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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사회와 기업복지 선진국의 기업사회 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양쪽
모두 기업복지를 기업의 이윤창출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보고 있고, 전망 또한 밝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거기서 그친다. 기업복지
선진국의 활성화추세는 기업복지 본래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기인한다고
보여 지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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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치 못하고 표류하는 징후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고 “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기
업이윤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1995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체계적인 연
구가 가장 대표적인 지적이다.
한국기업복지제도의 이러한 기능장애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업복지의 바탕이 되는 이론과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를 심층적으로 분
석한 결과, 보완성, 효율성, 전문성, 효과성이 기업복지제도의 본질적인 특성 요인
으로 도출 되었다.

도출된 4가지 특성 요인을 분석의 준거 틀(analytical

framework)로 하여 그것을 다시 기업복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대입
하여 그 신빙성을 확인하고, 같은 요인을 분석의 기제로 삼아 한국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현재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기업복지 본래의 목적인 임
금과 공공복지에 대한 보완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경제 효율
성면에서는 특히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측면에서의 전문성은 한국기업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교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낙후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기업복지와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직결되는
효과성측면에서도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구태를 벋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복지가 이러한 문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지향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적 사회복지 상담프로그램인 종업원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와 선택적 기업복지제도(cafeteria plan)를 제시하였
다. 전자는 주로 기업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고 후자는 보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진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도입과 운영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나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현재로선 이 두 제도가 유일한 대안이 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기업복지, 복지 자본주의, 산업성취수행형 모형, 선택적 기업복지제
도, 종업원지원 프로그램

Ⅰ. 문제의 제기
지난 반세기동안의 한국경제의 성장은 발전이라고 부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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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 독일의 라인 강의 기적처럼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영
국에서 18세기 중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정치, 경제 및 사

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2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산업사회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정보화 사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1960년대 초반에 산업화를 본격
적으로 시작하여 반세기보다 짧은 산업화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은 정보화
사회에 뒤질세라 첨단을 치고 나가고 있다. 해방 혹은 한국전쟁 후와 현재의 경
제상황을 비교하면 기적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67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1만6291달러로 243배 늘었고
도시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963년 5,990원에서 2005년 325만원으로 543배 증가
하였다.1) 이렇듯 뒤늦게 산업화를 시작하였으나 정보화과정은 구미선진국에 결
코 뒤지지 않은 괄목할만한 속도의 발전을 압축성장이라 하여 후발국의 부러움
을 사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예외 없이 압축성장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왔다. 갑
자기 불어 닥친 세계화(globalization)에 편승해서 한국사회를 맹타한 IMF 외환
위기가 그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구조, 경제·사회의 양극화 현
상 등 급격한 발전의 충격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
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압축 성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쉽지는 않지만, 극
복해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으나, 반면에 한국기업복지제도는 압축성장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낙후 되어있는 조짐이 역력하다.
한국기업복지제도의 역사는 산업화과정이 시작된 196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근로자에게 제공되었던 낮은 임금과

사회보험제도가 거의

전무했던 1970년대 후반까지 기업복지는 근로자생계에 필수불가결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임금만 으로는 근로자의 의식주 및 건강의 기본적인 생계를 충족시
킬 수 없던 상황에서 사택, 기숙사, 식당, 의료시설 등의 기업복지제도는 제한적
이고 간헐적으로 수립되어온 공공복지의 미흡함과 틈새를 메워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짧았던 산업화과정을 서서히 뒤로하며 탈산업사회 혹은 정보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근로자의 근본적인 관심이 생계유
지의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차원으로 옮겨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근로자
의 기업복지에 대한 관심 역시 생계 보조적 성격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고차원적이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나 현실은
1) 김찬희, “ 광복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변했나?”, 국민일보, 2006.8.15,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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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대와는 전혀 딴 판이다. 기업복지의 매우 낙후된 현상은 <표1>에서 잘 나
타나고 있다(김의명 ,1998:79).
< 표 1 > 한국과 서구의 기업복지제도 비교
한국기업복지제도 1994년

직무관련

영미기업복지제도
1800～1880년

경조금, 건강검진, 중식 대, 피복비,

건강검진, 중식 대, 피복비,

유류 대, 학자금융자, 통근 버스, 사택

통근버스, 기숙사, 사택,

기숙사, 사보발간 비용, 주택 자금 대여

사보발행, 생활자금대여,

생활자금대여, 자사제품 할 인, 당직 비

자녀학자금 보조, 직업 훈련,

금융공제제도, 휴가포상 ...

병가 수당, 근로자 상담..

식당, 의료시설, 오락실, 휴게실, 목욕탕, 식당, 의료시설, 오락실,
시설관련

샤워장, 체육시설, 운동장,

샤워장, 운동장, 도서실,

도서실, 휴양시설, 탁아 실, 소비조합

소비조합, 탁아시설...

자료 1)한국노동 연구원, 1995 : 54-55

2)Carter, 1977 : 8-10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기업의 구조와 경영체계 등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고 있지만 기업복지제도는 선진국의 산업화과정의 초·
중기에 너무도 흡사 한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장에 자세히
서술되겠지만, 한국기업복지가 기업복지의 주된 기능인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업
의 이윤창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필수적
인 기능인 사회통합에는 크게 역행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노동비용
에 큰 몫( 일반적으로 20% ~ 30% )을 차지하는 기업복지가 본래의 기능을 적
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기업복
지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져온 추세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복지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30인 이상의 기업에서 임
금총액은 연 평균 5.4배 증가한데 비해 기업복지 비용은 7.1배나 증가하였다.
1987년 전체 노동비용 중 임금이 83.9%를 차지하고 기업복지는 15.9%였으나,
2001년에는 임금이 69.1%이고 기업복지는 30.7%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기업복
지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음이 한 눈에 나타난 다. 국제비교수치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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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공공복지 대 민간복지 지출의 비율이 스웨덴의 경우 91.4 : 8.6이고, 미국
은 64.3 : 35.9 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50.7 : 49.3 으로서 국제비교에서도 한
국 산업사회에서 기업복지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복지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2003년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증가한다는 예측이
67.9%, 불변이 25.4% 에 비해 감소한 다는 예상은 3.7%이며 대기업의 경우
75%가 증가를 예측한 반면 3.95%만이 감소를 예상하였다(김정한 ,2004:1). 기업
복지를 이끌어가는 것이 거의 예외 없이 대기업 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기업복지
의 전망은 매우 밝아 보인다.
이렇듯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기업복지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발전의 전망까지 높다는 것은 기업복지가 현재의 상
태로 존속된다면 한국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기업복지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새로
운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 이 한국기업복지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복지
발전에 필연적인 과제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기업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분석하는

기제

(mechanism), 이른바 분석의 틀(analytical framework)을, 기업복지의 정의, 이
론적 모형 및 발전역사를 면밀히 분석함을 통해 도출하고, 둘째, 도출된 요인으
로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의 기업복지 활성화 현상을 분석하며, 셋째, 같은 요인
을 분석의 준거 틀로 삼아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제도의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며, 넷째 ,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발전의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업복지제도의 분석의 틀
( Analytical Framework )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광의로 정의하면 산업복지라 한다.

산업복지란 제공주체로는 국가, 기업, 노동조합,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관련 용
역회사가 있고, 대상으로는 근로자와 그의 가족이며, 제공되는 급부로는 금전적
혜택(benefits), 서비스 및 시설 등이 있으며, 제공 목적으로는 근로자의 직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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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의 증진, 만족스러운 가정환경과 지역사회의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을 의미한다.2) 협의의 정의로는 수혜대상, 제공되는 급부 및 제공 목적은 광의
의 정의와 동일하나 다만, 제공주체가 기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기업복지라 불리
운다.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분류방법으로

법정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와 기업이 제공하는 법정 외 복지(기업복지)를 들 수 있다. 학자에 따라 기
업복지의 개념을 폭 넓게 사용하여 배무기, 김대모, 노동부, 박 세일, Clerc 등은
법정복지와 법정 외 복지를 합하여 기업복지라 통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 재
현, 최종태, 박상균, 김의명, 사구찌, Zoeteweij, Pearson, U. N 등은 사용자가 제
공하는 법정 외 복지만을 기업복지라고 부르기도 한다.3) 법정복지와 법정 외 복
지는 제공 대상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급부의 범위도 다르며, 제공
목적 역시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크고, 제공주체는 확연히 다르므로 법정복지와
법정 외 복지를 하나의 테두리로 다루는 것은 분류 및 분석의 기본을 벋어난다
고 여겨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업복지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게 제
공하는 복지라고 한정한다.
선진 기업복지프로그램이나 한국 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의 틀
로 보완성, 효율성, 전문성, 효과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네 가지
요인 모두가 기업복지의 본질적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보완성이란 기업복
지가 공공복지를 보완하는 민간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고, 생계유지의 1차적인
수단인 임금을 보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성격으로서 기업복지
의 정의에 잘 나타나있다. 효율성은 기업에서 복지제도를 통해 기업이윤의 극대
화를 추구하는 현상의 바탕으로 기업복지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며 기업복지제도
의 경제적인 성격을 대변한다. 효율성은 투입( input )에 대비하여

산출(

output )의 비율을 말하며 비용효과(cost effectiveness)의 극대화로서 구체화 되
는데, 비용효과란 최소비용을 요하는 대안의 선택이나, 불필요한 비용의 최소화
등을 통해 얻어진다. 전문성은 자선/구호사업의 성격으로 시작된 사회복지가 과
학적이고 전문화된 학문으로 정립되었듯이, 기업복지 역시 초기의 자선적이고
비과학적인 성격이 소멸되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접근방법으로 새로 태어난 근

2) K. N. Vaid, Labour Welfare in India, New India Press, 1970, p.15.
3) 법정복지의 제공자는 국가, 대상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이고 , 급부는 현금인데 반해 법정
외 복지의 제공자는 사용자, 혹은 노동조합이고 대상은 법정복지와 유사하나 급부는 혜택,
서비스, 현물, 시설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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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기업복지자체의 성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성은 기업복지제도의 사
회복지 적인

성격을 의미하며 사회효과(social effectiveness)로서 실체화된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비용효과가 이윤창출에 주안점을 두는데 비해, 효과성을 추
구하는 사회효과는 사회통합 또는 근로의욕 고취 등을 통해 사회복지효과를 높
이는데 역점이 주어진다.

1. 보완성
사회과학대사전에 수록된 기업복지의 정의는 “ 기업주가 제공하는 자발적인
복지급부로서 법으로 정한 것, 생산에 필요해서 제공되는 것 , 관행으로 제공되
어온 것 이상( over and above )의 것으로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거나 근
로자의 문화 및 일상생활에 관계되어 주어지는 것 ”이다(H. S .Pearson,
1935:395). 기업복지의 정의가 기업복지의 보완성에 대해 시 사 하는 바를 두 가
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업복지가 공공복지를 보완한다는 점이다. 기
업복지는 기업주의 자발적인 의사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민간복지의 전형적인 성
격을 띠고 있다. 공공복지(사회보험)제도는 복지국가의 근간으로 국가가 국민에
게(사회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그의 가족)최저생활(national minimum)을 보장하
는 책임을 의미하며 복지는 국민의 권리로서 인식된다. 반면에 기업주가 자발적
으로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급부 이상의 것을 제공함
을 통해 공공복지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Beveridge의
복지국가의 성격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의 책
임을 역설하면서 국가의 우선순위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 그는 “ 국가는 어떤
국민이 케이크와 서커스를 즐기기 전에 모든 국민에게 빵과 건강을 보장해주어
야 한다.” 고 주장했다.4) 여기서 빵과 건강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공공복
지를 말하고 케이크와 서커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나 필수적인 것은
아닌 기업복지 등의 민간 복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보완성은 임금과 기업복지간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임금이 근
로자의 생계유지 및 기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수
단이라면 기업복지는 임금 이외(이상)의 삶의 질 향상 혹은 우발적인 재난으로
부터 보호하는 복지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래서 임금은 현금에 한정되
4) Vic George & Paul Wilding, Ideology and Social Welfare, Routledge & Kegan Paul,
1976,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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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기업복지는 서비스, 혜택, 시설 등의 다양한 급부가 포함되고 ,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신속히 제공되는데 반해 기업복지는 미래의 필요한 시점을 대비
하는 성격도 띠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기업복지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
데 기업복지를 " 부가급부( fringe benefits ) "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복지의 임
금에 대한 보완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D. J. Robertson, 1965:18).

2. 효율성
기업복지제도의 으뜸가는 성격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기업
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기업복지를 통해 생산성향상을 이룩하고 그것
은 기업의 이유창출과 직결된다. 기업복지가 처음 도입되었던 1800년대 초반에
기업복지의 선구자인 영국의 Owen이나 불란서의 Leclaire 등은 인도주의, 기독
교적 박애주의 혹은 봉건주의 시대의 잔재인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기업복지를
실시하였다. 초기에는 자본과 권력을 지닌 지배계층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
는 노동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로 시작되었으나,5) 1800년대 중·후반 이후 산
업화과정이 고도로 발전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업복지 역시 확산되면서 기업
복지제도의 생산성 향상 기능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기업복지가 이윤창출의 중
요한 방법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기업복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확산되는
1800년대 후반부터 기업복지가 “ 복지자본주의( welfare capitalism )"의 형태로
서 이윤추구를 꾀하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경영방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업복
지는 확산일로에 접어들었다(Neil Gilbert, 1983:3). 미국의 대기업주인 패터슨의
‘It pays." 즉, "기업복지는 투자한 이상의 이익을 가져오며, 복지비용 대비 이익
의 실제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란 주장은 초기 기업복지의 급격한 팽창을 단적
으로 설명해 주는 의미 있는 슬로건이었다.
기업복지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기업복지의 이
론적 모형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사회복지의 분류과정에서 기업복지의 이론적
모형을 처음 제시한 Titmuss는 사회복지의 모형B인 산업성취수행형 모형
(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을 기업복지의 이론적 근거로 제
시하고 있다(Richard Titmuss, 1974:29). 산업성취수행형 모형이란 경제의 부속
물로서 사용되는 사회복지제도로서, 사회적배분의 기준으로 개인의 욕구(need)

5)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Vol, XV, pp.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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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개인의 능력, 재능, 생산성 및 생산량을 들고 있다. 이모형은 사회복지
의 3가지 모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동기유발, 성취 및 대가원칙, 집단적 충
성 등의 사회복지논리가 아닌 경제 및 심리학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이모형은 사회복지의 하나의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시녀
적 모형(Handmaiden Model)이라고 Titmuss는 명명하였다(Richard Titmuss,
1974:30).

3. 전문성(과학화)
< 표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의 기업복지제도는 부족한 임금과 미흡한 사
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생계 보조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으나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까지 전통적 기업복지제도가 몰락하고 2차세계대전후 새로운 모습으로
산업사회에 다시 등장하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업복지 프로그램이 기업복
지제도에 근간을 이루었다. 미국의 경우, 1923년 Mayo의 Hawthone 실험을 바
탕으로 수립된 인간관계이론을 기초로 하여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인 술 중독
해소 프로그램(OAP)를 필두로 하여 정신건강 프로그램(OMHP)등이 1940년 이
후 중요한 기업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근로자의 문제를 개별적으
로 다루는 접근방법은 그 한계를 드러내어 1970년대부터는 근로자의 개인적·정
신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접근방법(broad brush approach)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그래서 근로자의 가정, 부부간의 불화문제, 정신질환, 정서불안, 육체
적 질병, 직무에 관한 불만, 재정관리 문제, 법률문제, 도박 및 술, 마약중독 등
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업원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이 등장하게 되었고,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예방기능에 주안
점을 두고 전체적인 건강개념(holistic health concept)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종
업원 증진 프로그램(EEP)이 등장하였다. 종업원 증진 프로그램(EEP)은 흡연문
제, 비만, 일중독 등의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의 형태를 이룩함
을 통해 제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
고 21세기를 풍미할 새로운 기업복지 전문프로그램으로 주목 받고 있다Donald
Myer, 1988:11). 이러한 전문적 기업복지프로그램이 기업복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전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개인적·정신적
문제해결에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
러한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천문학적인 손비절감효과가 기업의 이윤추구에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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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의 전문성 평
가부분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4. 효과성
기업복지가 일방적인 시혜의 성격으로 시작했으나 점차적으로 인사관리의 방법
으로서 생산성향상의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선 기업복지의 수혜자인 근로자의 기
업복지에 대한 태도가 열쇠를 쥐고 있다. 기업복지가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는
중간변수로 Shamir과 Bargal은 기업복지로 인한 작업만족도 향상, 근로의욕 고
취, 조직에 대한 결속력강화를 들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기업복지에 대한 근로자의 호의적 태도가 중요한 변수인데 초기의 일방적인 시
혜로서의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였다. 1920년대 후반 기업
복지가 퇴조했던 이유로 경제공황, 기업복지 선구자의 죽음 , 과학적 경영방법의
출현 등의 요인이 있으나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반대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I. Carter, 1977:7-11). 기업복지를 누리는 수혜자 자신들이 기업복지를
반대한다면 기업복지의 많은 돈을 들여도 기업복지의 이윤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반대했던 이유는 개괄적으로는 기업복지의 일방
적인 시혜 혹은 특전의 성격이었고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호의를 베풀음을
통해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것은 노동운동에 우회적인 탄압으로 실체화되었
기 때문이었다. 2차 대전 후 기업복지가 다시 부흥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노
동조합이 기업복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에서 긍정적으로 선회했기 때문이었
고, 기업복지를 노동삼권중 하나인 단체교섭제도를 통해 쟁취할 수 있음에 기인
한다. 즉, 기업복지를 특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로 받아 내는 것이고 이것은 기업복지의 중심축이 제공
자(기업주)중심에서 수혜자(근로자)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
우에 기업복지가 본래 의도한 효과(이윤창출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를 충분
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자인 근로자가 원하는,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
는, 특전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기업복지만이 기업복지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요인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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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 분석
복지의 최첨단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는 공공복지의 괄
목한 만한 발전으로 인해 기업복지는 극히 주변적인 역할로 축소되었으나, 영국
이나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는 기업복지가 공공복지를 보완하는 의미 있는 역할
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기업복지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왔다.
그러 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업복지가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복지 중심 형 국가로 인식되어있어 1994년 근로자 총 급여
(total compensation)중 법정복지(사회보험)가 7.4%를 점유한 반면 기업복지 비
용은 9.2%로 법정복지비를 크게 상회하였고, 사회지출 총액의 30%이상을 기업
주가 기업복지로 제공하였다(김정한, 2004:55). 또한, 500대 기업 중 75%가 기업
복지의

발전된

형태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인

종업원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있고, 1990년대 근로자의 36%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Stuart Feldman, 1992:115), 1980년대 이후 급부상한 선택적 기업
복지프로그램(cafeteria plan)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1990년에는 Fortune지에
포함된

500대 기업 중 75%에 달하고 있다(김정한, 2004:56). 일본의 경우 1910

년 이후 기업복지는 종신고용, 기업별노조, 연공서열제와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
현상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고도 성장기
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70년대의 국가복지의 발전의 노력들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 개혁의 맥락에서 축소되면서, 기업복지는 한층 더
강조되었다. 예컨대, “ 일본 형 사회복지 ” 에 대한 국가의 강조에 발맞추어 기
업역시 노동자의 입사에서 퇴사 내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염두에 둔
이른바 “ 생애종합 복지계획 ”을 복지의 근간으로 도입하였다(김정한, 2004:82).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기업복지 본래의 기능을 적절
히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한국 산업계에서 중요한 위치와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
지만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의 꾸준한 발전상황을 한국의 경우같이 “ 사상누각
” 에 비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를 기업복지의 특성을
통해 분석해보면 쉽게 판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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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성
기업복지의 태동기인 1800년대 초· 중반, 기업복지 선진국 특히, 영국에서 시
작된 기업복지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부족한 임금과 기본적인 근
로조건에도 못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
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복지제도는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생계 보조
적 성격을 띤 급부가 주종을 이루었다. 특히 1844년 공장법이 통과되고 1847년
에 10시간 근로 법령이 통과된 이후에는 작업환경의 개선보다는 식당, 기숙사,
기숙사, 피복비 지급 등 의식주에 관련된 혜택, 시설, 서비스가 강화되어 기업복
지는 낮은 임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담당하여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I. Carter, 1977:8).
기업복지는 또한 미흡한 사회복지제도를 보완 하기위한 기제로도 사용되었다.
기업복지의 생성되던 시기는 1601년 제정된 구빈법이 지배하던 시기로서 노동력
이 없는 빈민(the deserving poor)에 비해 노동력 있는 빈민(the undeserving
poor) 은 “ 도움받기에 마땅치 안 은자” 라 불리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비인간
적인 대우를 받았다. 구빈법은 노동력이 없는 빈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었기
에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에 걸쳐 수립되어진 사회보험제도가 출현하기까지
실직, 질병, 산업재해, 및 정년퇴직 등의 근로 중단으로부터 야기되는 빈곤에 근
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받기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며 가족부
양을 게을리 하는 자로 낙인 찍혀 구빈원에 수감되었고, 이러한 사태는 1834년
신 구빈법으로 개정된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이렇듯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
회보험제도가 출현하기 까지 기업복지제도는 공공복지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중
요한 복지체계로 자리 잡았다.
기업복지제도의 임금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은 기업복지의 재생기인 1940년대
이 후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1700년대 중·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1800년대 유럽대륙과 북미대륙으로 확산되면서 산업화는 급진적인
팽창을 거듭하다 1920년대부터 가시화된 불황이 1929년 세계 경제대공황으로 이
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경제는 호
황기에 접어들게 되고 1950년대 이후 구미제국은 전무후무의 풍요시대를 맞이하
게 되었다.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상승하여 근로자의 생계유지는 임금만 가지고
도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 역시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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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어 대폭 탈바꿈하게 되었다. 미국에 경우, 1900년대 초반까지의 생계위주
의 기업복지제도가 삶의 질 향상 위주의 기업복지제도로 전환되었다. 1985년 미
국의 기업복지제도에서 휴가, 여행, 여가 및 기타서비스가 전체 기업복지 지출의
46%를 차지하였고(U. S Chamber of Commerce, Employee Benefits, 1987:9).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복지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보완적 성격은 기업복지의 재생기인 1940년
이후부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기업복지제도가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형태로
점차적으로 전환되었다. 기업복지제도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은
대체로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사회보험제도에 생략된 부분을 채우는
형태로 의료보험, 질병 및 사고보험과 치과보험이 이에 속하고, 둘째는 사회보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조하는 형태로 실업보험 보조혜택(Supplementary
Unemployment Benefit)이 이 경우 에 속하며, 셋째로는 사회보험제도가 제공하
는 혜택의 양에 따라 기업복지제도의 혜택의 정도도 연동 적으로 변하는 관계이
다.6) 예컨대, 기업이 제공하는 실업보험 보조혜택의 보조금은 실업보험의 지급
액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실업보험금이 감소하면 실업보험 보
조혜택 지급액은 증가한다. 이와 같이, 공공복지제도와 기업복지제도의 관계는
공공복지제도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면 기업복지는 그에 맞춰 채우거나, 추가
로 지원하는 상호보완적인 형태를 띤다. 실제로 미국의 대기업의 72%, 주/지방
정부의

93%가 공공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기업연금을 도입하고 있고, 그 비용

은 전체 기업복지 비용의 17%에 달한다. 공공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은 매우 중요한 기업복지제도로서 대기업의 82%, 주/지방정부의 90%가
건강(의료)보험을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 비용 역시 전체 기업복지비용
의 33%를 차지하여 근로자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김정한,
2004:20). 이와 같이, 미국의 기업복지제도는 임금과 공공복지제도에 대해 적절
하고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기업복지제도가 미국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 요인이라고 보여 진다.

6) Lawrence Root, Fringe Benefits, Sage, 1982,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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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성
기업복지제도의 효율성은 그 제도의 이윤창출기능에서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조직의 목적이 이윤추구이기에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인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까지도 기업조직이 제공하는 경우 이윤창
출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의 이윤추구 기능은 1970년 대
이후에 들어 본격적으로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기업복지를 종합적 보상체계
(total compensation system)에 포함시켜 다루는 추세가 바로 그것이다. 기업복
지비용을 종래에는 일반경비로 인식하였으나 근래에는 기업복지비용을 임금 혹
은 수당으로 인식하여 임금제도의 성과주의가 기업복지에도 접목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 및 독일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 과거에는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 제고가 기업복지의 으뜸가는 목표였으나 , 독일의 경우, 기
업복지의 으뜸가는 목표가 업무 의욕 제고로 조사되었다.7) 기업복지를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제공하여 근로의욕 고취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현상은 여태까지는
생산성 향상의 경제적 목표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의 사회(복지)적인 목표가
양대 축을 이루었으나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목표의 비중이 사회적인 목표의 비
중을 크게 압도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기업복지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은 전문적 기업복지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종업원지원 프로그램(EAP)은 작업장내의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
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업복지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조사는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체계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연구조사는 미국
의 McDonnell Douglas 회사의 조사이다. 25,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EAP의
전과 후를 비교해서 4년간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에 투자한 액수의 4배에 달하는
(손비절감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영 잡지가 50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EAP를 통해 상병수당이 33%감소했고, 직
무와 관련된 사고가 65% 줄었으며, 산재보상금 청구가 30%적어졌고, 결근율이
66%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용절감과 직결되어, 술과 마약중독 프로그램으
로 인해 일인당 의료비가 $7,150 감소하고 가족의료비가 $8,762 감소하였다. 미
국 전체로 보면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경제적 효율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다. 근로자협조프로그램 전문가협회(EAPA)에 의하면 1990년 미국기업이 EAP에

7) 김 강식, “ 기업복지 진단 프로세스의 이해, 법인 컨설턴트 연구과정, 교보생명, 2000.

- 82 -

선진 기업복지프로그램이 한국 기업복지제도에 제시하는 대안에 관한 연구

1조 1172억 원($7억9800만)을 투자하여 5조 3천억($39억)원의 손비절감효과를
얻어서 약 5배가량의 투자이익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Feldman, 1992:71). 이와
같이 기업복지 선진국, 특히 미국 및 일본의 기업복지가 역사 속에서 부침과 위
기를 극복하고 제3의 복지제도로 튼튼히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도 기업복지의 생산성향상을 통한 이윤창출의 기능이다. 기업의 존재목적이 이
윤추구이고 그러한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주체가 기업주일진대 기업주가 자
발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복지의 이윤추구 및 창출이 가장 으뜸가는 기능이란 것
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성(과학화)
선진산업국의 기업복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요인은 기업복지프
로그램의 과학화 과정이었다. 20세기 초반까지 선진산업국에서 풍미하던 기업복
지가 불과 10여년의 기간 동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번한 위기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기업복지가 과학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업복지 퇴조의 결정적인 요인인 “ 과학적 경영방법 " 의 출현으로 인한 퇴진
이었다. 과학적 경영방법이 직접적이고, 체계적이며 , 과학적이고 때로는 냉혹했
던 반면 기업복지는 간접적이고, 비체계적이며, 비과학적이고, 온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거울로 삼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서의
기업복지프로그램이 1940년대 태동하였으니 그것은 이른바 사회복지 전문상담프
로그램의 출현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1923년의 Mayo의 Hawthone 실험을 토
대로 1940년대에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인 술 중독해소프로그램(OAP)과 정신건
강프로그램(OMHP)의 출현으로 양대 흐름으로 발전하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한 종업원지원 프로그램(EAP)으로 발전하였고,
1980년대에는 문제예방에 역점을 두는 종업원 증진프로그램(EEP)으로 변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업복지의 전문화 추세는 기업복지제도의 재생기인 1940년대 중반 훨씬 이전
부터 시작되었다. 산업화 과정이 점차 높은 단계로 진전되면서 숙련공 중심의
중·소규모의 산업조직이 기계화, 자동화의 추세 속에서 대형화 되어가고 그에
따른 대규모의 미숙련 근로자들이 취업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미숙련 근로자들
은 농촌을 떠나온 도시빈민으로서 직업훈련은 물론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적응 훈련이 필요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세계 각처에서 몰

- 83 -

福祉行政論叢(第17輯 第1券)

려든 이민자 출신의 근로자를 산업조직의 틀에 적응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기업복지제도를 필요로 하였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러한 상황
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복지부(welfare department)를 설치하여
서 1914년 영국에서는 20여개 기업에서 복지부를 설치하였고, 동시에 많은 기업
에서는 기업복지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복지전담직원(welfare secretary, welfare
agent, social secretary..)을 앞을 다투어 채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교육적인 배경을 가진 자들로서 복지관련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정한
훈련을 받았다. 1920년대에 미국의 일부 기업에서는 뉴욕 사회사업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인력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890년 까지 기업복
지가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발달된 남부지역의 300개의 공장 중 20%가 기
업복지 전담직원을 고용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폭 확
산되었다.(우재현, 2001:123). 1916년 영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여성과 어린이
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은 복지전담직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통과되었고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복지전담직원을

산업

사회

복지

사

(industrial social worker)라고 부르며 면허를 소지한 전문 직종으로 분류했으며,
이런 추세는 불란서, 독일, 네델란드, 페루, 인디아까지 확산되었다. 그 시절에는
가장 많은 사회복지사가 취업한 분야가 바로 기업 이었다(Carter, 1977:7). 기업
복지의 체계화·전문화 과정이 늦게 도입된 일본에서는 1965년 일경연이 발표한
“ 복리후생 합리화의 기본방향 ”에 이전까지 기업복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생계보조적인 성격의 기업복지프로그램을 근로자의 생활설계 및 재산형성에 초
점을 둔 프로그램과 인간 관리론에 기초한 효율적·합리적 기업복지로 전환 한다
“ 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의명, 1999:36). 이와 같이 기업복지제도가 기업복지선
진국 내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발전해 올 수 있던 것은 기업복지에 대한 꾸준
한 혁신과 발전의 노력이 있었고 기업복지의 전문화(과학화)과정은 그 중 핵심
적인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 효과성
기업복지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는 2가지 요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
나는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권리라는 복지수혜자의 권리의식이요, 또 하나는 제
공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기업복지이다. 기업복지는, 그 정의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듯이 법이나, 관행이나, 생산적 필요성을 뛰어넘는 기업주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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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공으로 시작했고 이러한 성격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전성기를 구가
하던 기업복지가 1920년대 후반 퇴조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여러 이유 중 가
장 결정적인 원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과학적 경영방법의 출현과 노동조
합의 반대이다. 노동조합의 반대에는 여러 구체적인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요
인은 기업복지를 일방적인 시혜(특전)로 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
되어 기업복지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Carter,
1977:7-11). 그 후 기업복지에 대한 근로자(노동조합)의 권리의식은 역으로 작용
하였다. 기업복지가 시혜적 급부이기에 반대하였지만 기업복지를 근로자의 권리
로 받게 된다면 기업복지는 근로자에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해
결을 돕는다는 면에서 무척 매력적이었다.
2차 세계대전 후, 특히 미국에서, 기업복지는 재생 기를 맡게 되는데 여러 가
지 요인 중 으뜸가는 요인을 꼽으라면 그것은 원론적으로 권리로서의 기업복지
의 쟁취요 ,구체적으로는 단체 교섭제도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은
노사 간에 협상에 따라 이루어지며, 단체교섭을 통해 얻어진 것은 노사 간에 대
등한 입장의 협상과정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투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과
같은 것이었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노동조합)의 권리(노동3권) 중 하나요 노동
조합으로서는 그 권리에 기업복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다. 실제로 미국
의 노동조합은 1940년대 초반부터 기업복지를 단체교섭 협상테이블의 토의대상
으로 올려놓고자 노력하였고 그런 노력은 결실을 맺어 1948년 전국노동관계위원
회(NLRB)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임금협상 과정 속에 기업복지인 연금제도
를 포함시켰는데 그것은 1949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지지되었고 , 집단건강계
획과 산재계획역시 연방 대법원의 지지 판결로 단체교섭에 포함 될 수 있게 되
었다(김의명, 1999:339).
미국의 노동조합이 기업복지를 근로자의 권리로서 쟁취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
전에도 있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노동조합은 기업복지가 근로자가
받을 임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기업복지를 들어
법원에 제소했으나 대부분의 법정에서 기업복지는 임금의 일부가 아니라 부가급
부(fringe

benefits)라고

1969:235,240)

인정하여

노동조합이

패소하였다(Donna

Allen,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일단 기업복지를 임금의 일부라 주장하여

근로자의 권리로 기업복지를 받는 것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 후에 단체교섭제
도에 포함시켜 기업복지를 근로자의 권리로 받을 길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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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혜자 중심의 기업복지제도는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으
며, 근로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60년대 미국에서 선택적 기업복지제도(flexible benefits
plan 혹은 cafeteria plan)가 개발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복지제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종업원 개개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선호도에 비추어 본인의 의지
에 의해

복지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종업

원에게 어떤 형태로든 기업복지제도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제도는 모두 선택
적 기업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김의명, 1999:35).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는 1963
년 California 대학 Nealy 교수가 GE에서 종업원의 복지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
하는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종업원의 태도가 임금이나 기업복지의 선호
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그 후 1974년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s)와 TRW(Trans Rail Way)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선택적 기업복지
제도의 복잡한 성격과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추가적 기업복지를 과
세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종업원 연금소득보장법(ERISA)에 의해 금지
됨에 따라 도입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78년 내국세법에 125조가 추
가되어 종업원에 차별적 적용이 없는 경우 (고 임금 종업원이 아닌 종업원의 수
혜액수의 평균이 고임금 종업원이 수혜액수의 최소한 75%이상이 된다는 조건)
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과세 없이 추가적인 복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같은 해에 American Can을 필두로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급격히 확산되
기 시작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02:35). Hewitt Associates 의 조사에 의하면
1980년대 초에는 약 10개 기업에서 도입하였으나 1990년에는 1300개 기업에서
도입하였고 1993년에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75%가 도입하였으며 100인

이상의 기업 중 10%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2:3).
기업복지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가 기업사회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 기업
복지의 특성인 보완성, 효율성, 전문성과 효과성의 토대위에서 적절하고 충실히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시 되며 전망
역시 밝은 한국기업복지제도의 실체와 향 후 전망을 체계적으로 예측하는데 기
업복지제도의 특성이 되는 요인들을 분석의 준거 틀로 삼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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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기업복지제도 분석 - 실태와 문제점
서론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한국기업사회에서 기업복지의 비중은 점차적으
로 커져왔고 발전가능성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전망은 체계적이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관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기업의 타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복지의 확
대가 기업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에 “ 도움이 된 다 ” 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에 90%에 달하여 기업주와 경영자가 기업복지의 기능인 경쟁
력강화에 기대가 사 뭇 크다는 것이 나타났다(송호근, 195:87). 그러나 한국노동
연구원에서 실사를 통한 검증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총 매출액에서
기업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인 “ 복지비용 ” 과 복지수준의 절대적 수준과 수혜자
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 복지점수 ” 와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 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 기업이윤 ”의 상관관계를 효율성 가설 경로모델로 분석한 결
과, 기업복지의 개선은 근로의욕의 향상과 경쟁력강화에 좋은 효과를 미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아무 영향이 없거나 특정부문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호근, 1995:90-91). 선진 제국에서나 우리나라의 산업계
및 재계에 불문율같이 여겨지던 기업복지의 생산성향상을 통한 이윤창출기능이
한국기업사회(business community)에서 허구라는 현실이 받아드려질 경우 그것
은 기업복지제도 자체의 퇴출을 의미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놓고 세 갈래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복지제도가 본질적으로 생
산성향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연구원의 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가정이고, 셋째는 한국기업복지제도가 실제 내용상 많은 문제로 인하
여 본래의 생산성향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는 가정이다. 기업복
지제도 자체가 생산성향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첫째 가정은 기업복지의 생산
성향상 기능을 증명하는 선진국의 무수한 증거로 미루어 볼 때 받아 드려 질 수
없는 가정이고, 둘째 노동연구원의 조사의 결함을 지적하는 가정 역시 기업복지
의 기업이윤 증대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조사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
서 과학적으로 연구된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셋째 , 한국기업복지제도가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으뜸가는 기능인 기업이윤증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다는 가정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것은 한국 기업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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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 되는 기업복지제도가 근본적으로 부실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러
한 한국기업복지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한국기업복지의 미래의 정착여부와 향방을 가늠 하는데 결정적으로 과제로 생각
되어 기업복지제도의 특성으로 이루어진 분석의 준거 틀로 한국기업복지를 진단
해 보기로 한다.

1. 보완성
한국기업복지의 생성기인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기업복지제도는 낮은 임금을
보완하고 매우 미흡하고 부분적으로 제공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임금으로는 근로자와 그의 가족
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기업복지제도는 자연히 급식, 주
거, 의료시설 등의 생계보조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1970년에 들
어서도 기업복지의 내용이 다양해지긴 하였지만 생활보조성격의 범주에서 벋어
나지는 못하였다. 실례로 1979년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표
본기업의 85.7%가 식당 급식시설을 제공한 반면, 장학금지급이나 주택자금대여
는 각 각 35%와 24,9%에 머물렀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
개되어서 1984년 100인 이상의 802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급식
시설제공이 92,9%, 작업복지급이 93,5%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도 생계보조형태
의 기업복지의 성격은 별반 변화가 없었으나 생계보조성격의 범위 안에서 학비
보조(76,6%), 주거관련 프로그램(64,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 그것
은 1980년대 말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심각한 주택난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가 이렇듯 생계보조성격이 강한 것은 1990년 까지 지속된 낮
은 임금과 무관하지 않다.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기반위에서 자원과 기술이 빈
약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값싸고 견실한 노동력밖엔
없었다. 따라서 1960년대 말부터 낮은 임금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는 사
회적 덤핑(social dumping)이란 말이 나돌기 시작했고, 1973년 이후 중화학공업
을 추진하고 중동특수 등 노동력의 부족현상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수준에
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노동3권의 제한과 지속적인 임금 가
이드라인의 하달과 같은 억압적인 노동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1980년대
말 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에 따라 기업복지제도 역시 생계보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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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밖에 없었다. 기업복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그 목
적이 노사관계안정 혹은 생산성 향상이든 근로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
해야 제공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기에 기업복지가 생계보조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서 한국기업복지는, 최소한 1980년대 말 까지는, 기업복지의 사
회적 기능인 빈곤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나, 1995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만 불에 도달하고 경제체제
역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발 돋음을 하던 1990년대 이후에도 한국기업복지
제도는 생계보조의 성격을 크게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에도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제도는 생활 보조적 성격이 일색이어서 중식, 작업복, 사택, 기숙사, 의
료·보건, 학비보조 등 생계보조형태의 기업복지제도가 60%를 상회하였다(한국노
동연구원, 2002:12). 우리나라의 근로자들도 소득이 과거에 비해 대폭 증대되어
기업복지를 통한 생계보조 보다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을 원하는데 비해 기업복지는 구태를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
국기업복지제도가 보완성이 있다기보다 중복성이 농후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기업복지제도의 사회보험제도의 대한 보완성역시 임금의 대한 보완성과
마찬가지도 과거와 현재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사회보험제도가 거의 전무하던
1970년대 중반까지, 적용 폭이 제한적이었지만 제도화 되었던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제도가 수립되었던 1988년 까지는 기업복지제도가 사회보험제도의 부재상황
을 대치하는 형태로서 보완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 1995년 고용보험
의 실시로 인해 4대 사회보험제도가 수립되고 1998년 까지 적용폭도 모든 근로
자에게 확대되어 복지국가의 반열에 어렵게 합류한 2000년대에는 기업복지와 사
회보장제도간의 연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근래에 기업연금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가도 세금감면 시책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기업연금이 확산되는 조짐은 그리 흔치않다. 건강보험
의 경우에도 질병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동안 생활비를 보조하는 상병수당(sick
benefits)이 필수적이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기업은 아직은 전무한 실정이다. 아
직도 선진국의 비하면 사회보험제도의 숫자, 수혜대상의 폭이나, 지원 액수 등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상황에서, 보완기능을 가진 기업복지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요청되나 현실은 그 필요성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와 같이, 작금의 한국기업복지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사회보험제도를 보완
하는 기업복지의 근본적인 특성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고, 이것이 우리나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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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복지제도의 이윤 창출기능 부재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2. 효율성
기업복지의 이론적 배경인 산업성취수행형 모형에도 잘 나타 있듯이 기업복지
의 으뜸가는 특성은 경제적 효율성 즉, 이윤창출 기능이다. 초기의 기업복지는
우월한 입장에 있는 지배계급의 인도주의, 기독교적 박애주의 및 온정주의를 기
초로 한 책임의식의 표현으로 시작되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본 궤도
에 진입하면서 이윤창출기능이 접목되어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의 형
태로 변질되었고, 쇠퇴기를 극복하고 다시 재생기에 접어들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복지의 이윤창출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복지
선진국에서는 최근에 들어 기업복지를 통합적인 급여체계에 포함시키는 추세라
고 언급한바 있다. 그것은 기업복지제도도 선진사회에서의 임금제도와 같이 근
로동기 유발의 기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기업사회에서는 기업복
지를 통해 근로 동기를 유발하려는 징후는 별로 보이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역시 미미한 상태이다. 1989년 경총조사에서 기업복지의 실시동기에
노사관계안정(64.5%)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 소속감고취(62.7%)가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기업복지프로그램 역시
한국기업복지 현장에서는 매우 적다. 199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제도
를 살펴보아도 생활보조성격의 제도가 주종을 이루는 반면 동기유발 형 기업복
지프로그램은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 시기에 종업원지주제 같은 근로의
욕을 고취하는 복지프로그램은 전체의 5%미만 이었고, 1994년 행해진 노동연구
원의 기업복지 실태조사에서도 종업원지주제는 28개의 한국기업의 주요 복지프
로그램에 포함되지도 못하였다(송호근, 1995:72). 1인당 기업복지비를 볼 때에도
1998년의 경우 종업원지주제도 지원금은 고작 5,3%에 머물렀다(한국노동연구원,
2002:12).
반면에 ,김 의명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복지의 실시 동기나 수준을 결
정하는 요인이 이윤창출을 위한 의도이기 보다는 기업주의 경영철학(34,7%), 지
불 능력(28.7%), 다른 회사의 수준(13.2%), 임금 수준(12%)이었고 인적자원의 특
성은 11.4%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의명, 1997:284). 이와
같이 경영철학과 같은 사용자의 주관성에 입각한 실시 동기와 타 회사의 수준
같은 기업의 외부요인이 거의 절반인 47.9%를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기업복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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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기업의 재정상황(지불 능력), 임금 수준, 인적자원의 특성 등의 이윤창출과
연계된 구체적인 경영수단이라기 보다는 특정 기업의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결
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조사보고서는 한국기업복지의
혜택의 양과 종류는 생산시장에서 기업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제도화 되어있
어서 기업복지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비
슷한 준거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기술하고 있다(송
호근, 1995:107). 기업복지제도가 근로자의 생산성향상이나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3. 전문성(과학화)
기업복지의 전문성(과학화)차원에서 보면 한국기업복지 제도는 아직 볼모지라
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예와 같이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개인적·정신적·사회적
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상담복지제도는 아직도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기업에
서는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종업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것은 극히 제한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좀 오래전 자료 이긴 하나 1986년 1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800여 광·공업 체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63,3%가 기업복지제도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요원이 필요 하다
는 데는 동의 했으나, 실제로 기업이 근로자상담실의 상담자는 69%가 상사,
14%가 인사과 직원, 8%가 각 각 노조간부, 기숙사 사감이고, 1% 만이 사회 복
지 사 같은 전문상담자 라고 응답하였다(Uimyong Kim, 1986:255).
산업화가 진전되어 산업 집중도가 더욱 심화된 1970년대 말 대기업을 중심으
로 인사노무관련 부서가 부제로서 신설되었고 직무분석, 고용관리, 인사고과 등
노무관리체제가 제도화되었지만(안춘식, 1989:54) 그러한 여파가 기업복지제도의
체계화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였다. 그 후 기업복지가 점차 확산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담부서 혹은 직원이 기업복지의 책임을 맡아 수행해오고 있지만 사
전에 기업복지제도에 관한 전문지식, 훈련, 정규교육을 받은 인력을 기업복지 담
당자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 임무를 맡은 후에 직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직무훈련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아직도 일반적인 형태
라고 알려져 있다. 마치 선진국의 1800년대 말이나 1900년도 초반의 수준과 흡
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복지 선진국에서는 전담직원이 기업복지제도를 관리·운영하며 동시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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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보살핌을 통해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왔다. 근로자가 특정 회사의 종업원으
로서 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의 삶과 문제에 접근해왔으나, 우리나라에선 기
업복지를 근로자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정하는 인간적 차원보다는 제도적 차원
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문제해결에 개입하는 차원보다는 인사관리와 노무관리차
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기업복지를 체계적으로 전문
적으로 연구하는 움직임이 엿보이는데 그것은 대규모 보험회사들이 기업의 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단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은 보험회사의 법인을 업무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 전문가로 불리며 그들이 기업의 복지제도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
는 것은 보험회사의 각종 보험, 퇴직연금 상품 등의 판촉활동의 한 방법이다. 누
가 하던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러한 활동의 저변에는 소속기업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깔려있다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의명, 2007:96).
한국의 기업복지의 현실은 기업복지 선진국에 비해, 산업발전 수준은 선진국
과 어깨를 견줄만하나, 기업복지제도의 체계적·전문적·과학화의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도 못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배경, 사회복지학 특히 산업사회복지 관련
이론과 실천방법의 미발달, 기업주나 노동자의 인식부족, 사회복지학계 안에서의
무관심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술 중독, 정신 질환, 가정
문제 등의 상황이 선진국의 근로자들의 상황과 비슷해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기업의 이익이나 근로자복지 이상의 국가적인 차원의 인력관리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4. 효과성
1961년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실시되던 기업복지가 1973년 이후로
는 억압적인 노동정책을 보완하는 유화책으로, 노동력부족에 대처하기위한 근로
자 확보 및 유지책의 일환으로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하다가
1987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경총의 1989년도 기업복지비용에 관한 조사
에 의하면 1986년과 비교 할 때 1987~1988년 두해 동안 55,1% 증가하였다. 이렇
듯 가파른 기업복지의 성장은 1987년 민주화선언과 맞물린 노동조합의 노동3권
의 쟁취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1988년 기업복지비용이 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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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증가한 사례가,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는 30,3% 인 데 비해, 노
조가 없는 기업은 24,5%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그 시기의 기업복지 제도의 급격
한 성장은 노동조합의 노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이 짐작된다. 그러나 , 1995년
에 행해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의 유무가 기업복지와는 별 관
계가 없다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민주화 선언이후 봇물처럼 터져
올랐던 노동조합의 투쟁열기가 많은 부분 가라앉고, 1997년 밀어닥친 충격적인
IMF 외환위기의 전조로 경제침체의 조짐이 각 처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며, 1995
년 김영삼 의 문민정부가 천명한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의 개막 등이 노동조합
의 요구를 약화시켰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있지 못한 경우에도 먼저 사용자편에서 노조결성을 미연에 방지하기위
해 노조가 결성된 회사의 최소한의 수준만큼, 어떤 경우엔 그 이상의 기업복지
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라고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기
업복지발전의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장본인은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사용자 혹은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시사한다.
기업복지를 노동자의 권리라고 인식하여 쟁취를 위해 투쟁한 노력의 역사의
자취는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사를 눈 씻고 살펴보아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산
업사회 초기부터 기업복지를 통한 이익에 감지덕지하였고 그러한 태도는 현재에
이르기 까지 변화의 조짐이 별반 없어 보인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미국 노동조
합과 같이 기업복지가 근로자의 노동이 대가인 임금이라고 법정투쟁을 벌렸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을 뿐 더러 기업복지를 단체교섭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
해 법에 호소할 필요도 없었다. 기업복지의 단체교섭권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었다. 기업복지를 권리로 여기고 쟁취하던,
사용자가 혹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여 받아 누리던, 기업복지의 양적인 측
면에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른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사용자와 정부는 각 각
의 이해타산의 결과로 근로자에게 비교적 후한 기업복지를 베풀었다. 그러나 ,
권리로 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시혜로 받은 복지급부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기엔 엄청나게 깊고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있고 그것은 이미 지적된 한국기업
복지의 문제점, 즉, 이윤창출기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기능 모두 부재함, 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송호근, 1995:94).
1960년대 초반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이 약 40년이 경과하여 새천년
을 맞아 탈 산업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근로자의 복지욕구도 산업구조와 변화

- 93 -

福祉行政論叢(第17輯 第1券)

및 핵가족화, 노령화,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확대 등의 요인이 새로이 부상함
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다양한 욕구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기업복지제도가 생계위주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은
이미 기술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등의 기업복지 선진국에서 널리 이
용되고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국내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확
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97년 한국IBM에서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
후 한국가스공사(1999년), 한글과 컴퓨터(2000년), LG유통(1999년) 등 2002년 현
재 10개 기업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 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2:3). 이 제도가
근로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다는 면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여 지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는데 무리
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고도화되고 다양한 욕
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매우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되어 마지막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도입가능성과 방법을 고찰하도록 한다.

Ⅴ. 선진기업복지제도가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시사하는 대안
기업복지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와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 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양 제도 모두 그 기업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미래의 전망
또한 어둡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거기서 끝난다. 기업복지의 4가지
특성인 보완성, 효율성, 전문성, 효과성을 가지고 양쪽의 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한
결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기업복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기업복지의 확고부
동한 위치는 기업복지가 전 분야에 걸쳐 시의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온 결과에서
얻어진 것 이라면, 한국기업복지의 현재의 인기는 과거의 의미 있었던 업적에
편승한 근거 없는 신기루와 비슷하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다. 마치, 전자가
속이 꽉 들어찬 보기 좋고 먹음직한 과일 케이크(fruit cake)라면 후자는 “ 빛
좋은 개살구 ” 혹은 “ 속빈 강정 ”에 비유 될 수 있다. 최근의 우리나라의 기업
복지제도는 임금 혹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보완성, 이윤창출의 효율성, 전문적
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전문성, 수혜자의 중심의 효과성면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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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정도가 매우 심각했고 그러한 구조적인 결함이 기업복지의 으뜸가는 이윤창
출기능을 무력화했다고 판단된다. 그러 나,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개선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 200년 이상을 발전해온 정치나
경제체제를 반세기의 압축성장의 과정을 걸쳐 경쟁대열에 합류한 것 같이 우리
의 기업복지제도 역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면 개선 가능한 대안이 포착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이유는 선진국의 경험을 통
해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요, 이것이 이른바 “후진
성의 특전(privilege of backwardness)"이라는 것이다.
기업복지 선진국의 경험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종업원지원 프로그램(EAP)과 선택적 기업복지제도(cafeteria plan)이다. 한국기
업복지제도는 전자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의 미흡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후자를 통해

보완성, 효율성과 효과성의 문제를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종업원지원 프로그램이란, 전기한 바와 같이, 작업장 내에서
문제를 가진 근로자의 문제를 포착하고, 문제해결의 동기를 부여하며, 그에 따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비밀보장원칙을 바탕으로 한 체
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업복지 프로그램이다(W.J, Sonnenstuhl, 190:1). 근로자의
가정문제, 정서불안, 직무관련 불만, 음주 등의 문제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결근, 사고, 동료 간의 불화, 정신질환 문제로 인해 해고당할 위기에
직면한 근로자들에게 EAP는

문제가 해결 되고, 고용도 유지되는 “ 도랑치고

가재 잡는 ” 격이어서 호응도가 매우 높아지기 시작했다. 손비절감을 통한 기업
의 이윤추구에 크게 기여하며,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줌으로
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기업복
지제도의 기능장애 문제의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 받을만하다.
기업복지 선진국에서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근로자 전문상담프로그램이(
500대 기업의 75%가 EAP 도입)한국 기업사회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개인적·정신적 문제의 심각성을 결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예컨대, 음주문제의 경우 2001년 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
면 우리나라 18세~64세의 알코올 장애 인구는 전체인구의 6.8%에 이르고 20세
이상 성인 중 33.3%가 고도위험 음주자이다.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적비
용은 2000년 기준 GDP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2.5%), 영국(0.5%)등의 기
업복지 선진국을 상회하는 실정이며 직장인은 일반인 보다 음주량에서는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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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빈도에 있어서는 2배 많다고 보고되었다.8) 2004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직
장인 4,231명을 대상으로 음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가 알코올 의존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미국인의 경우 과음하는 비율이 8.4%인데 비
해, 우리나라의 직장인 중 31.4%가 과음한다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보고하
고 있다.9)
우리나라 직장인의 만성질환 역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005년 온라
인 리쿠르팅 업체 Job Korea가 직장인 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7%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 중 26.4%가 스트레스성 질환으
로 소화기 장애(35.9%)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내
의 한 연구의 의하면 직장인들 중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이 5%에 불과한
반면 스트레스 고위험군 으로 분류된 사람은 22%나 되고, 응답자의 73%는 스
트레스 고위험군 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스트레스군 에 해당된다고
나타났다.10) 10만당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국
민의 우울증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의 2006년 남녀 1만25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45세에서 59세의 장년층
의 22%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렇듯 직장인의 사회·심리
적 문제가 선진국을 상회하는 실정이지만 기업경영자의 대응은 안이하다 못해
무지에 가까운 면면이 엿보인다. LG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직장인의 스트
레스 관리에 대해서 경영자들은“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다고 여겨야
한다. 만약 종업원들이 스트레스를 느껴 이직을 고려한다면, 그들을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하다. 차라리 스트레스 관리에 들어갈 비용을 다른 곳에 투
자하겠다.” 라는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2)
EAP가 우리 기업사회에 근로자의 정신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
적 대안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높은 성공률에서 찾을 수 있다.
EAP를 두고 있는 106개의 기업체를 조사한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술 중독
해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는 반응이 96%, 가정문제 프로그램이 99%, 진로
8) 엄동욱 외 , 직장인 음주행태와 기업의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4, p.3,13.
9) 상게서, p. 12.
10) 한상엽, “ 구성원의 스트레스 회사가 관리하라.” LG 경제연구원, 2003, p.1.
11) 김혜림 외, b" 가난, 염세..사회적 자살“, 국민일보, 2006.8.28, p.6.
12) 한상엽, 전게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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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프로그램이 96%, 재정상담 프로그램이 96% 등으로 믿기 어려울 만큼 성
공적으로 나타났다(Fred Luthans, 1990:390-391). 이것은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
었고(근로 도중 발견), 치료 혹은 해고의 막다른 선택이기에 해결의지가 높으며,
고도로 전문화된 선진국의 상담프로그램이라는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근로자의
문제가 해고나 이직으로 이어지기 이전에 직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회사의 이익
이나 근로자의 복지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의 취약점인 보완성과 효과성부족 문제를 대처하는 대안으로
서 선택적 기업복지제도(cafeteria plan)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도입
은 한국기업복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고의 전환이라
고 볼 수 있다. 선택적 기업복지의 도입은 전통적 기업복지의 집단적 특성(집단
내의 구성원에게 균등한 복지 제공)을 통해 기업공동체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에
반해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번 실시되면 지속적으로

시행되던 경직성을 벋

어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고, 수혜자 중심의 민주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이 제도는 한국기업복지제도의 효과성측면의 문제인 수
직적 형태로 나타나는 제공자(기업주)중심의 해결방안으로 적절하다. 구성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전통적방법
과 달리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는 구성원의 기업복지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노
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제도의 설계부터 실행 및 사후평가까지 참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가장 큰 강점은 미흡한 임금이나 공공
복지를 보완하기 위해 생계보조를 중심축으로 해온 전통적 기업복지를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른바 “ 삶의 질 향상 ”추구의 선진 형 복지제도로
탈바꿈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전에 종업원의 복지욕구 조사에
따라 설계된 다양한 복지 항목 중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복지 항목 및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고안된 제도이기 때문에 종업원과 그의 가
족의 생활수준, 소비 패턴, 생애 주기(life cycle)에 따라 선택 하게 된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이 제도
실시 전후의 종업원의 직무만족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실시 이후 직무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업복지에 대한 만족도 역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나타났다.13) 우리나라에서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가 역시
13) A.E, Barber et al, " The Impact of Flexible Benefits on Employee Satisf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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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긍정적이어서, 일반적인 효과로,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함으로 복지
만족도 수준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기업복지 지급체계의 단순화와 투명성을 확
보하였다는 점, 복지 항목 및 비용의 추가 투입으로 인한 복지비용증가에 대한
기업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 복지비용의 효용을 증대시킴으로서 경비절
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켰다는 점으
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2002:126). 2003년,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8개 기업
모두 근로자의 요구 반영으로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나타났다고 보고 했다. 이와
연관하여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종업원의 전반적인 반응을 5점 척도로 물어 본
설문에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기업이 5곳이었으며 보통 만족하고 있다고 응
답한 기업이 3곳으로 나타나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를 통해 종업원의 만족도가 매
우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정한2004:76).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맞물려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회
사가 점차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1997년 한국IBM을 시작으로 1998년에 LG
유통, C J, 1999년에 한국 가스공사 등으로 확산되었고, 2003년에는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약 20여개 업체가 선택적 기업
복지제도를 도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한, 2004:64). 도입전망 역시 밝
은 것이어서, 삼성생명과 왓슨와이어트가 공동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
상 424개 기업 중 약 15%인 44개 기업이 실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86%는 3년 내로 실시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노동부, 2002:1 7),
2004:64). 아직은 많은 수의 기업이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
만 향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
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려야 할 문제, 예컨대 대기업 중심의 형평성 문제,
금전적 혜택, 현물, 시설 위주의 일반적인 서비스 중심의 제도적 문제, 운영 및
비용 상의 문제 등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등장하지만 “ 고장 난 기관차 ”같이 제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국기업복지의 현실에서 매우 긍정적인 대안임
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Personal Psychology , Vol.45, 1992,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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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는말
생존 혹은 소멸(swim or sink)의 기로에 서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와 종업원지원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자와 후자 모두 기업복지의 으뜸가는 기능인 이윤창출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방법에서는 궤를 달리 한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
는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이른
바 경영학적 방법을 토대로 하는 반면 종업원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개인적·
정신적 문제해결을 도와서 문제로 인한 손비를 절감하여 기업의 이윤과 근로자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복지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 종업원지원 프로
그램이 5배가량의 투자이익효과가 있다고 기술되었고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에 대
한 투자이익효과 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후자가 전자보다 경제적 효율
성 측면에서 뒤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종업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문제로
인한 전후 대비 손비측정이 가능하기에 자료도출이 가능하지만 선택적 기업복지
제도로 인한 생산성향상요인에 의한 이윤의 값 도출은 기업이윤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 중 선택적 기업복지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을 모
두 통제하고 조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현상은 종합적 보상제도
(total compensation system)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의 관행으로 내려온
기업복지는 “ 임금과 복지급여의 분리 ” 의 토대위에 세워졌으나 선택적 기업복
지제도는 임금과 기업복지를 동일한 비용으로 통합하여 계산하는 종합적 보상제
도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인건비는 기본급, 단기 인센티브, 장기 인센티브, 기업
복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임금과 마찬가지
로 근로의욕의 고취 및 근로의 대가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의미로 근로자의 문
제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의 성격과는, 단절되지 않
는다면, 더욱더 멀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두에 언급 했듯이, 한국기업복지제도는 본래의 기능 특히 이윤창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기업복지제도의
기능장애요인을 추출하고 분석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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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및 번영의 전략으로 이윤창출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서도 필수적으로 유의할 사항이 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profit)만은 아니
다. 인간(person)도 물론 포함된다. 인간이 이윤추구의 도구로 치부되는 냉혹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살아 숨 쉬고 존중되는 분야가 있
다면 그것이 기업복지일 것이다. 기업복지마저 철저하게 이윤추구의 도구로 바
뀌고 그 과정이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로 인해 가속된다면 선택적 기업복지의 출
현이 그리 반길 일 만은 못된다.
이러한 궁지에서 벋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미 대안으로 제시한 종업원지원
프로그램(EAP)은

다시 강조될 수 있다.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개인적·정신적

문제해결을 도와서 인간으로서, 근로자로서 직장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인간다
운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전문적 상담프로그램은 이윤(profit)과 인
간(person)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복지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한 방법이다. 선택
적 기업복지제도와 종업원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공존하며 상호협조아래 균형을
이루며 발전한다면 한국기업복지제도가 기업의 이윤창출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
상 모두를 성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어차피, 하나 밖에 없는 최상의
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
화 사회에서 인간과 이윤의 균형 및 조화를 이루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보여
지며, 그것은 어쩌면 최상의 길 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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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Alternatives that are Implied by the Western
Occupational Welfare Program to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Kim, Ui-myong
(Faculty of Industrial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It

would appear

that

there

is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and the that of the advanced industrial nations.
Each system seems to be considered by an integral part in it`s business
community and the future prospects seem promising. However, similarities end
there. The former enjoys an popularity as a result of

it`s successful

performance while the latter holds unwarranted popularity, for there are
substantial amount of indications that it does not fulfill it`s proper function .
The systematic study undertaken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in 1995 revealed
a number of serious defects in the occupational welfare system in the Korean
industry in it`s function of profit-making.
With a view to find reasons of the impotency and solutions, theories of
occupational welfare and experiences of occupational welfare in the Western
nations were throughly examined in order to come up with basic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welfare. Four factors notably, degree of complement, efficiency,
professionalization, and effectiveness were derived to us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As consequences,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was
turned out to have serious deficiencies in all four aspects.
As for alternative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remedy current structural
problems, employee assistance program(EAP) which may address the problem
with

respect

plan(flexible

to
benefit

degree
plan)

of
that

professionalization
may

re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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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and effectiveness were also suggested as a viable alternative.
Key words : occupational welfare, welfare capitalism, cafeteria plan,flexible benefit
plan, employee assistance pro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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