조사 별도 휴가, 정기건강검진,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제공,
식비 또는 구내식당 제공, 보육육아비 지원,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학자금 지원) 실시여부 총합

가변수
합산
(0~14)

고령자 고용 관련
재정지원 정책

독립변수
제도적 논리
변화에의 조응

조직 역량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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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책임성의 융합

효율성(성과 향상) *
책임성(근로자 복지 개선)

여유 자원

인력 300인 이상: 1, 300인 미만: 0

한 국제 협약인 UN 글로벌 컴팩트에서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개 원칙을 수립하여 기업들
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조희진 외, 2017). 예를 들면,‘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
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등이다(글로벌 컴팩트 홈페이지). 대표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
육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따른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불가침의 권리이자, 헌법상에 보장된 행복추
구권에 해당한다. 임신·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이유
이다.5) 법정퇴직금이나 4대보험6)도 소득불평등이나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한
최저임금제와 더불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그들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등 노
동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에 해당한다(황정윤, 2013). 그 외에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근

가변수

조직연령

2015-설립년도+1

노동조합

노동조합 유: 1, 노동조합 무: 0

가변수

산업특성

제조업: 1, 금융업: 2, 비금융업: 3

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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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

5)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과거와 달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은 고무적이다. 실제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에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을 위
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가 허용할 때 실현되므로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고,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뉴스토마토, 2018).
6)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 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트럭 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중앙시사매거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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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생활안정, 학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사망·장해·

변수를 포함시켰다.

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항목이 포함된 복지제도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기업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들을 살펴보았다. 법정퇴직금, 4대보험 가입, 유급
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건휴가, 병가, 경조사 별도 휴가, 정기건강검진,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제

Ⅳ. 분석 결과

공, 식비 또는 구내식당 제공, 보육육아비 지원,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학자금 지원 등 총 14가지 변수
각각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1’로, 아닌 경우를‘ 0’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또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상에서 살펴본‘ 효율성’과

1. 기술 통계

‘책임성’각각의 변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상호작용항이 포함되면 다중공선성이 높아지
므로 이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효율성’,‘ 책임성’각각의 변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결측치를 제외한 363개 기업이다. 363개 기업의 만 50세 이상 고령자 고용 비

여유 자원으로 살펴본 조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조직 규모에 해당하는 인력 변수를 활용하였다. 현

율은 평균 약 15%로 적게는 0%에서 많게는 약 69%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중앙값이 평균보다 낮게 나

금화할 수 있는 자산, 즉, 여유 자원이 풍부하고, 역량이 높은 기업들은 그 규모가 큰 기업에 해당한다.

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부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서 기인한다. 정부에서 실

물론, 조직 규모가 크다고 해서 역량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재정적으

시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 관련 재정지원 정책이나 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율은 저조한

로 건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유 자원은 여분의 직원(redundant employees), 초과 자본으로 정의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중앙값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나 특정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 관련 정책이나

기 때문에 조직 규모의 의미가 함께 반영되어 있다(Nohria & Gulati, 1996). 실제로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5년도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와 매출액 간의 상관계수는 0.8259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면,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여유 자원도 풍부하고,

[표 2] 기초통계

조직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이행할 역량이 충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유
자원에 따른 조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조직 규모 수준을 파악하였다. 보통, 300인 이상의 인력을 보유

변수
종속변수

N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363

15.051

11.069

12.234

0

69.149

고령자 고용 관련
재정지원 정책

363

0.320

0

0.679

0

4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도

363

1.537

1

0.744

1

4

효율성 추구

363

1.275

1

1.108

0

4

책임성 추구

363

12.116

12

1.588

0

14

여유 자원

363

0.540

1

0.499

0

1

조직연령

363

35.884

33

17.501

4

118

노동조합

363

0.992

1

0.091

0

1

제조업

363

0.804

1

0.397

0

1

금융업

363

0.052

0

0.223

0

1

비금융업

363

0.143

0

0.351

0

1

고령자 고용 비율

하고 있을 때, 대기업으로 분류되므로 300인 이상의 기업과 그 미만인 기업을 구분하여 더미(dummy) 변
정부 정책에의
순응
(자원 의존)

수화하였다.
그밖에, 조직 연령, 노동조합, 산업 특성 등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들을 통제해
주었다. 첫째, 조직 연령은 각 기업의 최초 설립연도부터 조사시점인 2015년까지의 기간으로 측정하였

독립변수
제도적 논리
변화에의 조응

다.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일수록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강하고, 조직 연령이 높은 기업
일수록 내부 관성으로 인해 환경 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손선화·장용석, 2016). 이러한 속성이

조직 역량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 고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업 내 근
로자를 대표하는 조직인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도 고령자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복지, 경제적 조건 등을 향상시키는 역할
을 하는데, 이러한 조직이 존재할 때, 정년 연장, 노후 보장 등과 관련된 고령자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이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였다. 셋
째, 산업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제조업을 기준범주(reference)로 하여 금융업, 비금융업의 더미(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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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산업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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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63개의 기업들은 성과급 제도 시행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복지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등 책임성을 더욱

[표 3] 분석 결과 Ⅰ
구분

내용

Model 1

Model 2

고령자 고용 관련
재정지원 정책

3.612***
(1.017)

3.575***
(1.002)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도

-0.585
(0.771)

-0.517
(0.771)

효율성 추구

-0.802
(0.583)

-1.036*
(0.609)

책임성 추구

-0.292
(0.415)

-0.312
(0.410)

효율성* 책임성

-

0.670*
(0.389)

여유 자원

-3.252**
(1.305)

-3.132**
(1.305)

조직연령

0.160***
(0.038)

0.162***
(0.038)

노동조합

3.096
(2.383)

3.255
(2.405)

제조업(reference)

-

-

금융업

-4.076**
(1.756)

-4.428***
(1.687)

비금융업

-1.196
(2.086)

-1.190
(2.077)

상수

12.672***
(4.924)

7.568***
(2.850)

N

363

363

R2

0.1346

0.143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들의 복지 개선과 관련된 법정퇴직금, 4대보험 가
입, 유급휴가 등의 변수들은 기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정부

정부 정책에의 순응
(자원 의존)

에서 오래 전부터 법제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유 자원으로 측정한 조직 규모도 살펴보면, 분석 대상
기업의 과반수가 300인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3개 기업의 평균 조직 연령은
약 36년이었으며, 적게는 4년부터 많게는 118년까지 높은 편차를 보이며 분포하고 있었다. 산업 특성별

독립변수
제도적 논리
변화에의 조응

로는 제조업 비율이 80.4%로 가장 높았고, 금융업 비율이 5.2%로 가장 낮았으며, 거의 모든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다.

조직 역량

2. 실증 분석 결과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Model 1은 기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이 정부의 고령화 관련 재정지원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고령자 고용을

통제변수

산업 특성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존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에 크게 의존하
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고령
자 고용으로 잃게 될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 관련 재정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서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조직의 여유 자원으로 측정한 인력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이 낮은 분석 결과와
도 일맥상통하다. 소규모 기업의 고령자 고용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가용할 여유 자원이 부족한 기업

*p<.1, **p<.05, ***p<.01, 괄호 안은 이분산(heteroscedasticity)의 가능성을 고려한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들이 고령자 고용을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뜻을 내포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주로 여유 자원이 부족한 열악한 기업들에 속한
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자 고용 정책의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원

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최대한 획득하려는 전략적 선택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

이 풍부한 기업에서 고령자들을 적극 고용할 때, 그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풍족해져 고령화 사회로

한 현상이 계속될수록 고령자들이 겪는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관련 정책의 실효성은 저해될 수밖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업에 고령자들이

없다. 이는 대부분의 재정지원 정책이 태생적으로 갖는 한계에 해당하므로 고령자 고용 정책에 있어서

고용되면, 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나 복지 수준도 낮아 고령자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또

도 관련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 여유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에서 고령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수령

한편, 기업이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법·제도에 순응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고령자들을 고용하

지 않았다. 이는 기업이 아직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고, 지원이 종료되면 이들을 해고시키는 사례들도 발견된다. 이는 고령자 고용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

료된다.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법·제도를 준수하는 것은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정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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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지지를 비롯한 유·무형의 자원을 꾸준히 획득하는 계기가 되므로 조직의 역량 및 권력을 내
재화할 수 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도를 준

그림 3_ 효율성 수준에 따른 책임성과 고령자 고용 비율 간의 관계

수함으로써 정부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들은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획득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고
민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효율성 혹은 책임성 추구 현상 역시, 고령자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이 효율성을 추구할수록 생산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고령자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하지만, 책임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에서도 고령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고령자들을 고용하는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근로자 복지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을 실시함
에도, 이것이 사회적 책임 문화를 기업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혹은 책임성 추구 현상만으로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이에,
Model 2에서‘효율성과 책임성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논리의 변화를 포함하여 고령자 고용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림 4_ 책임성 수준에 따른 효율성과 고령자 고용 비율 간의 관계

그 결과, 기업이 효율성만 추구할 경우, 고령자 고용 비율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과 향상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을 꺼린다.
하지만, 가설 2와 같이, 효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실현하는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정부의 정책 목표, 수단 등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의 융합 현상은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는 상충적이라고 여겨졌던 효율성과 책임성의 가치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된 결과이다(조희진·장용석, 2016).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지
속가능발전 패러다임,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사회적 기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고령자 고용도 고령
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고용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효율성
과 책임성이 결합된 전형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책임성의 융합을 추구하는 기업들에서
고령자 고용 비율도 높은 것이다. 이들은 제도적 논리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속성을 지닌다. 기업
의 입장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
기 때문에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충족시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근로자 복지를 개선하면서도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은 고령자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위의 그림을 보면, 기업이 추구하는 책임성과 효율성의 관계가 고령자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줄이므로 고령자 고용에도 적극적이다. 이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역량 강화를 통해 그들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효율성 수준을 상위 25%와 하위 25%로 구분하여 책임성과 고령

의 자립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자 고용 정책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

자 고용 비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율성 상위 25%의 기업들은 책임성을 추구할수록 고령자 고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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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효율성 하위 25%의 기업들은 책임성을 추구할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이 책임성만 추구하는 것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

[표 4] 분석 결과 Ⅱ
구분

내용

인이 되므로 또 다른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이 때, 책임성 추구에
정부 정책에의
순응
(자원 의존)

따른 비용을 상쇄할 만큼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고령자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
환되는 것이다. 즉,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구할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을 높이는데 기
여한다고 볼 수 있다. 책임성 수준을 상위 25%와 하위 25%로 구분하여 효율성과 고령자 고용 비율 간의

독립
변수

관계도 살펴보면, 책임성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효율성 추구에 따른 고령자 고용 비율 감소 경

제도적 논리
변화에의 조응

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책임성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책임성 상위 25%에 해
당하는 기업들보다 효율성 추구에 따른 고령자 고용비율 감소폭이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

300인 미만(I)

300인 미만(II)

300인 이상(Ⅲ) 300인 이상(Ⅳ)

고령자 고용 관련
재정지원 정책

3.531**
(1.470)

3.546**
(1.469)

2.986**
(1.285)

2.864**
(1.222)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도

0.206
(1.336)

0.214
(1.336)

-0.987
(0.898)

-0.863
(0.886)

효율성 추구

-0.902
(0.786)

-0.902
(0.796)

-0.856
(0.817)

-1.580*
(0.879)

책임성 추구

-0.312
(0.637)

-0.327
(0.670)

-0.160
(0.581)

-0.207
(0.518)

효율성*
책임성

-

0.171
(0.492)

-

1.139*
(0.593)

0.121***
(0.042)

0.116***
(0.042)

업이 효율성만 추구할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함께 실현할 때 고령자 고용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

조직연령

0.251***
(0.066)

0.253***
(0.066)

을 줄여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들에서 고

노동조합

-0.715
(3.888)

-0.639
(3.939)

제조업(reference)

-

-

-

-

금융업

-7.239***
(2.709)

-6.904**
(2.943)

-2.558
(2.065)

-3.691*
(2.007)

비금융업

-8.065***
(1.886)

-7.987***
(1.852)

5.643*
(3.264)

5.112
(3.125)

상수

13.955*
(8.289)

8.825*
(4.590)

12.152
(7.445)

9.112***
(2.148)

N

168

168

195

195

0.2327

0.2332

0.1101

0.1327

령자 고용 비율이 왜 높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Model 1의 결과와 비교하면, Model 2에서도 정부의 고령화 관련 재정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통제
변수

산업 특성

수록 고령자 고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일부 채택되었다. 조직연령은 고령자 고용에 지
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상과 달리, 오래된 조직일수록 축적된 경험과 학습 능력을 바탕으
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존재는 고령자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노동조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고령자 고용에 차별화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R

2

omitted

*p<.1, **p<.05, ***p<.01, 괄호 안은 이분산(heteroscedasticity)의 가능성을 고려한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Model 1과 Model 2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설 3-2처럼, 여유 자원이 많은 기업들에서 고령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고용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을 보
다 자세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 규모별로 고령자 고용의 영향 요인에 어떠한 차이

로 조응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령자들을 고용하기

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도 하는 것이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가시성(visibility)이 높아 보편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항상

전반적으로 300인 이상의 기업이나 300인 미만의 기업 모두 정부의 고령화 관련 재정지원 정책에의

존재한다(Rogers, 1995; 조희진·장용석, 2014). 또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역량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논

참여가 고령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oefficient의 값을 비교해보

리 변화에 빠르게 조응할 수 있고, 고령자 고용을 통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법들을 신속하

면, 300인 미만의 기업에서 특히, 그 경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300인 미만 기업들의 산업

게 학습할 수 있다. 대개 고령자 고용은 기업의 생산성을 약화시켜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고 인식되기 때

특성에 따른 고령자 고용 경향을 살펴보면, 제조업보다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이 유

문에 역량이 낮은 소규모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향이

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고령자들을 생산직이나 단순노무직

강하다(Taylor & Walker, 2003). 하지만, 여유 자원과 역량을 갖춘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을 통해 사회문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 주로 고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를 해결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함으로써 고령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역량 강

반면,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들에서 고령자 고용을 적극

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려 한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제조업

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보다 서비스업이나 전문직에 속하는 비금융업에서 고령자 고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분석 결과를 통

목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효율성과 책임성의 융합’이라는 제도적 논리에 적극적으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숙련된 경험, 노하우를 가진 고령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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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유익한 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민종

① 재정 지원을 넘어, 다양한 지원 방식 병행

언·박태경, 2010).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자 고용 정책의 효과가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령자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적 유인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한정짓지 않고,

역량이 높은 기업들에서 고령자들을 적극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자들을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하지만,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고령자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어, 그들의 삶의 질 향

결과에 의하면, 근무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들, 그 중에서도 단순 생산직이 많이 포진된 제조업 분야

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기초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정부가 실시하는 고

에서 고령자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령화 관련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원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고령자들을 고용할 확

부족한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정책의 실효성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

률이 크므로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등 고령자들의 빈곤 문제가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해서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정부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와 같이, 재정지원 정책은 정책 대상자인 기업들로 하여금 지원금에만 의존하도록 만들어, 정책의 효

기업들에게 고령자 고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을 통해서도 생산성을

과를 장기적으로 이끄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자 고용을 추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

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미래까지 고려하여 정년을 변경해야 하지만, 2015년도 인적자본

이 기업들에게 비용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패널조사에 참여한 467개 기업 중 정년 변경을 시도한 기업들은 약 20%에 불과했다. 그만큼, 장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효율성과 책임성의 적절한 균형, 융합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과 함께 근로자들의

적인 시각에서 고령자 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재정지원 방식이 기업

복지 개선에 노력하는 문화를 내재화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한 고령자 고용을 실현할 수

들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있을 것이다.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 외에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의 비금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충분한 자원
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자 고용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기업 내 효율성과 책임성이 공존하는 문화 형성

Ⅴ. 결론

고령자 고용에 대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책임성의 문화가 기업
내에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발생하고 있
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고령자 고용 정책이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높이는 유인이 되는지, 어떤 특성을 갖는

고령자 고용을 단순히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행하기 보다는 고령자 고용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킬

기업에서 고령자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 정도가 높아진다. 기업의 입장에서 젊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직이론과 연계하여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는 영향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유 자원

것보다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이 생산성 측면에서 더 큰 비용을 야기한다고 생각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이 부족한 기업들에서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이었으며,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최근 들어, 효율성과 책임성이라는 두 상반된 가치가 공

이를 더욱 촉진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고령자 고

존, 융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장용석·조희진, 2013).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SK 등 일부 기업에서

용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효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에서 고령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 그 성과를 평가 시스템에 반영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자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300인 이상의 인력을 갖춘 여유 자원이 비교

이루어지고 있다(연합뉴스, 2017c).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지면, 기업들 스스로 효율성과 책임성이 결합된

적 풍부한 기업들에서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들을 설명함에 있어, 자원의존이론, 제도주의

문화를 형성하여 고령자 고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조직론 등 다양한 조직이론적 관점을 적용시킴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대상자인 기업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

③ 고령자들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의를 도출할 수 있다.

기업 내 효율성과 책임성이 공존하는 문화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령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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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고령자들을 고용함에도 불구하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

고,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고용하려 할 것이

과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 했다.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선후관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어느 정도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발생하

계 통제가 어려워 인과관계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고령자 고용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게 살펴

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고령자들의 복지를 개선하면서도 그들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선후관계 및 시간의 변화에

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계를 지향하는 고령자 고용 정책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

따른 관찰되지 않은 효과들을 모두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할 때 나
타나는 한계로 비확률표본추출에 의한 선택 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종속변수

④ 고령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

와 독립변수 모두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동일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있다. 이에, 본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인정하는 전 사회적인 노

연구는 종속변수를 객관적 자료에 해당하는 각 기업의 만 50세 이상 정규직 비율로 설정하였고, 독립변

력이 필요하다. 보통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사회적 역할을 낮게 평가할수록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고령자 고용 관련 제도나 정책 실시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로 파악하여 응답자들이 자신이 속한 기

기회가 줄어들어 그들에 대한 기대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류정진·나운환, 2006). 따라서 고령

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대 추정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여

자들이 지닌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그들도 사회에 가

러 한계들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극심해짐에 따라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고령자 고용 정책의 영향을 살펴보면서도 고령자 고

2019년부터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 정년 연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연합뉴스,

용을‘ 효율성과 책임성,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공존 및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2017b). 우리나라에서도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등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5~60대 스스로 고령자로 불리는

이를 촉진시키는 기업의 속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본 연구는 시장

것을 꺼려하고 있다(중앙일보, 2016). 이에,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55세 이상을 장년층으로 통합해서

유인적 접근만으로 고령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고령자 고용

부르고, 준고령자 명칭은 법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장년층들도 노동시장에서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의 정책 순응도를 높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

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연령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안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⑤ 고령자 고용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계 창출
고령자들을 위한 그 동안의 정책은 그들의 생활수준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다. 아직까지 고령자들을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 인식하고 있어, 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데에만 집중해 온 것이다(세계일보, 2017). 이의 현상이 지속되면, 고령자들의 삶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에 한계가 있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자립 기반을 제공하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계를 창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력인 젊은 층을 육성하는 동시에 고령자들
이 지닌 풍부한 경험을 인정하여 그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령자들을 사회
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

이상의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고령자
대상 고용촉진 정책은 주로 지원금 제도로 한정된다. 향후 지원금 제도 이외에 법령에서 고시하고 있는
취업알선,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용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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