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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 분석
김 보 람* ․ 문 은 하** ․ 이 승 윤***
[요 약]

최근 사회적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의 지적처럼 ‘저임금 단기 일
자리’로 전락된다면 제도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
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현재 사회적기업이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 안정성 및 사회적 평균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
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ideal-type approach)을 활용하여 적절한 소득, 적절한 노동
시간, 고용보장, 양성평등 그리고 사회보장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을 분석한
결과, 적절한 노동시간 측면과 양성평등 측면은 다소 괜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득
수준, 고용보장 및 사회보장 측면은 일자리 질이 다소 괜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
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및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해 중점적으로 보완시켜야 할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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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급속도로 성장하였
다. 2007년 7월 50여 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은 4년 동안 10여 차례가 넘는 인증심
사를 걸쳐 총 1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2008년에 166개, 2009년에 77개, 2010년에
216개, 2011년에는 155개로 증가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 진
흥원, 2012). 사회적기업은 민관복지 협력 시스템 하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함과 동시에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필요조건을 갖고 있으며(이윤재, 2010),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
스를 제공해주어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 및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신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해결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
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윤재, 2010: 양준호, 2011;
임혁백 외, 2007; 이영호, 2011).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일각의 지적처럼 ‘저임금 단기
일자리’로 전락된다면 제도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현재 신생 사회적기업에 대
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자립적 사회적기업을 개발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인건비 지원 정책이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 했다는 우려가 나타났고, 경영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자원의 동원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영을 하는’ 식의 접근이 많아졌다. 만일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은 ‘저임금 단기 일자리’로 전락할 수 있고, 어쩌면 ‘저임금 단
기 일자리’ 조차도 지속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도 있다는 전문가들
의 견해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2009).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므로 현재 사회적기업이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일자리의 양적인 창출에만 주목한 반면, 창출
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깊은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일
자리 질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일
- 32 -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 분석

자리 질에 대한 검토 및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논의 및 일자리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즉, 단순히 취약계층
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은 어떠한 근무환경에서 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
형분석(ideal-type approach)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에 대해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적절한 소득,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보장, 양성평등 그리고 사회
보장 등 한국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측면들로 구성된 지표를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퍼지셋연구방법론(Ragin, 2000)은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결합하려는 시도로 개발된 방법론인데, 특히 퍼지셋 이상형분석은 이상적 개념과 경험
적 현실간의 간격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 정의를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평가는 현재 양적으로 팽창한 사회적기업의 노동
복지적 효과에 대한 논의에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 전
반의 일자리 질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먼저 외국의 사회적기업 개념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편적이면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
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 보고서들에서 사회적기업은 “경영 전략
으로 조직된, 공익 지향적인 비특정 민간 활동(any private activity)으로서, 이의 목적
은 이익 극대화가 아닌 특정 경제, 사회적 목표 실현이며,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
와 관련된 혁신적 해결 방안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활동”을 지칭한다고 밝히
고 있다(OECD, 1999). 사회적기업 런던(Social Enterprise London, 2004)은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Campbell(1998)은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면서도 이윤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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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으로 보편화하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
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는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
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은 사회적기업을 “비영리단체가 본래 의도했던 사회적 목적과 시장에서의 사업
적 성공을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조상미(2011)는 “사회서비스 제
공과 고용창출 등의 사회적 목적과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으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높은 자율성을 지니고
지속적인 수익활동을 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정의
를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1990년대 초에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
원을 두고 있다. 이후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즉, 자활제도와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더해져 발전하였다. 주로 빈곤층이나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정
책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어 그 연장선상으로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은 2000년 전후로 민간과 정부 양자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
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2009).
2007년에는 7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가 도입되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제도화를 실행한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
능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조직을 육성하기 위함이며(함께일
하는재단 정책연구원, 2009),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인증을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을 인
증하여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컨설팅 및 세제 지원 등
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박찬임(2008)은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고,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목표도 시장에서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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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일자
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까지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55개로 시작하여 2011년 669개
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으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중 현재 644개가 유지되고 있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세부직종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07～09년 사회적기업 직종은 대
체적으로 환경 분야가 가장 많고, 간병가사지원에서 비율이 높았으며, 2011년에는 환
경, 사회복지 순으로 인증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 진흥원에 의하면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서비스, 노인용품, 장애인용품이 포함되고, 사회서비스는 직업자
활과 복지로 나뉜다 <표 1>.
<표 1> 2011년 12월 사회적기업 직종별 현황 (총 644개)
분야
개소
비율

교육
42
6.5

보건 사회복지 환경
10
92
110
1.6
14.3 17.1

문화
87
13.5

보육 간병가사 기타
23
55
225
3.6
8.5
34.9

자료 : 사회적기업 진흥원(2012), 2011년 12월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또한 고용노동부가 2010년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현재 사회적
기업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
들이 나타난다. 첫째, 성별에 따른 근로자 비율이다. 전체 유급근로자 중 남성이 3,668
명인 반면 여성이 7,482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가량이 더 많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40～54세 층에서 4,313명이 분포되어 고용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55세 이상의 연령층의 고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젊은 층에 비해 중․고령층에서 고용이 활발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기업은 1차 노동시장에서 주로 배제가 되는 대상인 여성과 중․고
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사회적기업 근로자
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07만원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저임금과 최대임금의 격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어 사회적기업 일자리 안에서도 임금격차가 심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2009년 기준으
로 38시간으로 나타났는데,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주40시간과 비교하면 대체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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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사회적기업 근로자 분
포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서울이 2,980명, 경기도가 2,000명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에 전체 사회적기업 근로자 수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과 지표

1)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개념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대한 개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제87차
국제노동회의(The 87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 “자유,
공평, 안전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조건하에 남녀 모두에게 괜찮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기회”(ILO, 1999: 3)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국제노동기구의 괜찮
은 일자리 개념은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 지금
까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된 1919년 이후 국
제노동기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가치와 이념들을 종합하여 제기된 개념이다. 황
준욱(2005)은 여기에 특히 사회정의와 인간적인 노동조건의 제고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적 가치가 강조되어 반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 개
념은 ‘노동기회(opportunity for work)’, ‘고용선택의 자유(work in conditions of
freedom)’, ‘생산적인 노동(productive work)’, ‘노동에서의 평등(equity in work)’, ‘고용
안전(security at work)’, ‘노동에서 인간 존엄성(dignity at work)’ 등 6가지 요소로 구
성되며, ‘사회․경제적 맥락(socio-economic context)' 또한 중요시한다(Anker et al,
2002).
‘괜찮은(Decent)'은 ‘적절한’, ‘적당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개념상 애매모호
하고 불분명한 느낌이 있다. 따라서 개인, 문화 및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한 가지 핵심은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고용여부가 아니라 어떻
게 고용되어 있는지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이상헌, 2005). 한편, 괜찮은 일자리
(Decent work)와 유사한 개념으로 좋은 일자리(Good job)가 있다. 좋은 일자리는 좋지
않은 일자리(Bad job)와 비교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어떤 일자
리가 다른 일자리보다 더 좋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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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나 실제로 여러 일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누구나 느끼듯이 대상과 상
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한 여러 개념들 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좋은 일자리의 개념은 빈곤과의 연관
성에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좋은 일자리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인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노동자 자신의 주관적 만족도를 통해 측정된다. 따라서 ‘좋다’는
수준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일자리와의 연관성에서 접근하기에는 한
계를 가진다(최옥금, 2006). 특히 한국의 사회적기업에서 근로하는 대상이 주로 여성,
중ㆍ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였을 때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를 논의함에 있어 괜찮은 일자리는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

국제노동기구는 고용의 양과 질이 분리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반영하여 고도로
경쟁화되는 세계시장에서의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본적인 수준의 고용보장을 위
한 방법으로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논의하였다. 게다가, 일반적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진입이나 퇴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였다(이성균, 2009).
이러한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자들이 지표개발
을 시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Bescond 외(2003), Bonnet 외(2003), Ghai(2002), Anker
외(2002)가 있다. 각 학자들이 제시한 측정지표들을 살펴보면, Bescond 외(2003)는 고
용평등, 아동 미취학율, 저임금, 과도한 시간의 노동,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연금 미가
입자 비율 등 6가지 요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Bonnet 외(2003)는 노동시장 안정성 지
수(적절한 소득), 고용 안정성 지수, 이익대변 보장 지수, 작업환경 안정성 지수, 소득
보장 지수, 일자리 안정성 지수, 기술재생산 안정성 지수 등 7가지 요소를 사용하였다.
Bescond 외(2003)와 Bonnet 외(2003) 지표는 근로자 개인 및 사업장 단위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노동시장 전반의 질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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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Bonnet 외(2003)는 노동시장 전반의 7가지 영역에 대한 지수를 개발하였고,
Bescond 외(2003)는 실업률, 아동의 미취학율 등의 변수를 활용해 괜찮은 일자리 개념
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Ghai(2002)는 괜찮은 일자리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고용의 관점
에서 고용기회의 평등, 적절한 임금, 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적 교섭 등 5가지 요소
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교섭 등의 영역을 포함시키는 등 Bescond 외(2003)와
Bonnet 외(2003)에 비해 정치적 측면도 포함하였지만 Anker 외(2002)에 비하면 포괄
적이지 못하다. Anker 외(2002)는 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평등
화’의 개념 하에 고용기회, 임금 및 노동시간과 같은 일자리 자체에 대한 특성과 여성
및 사회적 안전망까지를 포함하는 세부 항목들로 구성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Anker
et al(2002)의 측정지표는 성별이나 임금, 근로의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
로 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고려한다는 점, 근로자들이 직면한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적 자료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측정한다는 점,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의 관점을 포괄적으
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소외계층이나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을 가지고 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희경(2009)은 부
산광역시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유급 돌봄 서비스 종사
자 353명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
발적 일자리 선택’, ‘적절한 임금’, ‘적정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과 가족생활 양립’,
‘고용평등’,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노사협의’, ‘전문적 교육’, ‘주관적 만족’의 요
소를 사용하였다. 최옥금(2005)은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과 그 이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냈으며, 괜찮은 일자리의 요소로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노동의 보장과 지속성’, ‘사회보호’, ‘사회적 타협과 작업장 관계’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손지아, 박순미(2011)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노동’,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적절한 노동시간’,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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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관계’,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를 가지고 일자리의 질을 측정한 바 있다.
또한 문순영(2008)은 돌봄 노동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직업훈련’, ‘작업환경의 안정성’을 가지고 분석하였
으며, 최옥금(2006)은 3차, 5차, 7차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괜찮은 일자리의 개
념을 정의하고 실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괜찮은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적절한
임금’, ‘고용의 안정성’, ‘사회보장’으로 연구한 바 있다. 이성균(2009)은 중장년층의 고
용문제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복지혜택’, ‘사회보
험’을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측정하였다. 그밖에도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2009)에서 조사한 「사회적기업 종사자 노동실태 연구」 및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등의 보고서가 있다.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2009)에서 조사한 「사회적기업 종사자 노동실태 연구」는 전반적으로 69개 응답기관
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측면을
조사 및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
석」은 2007년에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이후 사회적기업의 3년 동안의 종
합적인 성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보고서는 사회적기업 육성현황, 성
과 분석, 고용구조 분석, 정책의 효과성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방
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강점이 있으나 이론에 근거하여 일자리 질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 외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에
관한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므로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Ⅲ. 분석방법 : 퍼지셋 이상형분석
1. 퍼지셋 이상형분석

본 논문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을
분석하고자 하고자 국내 사회적기업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안
한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적인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에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은 얼마나 근접하거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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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지 않은지를 분석하는데, 이를 위해 퍼지셋 이상형분석(Kvist, 1999)을 활용하고자
한다.
퍼지셋 이상형분석은 이론 및 연구자의 질적 지식에 근거하여 설정된 개념의 이상
형에, 현실세계의 경험적 자료가 얼마나 가깝거나 혹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념과 현실세계간의 간극에 대해 일종의 눈금매기기
(calibration)를 시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에서 ‘춥다’ 혹은 ‘덥다’의 개념을
온도의 정도(degree)에 대한 합의된 눈금(calibration)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자리의 질이 ‘괜찮다’ 혹은 ‘나쁘다’를 판단하기 위해 개념의 이상형을 설정하
고 눈금 매기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퍼지셋 이상형분석은 복지국가비교연구에
도 활발히 활용되는데(Kvist, 1999; 정의룡·양재진 2010; 김성욱, 김교성, 2011), 이론에
근거하여 이상형으로 설정한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현실세계의 복지국가들이 각 유형
에 어느 정도로 속해있거나 또는 속해있지 않은지 분석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방법론 중에서도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활용하는데 이 방법론
은 개념과 경험적 데이터의 결합에 유용하다. 즉, 이론 및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괜
찮은 일자리 질의 개념에 대해 논하고, 현실세계의 경험적 자료, 즉 한국의 사회적기
업 일자리의 질이 개념적 이상형과 얼마나 가깝거나 혹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분
석할 수 있다. 고전적인 집합이론을 이용하는 경우, 일자리의 질이 연구자가 설정한
이상적 일자리의 질에 완전히 일치하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분법적 구조를 사용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적기업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인지의 여부가 0
(속하지 않음 또는 없음) 또는 1(속함 또는 있음)인 결정적 방법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퍼지집합이론은 개념에 현실의 경험적 데이터가 ‘불확실하게’ 또는 ‘애매하게’ 속하거
나 속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퍼지이론(fuzzy theory)을 통해 1(참)
과 0(거짓)의 이분법적 고전적집합이론과 달리 어떠한 요소가 집합에 속하는 정량적
비율에 따라 속함과 속하지 않음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퍼지집합이
론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이 ‘괜찮은 일자리’ 개념에 속하거나 속하
지 않는 애매모호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데, 퍼지점수(Fuzzy-set membership
score)를 통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이 이념형(ideal type)에 얼마나 속하거나 속하
지 않았는지에 대해 소속점수를 매기는 방법이다.
퍼지셋 이상형분석은 본 연구에서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진다. 첫 번째는 ‘괜찮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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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라는 개념에 대해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자료를 결합하여 퍼지셋점수를 산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퍼지점수를 도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계적 수치들을 바탕으로 평균과 자료의
분포도를 살펴보고 분기점을 판단하는 경우(Lee, 2009), 경험적 자료를 표준화하는 방
법(정의룡, 양재진, 2010) 또는 이론적 논의에 상당히 의존하여 연구자가 판단에 따라
분기점을 설정하는 경우(Kvist, 1999) 등이 있다. 이러한 퍼지점수 도출 방법은 기존의
양적 연구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성 및 자의성이 상당히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
지만 이론의 적용 및 연구자의 정성적 접근법이 충분히 연구에 녹아들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어서 연구주제 및 대상에 따라 선호 된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국제노동기구가 제안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
시장 및 국제노동시장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결합하여 퍼지셋점수의 눈금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퍼지
셋 이상형분석은 수학의 집합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 소개념에 대한 일자리 분
석도 가능하지만 일자리 질에 대한 전체적인 퍼지점수도 도출할 수 있다. 각 소개념의
원자료(raw data)가 0부터 1까지의 퍼지 점수로 환산된 후에는 집합이론의 ‘곱하기/교
집합’와 ‘더하기/합집합’을 활용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여기서 교집합인 경우는 두 수 중 적은 퍼지점수를 택하게 되며, 합집합인 경우는 높
은 퍼지점수를 택하게 된다(Ragin, 2000).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는 우리나라 전반의 노동시장
일자리 질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퍼지점수로 환산하는 절차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퍼지 점수는 0과 1만이 존재하는 형태로서, 0은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에 대한 집합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음을, 1은 완전히 속해 있음을 말한다. 만일 세 개의 점수로 눈금
매기기를 한다면 1, 0 그리고 분기점(cross-over)인 0.5에 해당하는 점수를 지정할 수
있다. 퍼지점수를 좀 더 세분화하여 0과 1사이 3개의 분기점을 만든다면, 0.25는 ‘속해
있기 보다는 속해 있지 않은(more out than in)' 그리고 0.75는 ’속해 있지 않기보다는
속해 있는(more in than out)'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최영준, 2009).
본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에 대해 네 개로 구분된 퍼지점수 척도를 개발하였다.
다시 말해, 퍼지 점수 0이하(일자리 질이 나쁨), 0과 0.5 사이(일자리 질이 다소 나쁨),
0.5와 1 사이(일자리 질이 다소 괜찮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이상(일자리 질이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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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네 개의 구간이 구성될 수 있다. 각 구간별 구체적인 퍼지점수 환산 방법은
아래의 절에서 설명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 정의 및 이
를 근거로 개발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일자리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퍼지점수로 변환하고(calibration), 그 기준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을 분석한다.
2. 괜찮은 일자리의 퍼지점수(Fuzzy-set membership score)

본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을
분석한다. 먼저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안한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은 노동기회, 고용선택
의 자유, 생산적인 노동, 노동에서의 평등, 고용안전, 노동에서 인간 존엄성 등의 6가
지 요소로 구성되었는데,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앞서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지표화한 다양한 국제연구들
(Ghai, 2002; Bescond, 2003; Bonnet et al., 2003; Anker et al., 2002) 및 국내연구(최희
경, 2009; 손지아·박순미, 2011; 문순영, 2008; 최옥금, 2006; 이성균, 2009) 살펴보고 각
지표들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위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국내외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지표
들을 근거로 새롭게 다섯 가지의 지표영역을 설정하였는데, 1) 적절한 소득, 2) 적절한
근로시간, 3) 고용보장, 4) 양성평등, 5) 사회보장 등의 다섯 가지 영역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의 일자리 전반을 측
정하는 영역인 노동시장 안정성, 실업률, 연금 미가입자율, 비농업분의 고용률, 경제활
동참가율과 같은 고용의 기회 및 아동 미취학율 등과 같은 거시적 관점의 측정 지표
는 본 연구를 위한 측정지표로 적절하지 않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입장에서의 일자리 질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영역들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사업장
의 매출이나 이익구조와 같은 영역을 제외시키는 반면 현재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이
미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질을 측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영역인
임금 수준, 근로 시간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한국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대다수가 여
성, 고령자, 장애인과 같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하고 노동시간과 같은 일
자리 특성뿐만 아니라 고용에서의 양성평등의 측면도 포함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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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시한 일차적 분석을 통해 경험적 자료가 전무
한 영역은 제외시켰다. 예를 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및 노동조합의
역량에 관한 지표 등인데, 육아휴직제도 및 노동조합의 결성 등은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아 사용가능한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5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하
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현황에 대해 일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사회적기업 평균 임금 · 근로시간 · 고용형태 · 사회보장
측정항목
평균 시간당 임금
평균 근로시간
고용형태
임금수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 가입율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자리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5,139.7 원
38.8 시간
4,340명 (44.5%)
5,413명 (55.5%)
5,500원
4,779원
68.3%
70.0%
68.3%
71.1%
68.3%
71.1%
68.3%
70.0%

자료 : 고용노동부(2010),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과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2009)
의 「사회적기업 종사자 노동실태연구」

사회적기업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5,139.7원이며 남성의 평균 임금수준은 5,500원,
여성의 평균 임금수준은 4,779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균 근로시간은 38.8 시간, 사회적기업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이
4,340명, 비정규직이 5,413명으로 약 1,000명 정도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보장 측면으로 국민연금은 정규직이 68%, 비정규직이 70%, 건강보험은 정규
직이 68%, 비정규직이 71%,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68%, 비정규직이 71%, 그리고
산재보험은 정규직이 68.3%, 비정규직이 70%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과 함께일하는재
단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사회적기업 종사자 노동실태연구」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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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분석하였다. 퍼지셋의 점수 매기기는 연구자의 이론 및 연구대상에 대한
질적 지식에 근거하여 설정된 개념의 이상형에 현실세계의 연구대상이 얼마나 근접하
거나 근접하지 않았는가를 측정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술통계가 제공하는 정보
에서 더 나아가 관련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기술통계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와 퍼지점수가 제공하는 정보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통계는 ‘좋다’, ‘나쁘다’ 등 연구자의 질적 판단이 전혀 반영되지 않지만 퍼
지점수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등을 통해 얻은 질적 지식과 연구의 목적이 반영된 점수
라고 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적기
업의 일자리를 측정하고자 선택된 다섯 가지 영역에서의 ‘괜찮음’과 ‘나쁨’의 기준 역
시 국제지표, 국내지표, 데이터의 분포도, 이론 및 국내외의 노동시장의 일반현황과 사
회적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연구자가 판단하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퍼지점수
도출과정은 이론과 경험적 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자가 판단하는데, 이러한 퍼지점수
도출 방법은 기존의 양적 연구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성 및 자의성이 상당히 작용한다
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론의 적용 및 연구자의 정성적 접근법
이 충분히 연구에 녹아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agin(2000)은 퍼지점수 도출과정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경험적 데이터와 연구자의 질적 지식의 결합 가능성을 퍼지셋
방법의 장점이라고 다시 한 번 주장하며 퍼지점수의 변환과정(calibration)에 대한 연
구자의 판단과정을 충분히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퍼지점수
도출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은 각 항목별로 설명한다.
1) 적절한 소득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업의 조건은 임금 수준이며, 국제노동기
구 조약은 “기본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임금”을 근로여건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포함
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괜찮은 일자리의 질을 논함에 있어 적절한
소득 수준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일하는 재단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사
회적기업 종사자 노동실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
는 개선사항들 중 임금이 38%로 가장 높았고, 고용안정 20.5%, 복지제도 15.5%로 나
타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임금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함께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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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책연구원, 2009).
Anker 외(2002)는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혹은 최저임금수준을 부적절한 임금 수준이라고 제
안하였고, 기타 측정 지표로 각 직업군에서의 평균임금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평균임금, 법정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한 임금 수준에 대한 퍼지점수를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 수준은
2009년 기준으로 시간당 4,000원이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은 시간당 9,377
원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960천원)을 제시하였으나 사
회적기업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임
금 수준으로 환원하여 계산하였다.
<표 3> 시간당 임금수준 비교
시간당 임금수준

사회적기업 평균임금
5,139.7

법정 최저임금
4,000

(단위: 원)

우리나라 평균임금
9,377.9

자료 : 사회적기업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2010. 재구성. 법
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우리나라 평균임금은 통계청.

퍼지 점수 기준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열악한 임금수준의 기준으로 설정 할 수 있지
만, 얼마까지의 임금을 높은 임금 수준이라고 간주하여 퍼지점수 1을 설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판단이 상당히 개입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임금구조 및 임금분포도를
근거로 퍼지점수 1의 임금수준을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구조 및 각 임금에 따른 근로자 수의 분포도에 근거한 퍼지점수 변환방식
(calibration)을 이용하였는데, 우리나라 평균임금을 중간 값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저임
금인 4,000원과 평균임금수준인 9,377.9원 사이의 근로자의 분포도와 평균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을 합한 13,337원 사이의 근로자의 수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이에 근거하
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당 적절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퍼지점수 1에 대한 임
금수준을 13,400원으로 설정하였다. 즉,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4,000원 이하의 수준
일 경우 퍼지점수 0, 일반 기업의 평균임금인 9,377.9 원을 퍼지점수 0.5, 13,400원은 좋
은 임금 수준에 완전히 속함을 의미하는 퍼지점수 1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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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절한 근로시간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에서도 초과근로시간은 주로 신체적, 정
신적으로 해로울 수 있고, 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적절
한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가 특히 어려운 점은 장시간의 근로시간이 시간당 임금 수준
을 낮출 수 있는 반면 Anker 외(2002)는 초과근로와 단시간근로 사이의 적절한 노동
시간에 대한 지표로 법정근로시간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평균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 국제 근로시간 수준을 고려하여 퍼지점수를 도출하였다.
<표 4>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사회적기업 평균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38.8
40

(단위: 시간)

우리나라평균근로시간
42.3

자료 : 사회적기업 평균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2010.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은 통계청.

우리나라의 법정노동 시간은 주 40시간인 반면 실제 한국인의 평균근로시간은 42.3
시간이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법정노동 시간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
은 시간 노동을 한다. 국제적인 지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1,741시간인데 이것은 주당 33.5시간으로 한국인의 평균근로시간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주당 약 9시간 정도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
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로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 동안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정노동 시간보다도 긴 한국의 평균노
동시간을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의 질을 논하기는 부적절하다.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판단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노동시간에 대한 퍼지점수 변화를 위해 경
제협력개발기구 33.5시간 이하이면 퍼지점수 1,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퍼
지점수 0.5, 그리고 한국평균근로시간 42.3시간은 퍼지점수 0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3) 고용보장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에서 고용보장 개념은 고용된 직장에서 얼마나 안정
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직장을 잃게 된다는 것은 단지 즉각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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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경제수단의 상실이며,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제적
비용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준다.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에서 뿐만 아니
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에서도 고용보장은 중요한 요소로 논
의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에게 있어 고용보장이란 현재의 고용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고 고용주에 의해 강제적으로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
러한 고용보장의 정의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보다는 가능성에 가깝기 Anker 외
(2002)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고용률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로 고용보장을 측
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정규직․비정
규직 비율, 국제적 정규직․비정규직 수준을 고려하여 퍼지점수를 도출하였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의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통일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
제 근로자(part-time workers)의 비율과 단기계약제 근로자(temporary workers)의 비
율을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시간제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
함한 경제개발협력기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당 35시간 이하의 근무시간을 시간제
근로자로 정의한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
기구 15개국(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호주, 오스트
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의 2000년 이후 평균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15.27%이며, 단기계약제 근로자의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가 4%
에서 22% 사이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30%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
청에서 시간제 근로자와 단기계약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비율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총 5,754,000
명으로 전체노동자의 33.8%를 차지한다.
<표 5>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2009년)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4,340 (44.5)
5,413 (55.5)

(단위: 명, %)

우리나라 평균
10,725,000 (66.2)
5,754,000 (33.8)

자료 : 사회적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2010. 우리나라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은 통계청. *통계청 자료의 월간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평균값(189시간)을 4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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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55.5%로 다른 국가들의 시간제 근로자 비
율이나 단기계약제 근로자의 비율보다 현저히 높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과 비교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비정규직율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평균인 33.8%를 퍼지점수 0의 기준으로 결정하거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시간제근로자 또는 단기계약제 근로자의
비율을 퍼지점수 0의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비정규직율은 다른
기준들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퍼지점수가 0밖에 나올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비
정규직율을 통해 측정해본 사회적기업의 고용보장은 국제노동시장 혹은 국내노동시장
고용보장 기준으로 산출될 있는 퍼지점수 변환기준에 각각 근거하여도 모두 퍼지점수
0이 산출될 수 있다.
4) 양성평등

국제노동기구의 1951년 공평한 보상에 대한 조약(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No.100)은 노동에 대한 대가 및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해 언급하는데,
모든 노동자가 동일노동에 대해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공
평한 보수 및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양성평등은 임금뿐만 아니
라 고용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며 그 밖에 작업장에서
성추행 및 폭력에서의 노출과 같은 위험이 없어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의 ‘공정한 대
우’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절정도, 기업의 관리자
및 상위직위에서 여성의 비율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등이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활용하는데 이는 남
녀 고용률 차이의 수준을 넘어 남녀가 동등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서의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1999년에는 20%였
는데 2009년에 16%로 임금격차가 다소 감소되었다. 국가별로는 2009년에 헝가리가
4%로 가장 낮았고, 일본은 28%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30.9%로 일본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는 15%의 차이를 보이며 매
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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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성별임금격차
나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스웨덴
미국
OECD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2011)

<표 7>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사회적기업 시간당 임금수준
우리나라 시간당 임금수준

1999년
15
22
9
23
15
35
17
23
20

남
5,500
12,911.32

성별 임금 격차 (%)

여
4,779
8,926.86

2009년
12
20
13
22
4
28
15
20
16

(단위: 원, %)

성별임금격차
13.1
30.9

자료 : 사회적기업 시간당 임금수준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2010. 우리
나라 시간당 임금수준은 고용노동부(2010), '2009년 성별 고용평등지표'.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2,911원, 여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8,927원
이다. 성별 임금격차를 계산할 경우 30.9%로 경제개발기구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기구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되어 상당히 성별 임
금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기업은 남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
은 5,500원, 여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4,799원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
차는 13.1%로 우리나라의 성별에 따른 평균적 임금격차보다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앞
서 설명한 국제노동기구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조약에 따르면, 이상적인 노동시장에서
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의 공정한 대우에 대한 퍼지점
수 1은 성별임금격차가 0%인 경우로 설정하였고 경제개발국가들의 평균인 16%가 분
기점인 퍼지점수 0.5,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인 30.9%
는 퍼지점수 0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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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보장

대부분의 국가에는 질병, 노령 및 실업 등의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으나,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약 20% 정도의 노동자들만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
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ILO, 2001). 국제노동기구 헌장에도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이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1952년의 사회보장조약(Social Security Convention, No
152)에 구체적으로 9가지로 사회적 급여를 구분하여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의료, 질병,
실업, 노령, 산재, 가족수당 및 유족을 위한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별로 대상범위 및 급여 수준 등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국가에 의한 공적부
문과 시장 등의 사적 차원에서, 또는 두 영역의 혼합된 형태로 사회보장이 제공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비교해보면, 2010년 산재보험 가입률은 미국과 캐
나다의 경우 평균 약 70%, 서구유럽은 약 60%, 동유럽은 약 55%이다. 국민연금 가입
률의 경우 서구유럽은 평균 약 90%, 동유럽은 약 85%, 미국과 캐나다는 75%이다
(OECD State).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가입률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
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8> 사회보험 가입률 비교 (2009년)
사회적
정규직
비정규직
기업
전체근로자
우리나라 (특수형태제외)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제외)

국민연금
68.3
70.0
87.1
96.4
46.8

건강보험
68.3
71.1
87.4
96.6
49.7

고용보험
68.3
71.1
85.9
95.6
51.9

(단위: %)

산재보험
68.3
70.0
96.2
97.0
92.3

자료 :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2009), 「사회적기업 종사
자 노동실태연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통계청.

먼저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7.1%인데 그 중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96.4%로 가입률이 높아지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6.8%로 가입률이 현
격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율도 국민연금 가입율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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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이는데,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50% 내외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평균 가입률이 96.2%로 다른 사회
보험에 비해 높은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보험율도 92.3%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적 가입률에 비해 낮은 편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험가입률이 정규직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상적인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는 100%이기 때문에 괜찮은 일
자리의 사회보험을 측정하기 위한 퍼지점수 1의 기준은 가입률 100%로 하였다. 그리
고 각 사회보험의 퍼지점수 0.5에 해당하는 분기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평균적 가
입률로 정하였고, 퍼지점수 0은 각 보험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가입률로 설
정하였다. 즉, 퍼지점수 1점, 0.5점 그리고 0점에 해당하는 각 보험의 가입률은 국민연
금의 경우 각각 100%, 87.1%, 46.8%, 건강보험은 100%, 87.4%, 49.7%, 고용보험은
100%, 85.9%, 51.9%,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100%, 96.2%, 92.3%이다.

Ⅳ. 분석결과
본 연구는 한국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바탕으로 적절한 소득,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보장, 양성평등, 사회보장
등 총 5가지를 측정지표로 선정하여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먼저, 사회적기업의 소득수준을 임금분포도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0점, 우리
나라 일반 기업의 평균임금을 0.5점, 법정 최저임금과 일반 기업의 평균 임금을 합한
금액을 1점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퍼지점수 0.45점으로 일자리 질이 다소 나쁜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근로시간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을 0점, 법정
근로시간 이상을 0.5점,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근로시간 이하를 1점으로 설정하여 분
석한 결과 퍼지점수 0.64점으로 일자리 질이 다소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의 고용보장 정도는 최저 기준을 국내 노동시장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시간제근로자 또는 단기계약제 근로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해도 두 기준들에 비해 사회적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기 때
문에 퍼지점수 0점이 산출되어 일자리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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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측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0점, OECD 평균 성별 임
금격차를 0.5점, 성별격차 0%를 1점으로 설정하여 분석했을 때 퍼지점수 0.63점이 도
출되어 일자리 질이 다소 괜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보
장 측면에서는 4대 보험 각각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가입률을 0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평균 가입률을 0.5점, 가입률 100%를 1점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국민
연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0.2점, 비정규직은 0.22점, 건강보험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0.18점, 비정규직의 경우 0.21점, 고용보험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0.17점, 비정규
직 근로자의 경우, 0.21점이며, 산재보험의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 모두 0점
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질이 다소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을 퍼지셋 점수를 통해 평가하면, 근로시간과 성별
임금격차를 근거로 분석한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이 다소 좋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여성과 같은 근로취약층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된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2009년 기준으로 고용률을 비
교해 본 결과 사회적기업의 고용률에서 여성의 경우 18%, 55세 이상인 중·고령자의
경우 3.4%, 장애인의 경우 25.6%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여성, 중·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데 긍
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사회적기업 일자리 질의 퍼지셋 점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세부 항목
적절한 소득
적절한 근로시간
고용보장
양성평등
사회보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평가
일자리 질이 다소 나쁨
일자리 질이 다소 괜찮음
일자리 질이 나쁨
일자리 질이 다소 괜찮음
일자리 질이 다소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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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퍼지셋 점수
0.45
0.64
0
0.63
정규직 비정규직
0.2
0.22
0.18
0.21
0.17
0.2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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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소득 측면은 퍼지셋 점수가 0.45점으로 나타나 일자리의 질이 다소 나쁜 것
으로 평가되었고, 고용보장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
기 때문에 퍼지셋 점수 0점을 나타내며 일자리의 질이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
막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퍼지셋 점수는 4개 보험에서 대체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득수준, 고용보장 및 사회보
장으로,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중점적으로 보완시켜야
할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로 사회적 목적을 실
현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적절치 못한 임금을 제공하게 되면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떠나게 됨으로써 인적자본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로 전락하게 되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양질의 인력이 유입되
지 않아 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사회적기업에서 인적자본은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므로 인력손실은 곧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의 복지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기업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질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고용보장에 대한 퍼지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절반 이상
이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로 인해 근로자
들의 빈번한 이직과 직원변동 문제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사회적기업 일자리가 ‘불안정
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 할 위험이 크다.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직과 사직을 희망하는 비율을 감소시키고 기업 운영상에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은 사실 짧은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어, 위의 적절한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는 질적
연구를 통한 자발적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수집과 함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
고 무엇보다 사회보장에 대한 퍼지점수는 대체적으로 매우 낮아 사회보장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안한 괜찮은 일자리의 정의를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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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적절한 소득, 적절한 근로시간, 고용보장, 양성평등, 사회보
장 등 총 5가지를 측정지표로 한국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
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임금수
준, 고용보장 그리고 사회보장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
은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겠다.
임금수준의 경우, 현재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법정 최저임금을 약간 상
회하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노동시장 평균 임금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뚜렷한 존재목적을 가지지만 타
기업과의 경쟁구도에서는 이것이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해 사회적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용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임
금을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 지원마저도 예비 사회적기업 1년차엔
100%, 2년차엔 90%,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에 90%, 2년차에 80%, 3년차에 70%로 삭
감하며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후,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이
거나 폐업을 면치 못하는 실정에 직면하여 직접고용은 물론이거니와 임금지급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연차에 기반한 지원 방식대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개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자생력 검토를 철저히 실
시한 후,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고용형태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
는데,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이유는 법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허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급근로자의 정의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
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듯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정
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을 구분하는 조항이 없고 단순히 ‘유급근로자’ 라는 단어로 통칭
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에 제한이 없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 책정에
있어 사업자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취약계층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의 정규직 고용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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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
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2010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을 시행해오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적기업
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자
원봉사자와 같이 유급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대부분의 근로자가 유급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보여 진다.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 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파견 형태의 근로자들은 사회보험료
지원 적용제외 대상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대표자․임원․대표
의 직계존비속,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여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는 기관, 고용촉진지원금과 같은 사회보험료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기관은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여 제외된다. 특히 자활사업 및 장애
인 근로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사회보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더욱더 빈곤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더더욱 노동취약계층에게는 필수
적이다.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노동취약계층인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위에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전반의 일자리 질을 논
의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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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ng the Quality of Work in Korean Social Enterprises
- An application of fuzzy-set ideal type approach Kim, Bo-Ram* ․ Moon, Eun-Ha** ․ Lee, Sophia Seung-Yoon***
The discussion on social enterprises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gaining
much attention as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is increasing. While there has
been a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focusing on the quantity,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quality of work at these social enterprises.
Some criticize social enterprises arguing that the work are becoming low paid
and/or short-term employment and accordingly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in
providing alternative jobs in the labor market has been questioned.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quality of work at Korean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
concept of ‘Decent work' sugges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ith
a fuzzy-set ideal-type approach. First the aspect of ‘Decent working hours' is
suggested positively. Also considering the average gender wage gap between
different genders in Korean social enterprises is fairly good. However, the
evaluation exploiting the fuzzy-set ideal type approach suggested that the quality of
work at Korean social enterprises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 wage level,
employment security and the social protection in order to provide a ‘Decent work'
at the Korean social enterprises.
Keyword : Korean social enterprises, Decent work, quality of work, fuzzy-set ideal
type approach, precarious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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