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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 한국의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은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부

터 1990년대 중반까지 10%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고도성장을 거듭하였다. 산업화가 시작

된 196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인력 수요가 급증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업 

영역에서도 인력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IMF 외환위기 직전 1990년대 중반까지 고용 규모

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2%대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더불

어, 소위 평생직장이라고 불리는 장기고용 관행이 일반화되어 높은 수준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되

었다. 

l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 및 고용상황 전반을 견인했던 고도성장 시대가 사실상 

마감되면서 한국경제에는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

부터 1997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8%대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에 경제성장

률은 –5.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기저효과로 1999년과 2000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11.5%, 9.1%로 상승하였지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4~5%로 하락하였고, 2011년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이 2~3%로 더욱 하락하면서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

도 경제성장이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IMF 이

전의 고도성장기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Ÿ 많은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이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추세적인 현상이며, 인적자본의 성장기여도 감소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가 성숙하면

서 나타나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해왔다(강두용, 2009; 김세직, 2016). 경제

성장률 하락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권규호(2019)는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그림 1>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년, %)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1)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

      2) 실질 GDP는 2015년 기준임.

      3) 최근 연도는 잠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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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제성장률이 더욱 둔화되었다고 분석하며, 그 요인으로 총요소생산성(기술, 제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변화 등)이 하락하고, 물적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두 자릿수에 달하는 성장을 당연시하는 과거 고도성장기에서 비롯된 추

정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게 된 것이다”(베리 아이켄그린 외, 2013).

Ÿ 경제성숙화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둔화 현상은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에서도 발견

된다. 염명배(2015)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지속되다가 1인당 소득 3만 달러(PPP 기준) 수준

에서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것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OECD의 5년 단위 평균 경제성장률은 2% 전후를 기록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이후 반등되지 않은 채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강유덕 외, 2015). 특히, 1978

년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10% 가까이 이례적인 장기 고속성장을 거듭했던 중국의 경

우에도 2008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는 성장세가 7%

대로 둔화되며 중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 2014년에 이르러 중국은 이를 신창타이, 즉 ‘새

로운 정상 상태’로 인정하면서 기존 성장방식의 전환 및 새로운 성장모델의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률 향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이수행, 2016). 중국보다 앞서 고도

성장을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선진국과 같이 저성장 단계가 고착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l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노동시장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고,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문제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양적·질적 차원

에서 심화되면서, 최근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50·60대가 20대였던 1990년대의 고용상황과 비교

하여 매우 심각해졌다. 많은 청년들이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자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또한, 대기업·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중소기업·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업규모와 고

용형태에 따른 일자리의 질적 격차가 이전보다 심각해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진입하게 되는 중소

기업·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Ÿ 먼저 양적 측면에서 2020년 20대와 1990년 20대의 고용지표를 비교하면, 1990년에 비해 

2020년에 20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하락한 반면, 2020년 20대 실업률은 199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0~29세 경

제활동참가율은 61.2%로 1990년 20대 경제활동참가율(65.3%)에 비해 하락하였다. 또한, 2020

년 20~29세 고용률은 55.7%로 1990년 20~29세 고용률이 62.1%였던 것에 비해 크게 하락하

였다. 반면, 2020년 20~29세 실업률은 9.0%로 전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높으며, 1990년 20

대 실업률(4.9%)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약 두 배에 이른다.1) 이는 현재 20대가 1990년대의 

20대보다 노동시장 진입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Ÿ 다음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는 양질의 일자리인 정규직·

대기업 일자리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비정규직 비중은 

1)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1990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수치는 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2020년 수치는 구
직기간 4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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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근로자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서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해왔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대기업과 대기업 종사자 비

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비정규직 비중 및 대기업 일자리 비중의 변화를 통해 양질

의 일자리가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Ÿ 대기업·정규직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과정에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일자리의 질

적 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었는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1994년 70.8%에서 2000년 65.0%

로 하락하였고, 2018년에는 52.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의 임금비율은 2008년 55.5%에서 2018년 68.3%로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비정

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2/3 수준에 머물러있다. 

l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와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고령층의 인구가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이들의 은퇴 이후 

소득감소 및 재취업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로 인해 이전까지 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

니었던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가 불거졌고,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 

연장선상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50·60대의 정년 퇴직 시기와 연금수

령 시기 간의 간극을 메움으로써 고령층의 은퇴 이후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l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 문제가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싸고 상호 충

돌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IMF 외

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지금까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고용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 구조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소위 4차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의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

으며, 그 결과, 산업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Ÿ IF REPORT 2019-5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에서 살펴본 바 있듯, 

1995년부터 2015년 사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55.1%에서 70.4%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같은 기간 33.0%에서 24.4%로 감소하는 고용의 탈제조

업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서비스업은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창·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고용 변동이 심하다. 단순 서비스 부문의 경우, 고도의 숙련 및 기술

이 요구되지 않고, 업무 간 연계성이 낮아 비정규직 고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한편, 고

도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도 업무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프리랜서나 재량 근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업 종사자 중 비

정규직 비율은 36.4%로, 제조업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23.7%)을 크게 상회한다. 서비스업 

고용 확대로 인한 비정규직의 비중 증가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Ÿ 뿐만 아니라, IF REPORT 2020-06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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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분석하였듯, 최근 IT 기술을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존 일자리에 

어떤 양적·질적 변화가 발생할지 예단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술변화와 함께 산업구조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비정규직 고용형

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가능성이 질 낮은 일자리의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지

지 않기 위해 새로운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l 최근에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가 소위 세대 간 전쟁의 차원으로까지 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사례를 들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 노사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기본급을 동결하고 60세 정년퇴직자를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등 ‘시니어 촉탁직’을 확대·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때 투표에서 호봉이 높고 정년연장을 원하는 생산직은 주로 찬성

한 반면, 호봉이 낮은 20~30대 연구·사무직의 상당수는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기존의 

생산직 노조가 정년연장과 관련된 합의에 치중해 성과급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불

만이 누적되면서, 50대 생산직이 주축이 됐던 기존의 노동조합과 별도로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사무·연구직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는 생산직과 사무·연구직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50대 노동자와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며 보상체계의 변화를 주장하는 20·30대 

노동자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2) 이처럼 최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

고 있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노동시장의 제반 상황을 기반으로, 취업, 임금, 고용안정성 등의 다

양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청년층과 고령층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

다. 

l 본고는 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노동시장 상황에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특히 심각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각에서는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IF REPORT 2019-7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령층의 

고용상황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청년

이 신규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기업·정규직이나 공공부문 외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

과 대조적이다. 이후 상술하겠지만, 이러한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현재의 50대가 20대였던 1990년

대에 비해서도 더욱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며, 이를 노동시장에서의 세대 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시

장 진입(취업)의 문제, 임금구조의 문제,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다. 나아가, 복지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세대 간 불균형 문제도 짚어보고자 한다. IF REPORT 

2019-7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를 통해 고용과 복지정책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본고는 세대 간 불균형

을 분석하는 2차 보고서로서 노동시장 구조에 보다 주목하여 연공급제와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

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하는 

2) “현대차 노조 ‘MZ 바람’…사무직 노조위원장은 2년차 27세”. 더중앙. 2021.4.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43682#home 
  “현대차 사무직 노조 공식 출범…‘MZ세대’ 중심”. 조선비즈. 2021.4.29.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1/04/29/65AMBFQ5V5BK3ABUY6HWMEAEA4/ 
  ““586노조 맞서 새 노조 만들자”는 MZ세대…고민 깊은 현대車”. 더중앙. 2021.3.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2399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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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년연장 대신 청년의 신규채용

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 직무급을 도입하는 방안,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노동시

장 내 이동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조속히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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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

1. IMF 전후 노동시장 현황

l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나타난 노동시장 변화는 크게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양적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까지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외

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2000년

대 중성장 시기를 거쳐 2010년대부터 최근까지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Ÿ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취업자 수는 1998년에 크게 감소하면서 

1997년 60.9%였던 고용률은 1998년에 56.4%로 하락하였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60만명 

이하였던 실업자 수는 1998년 149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1997년 2.6%였던 실업률

은 1998년에 7.0%로 크게 상승하였다. 2000년대 이후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상당한 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로는 실업률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4.0%에 이른다.

구분 1990 1997 1998 2000 2010 2020
취업자 수 18,085 21,214 19,938 21,173 24,033 26,904
실업자 수 454 568 1,490 978 924 1,108
고용률 58.6 60.9 56.4 58.5 58.9 60.1
실업률 2.4 2.6 7.0 4.4 3.7 4.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주: 위 표의 1990년, 1997년, 1998년 자료는 구직기간 1주기준, 2000년, 2010년, 2020년 자료는 구직기간 

      4주기준 자료로 시계열의 단절이 존재함. 그럼에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당 자료들

      을 조합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둠. 

<표 1> 취업자, 실업자, 취업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Ÿ 외환위기 직후 특히 청년실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청년실업률(15~29세)은 1990년 

5.5%, 1997년 5.7%에서 1998년 12.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 청년실업률이 다소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가장 최

근인 2020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9.0%에 달하고, 후술하겠지만, 청년 확장실업률은 2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실업률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준

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분 1990 1997 1998 2000 2010 2020
청년실업자 290 322 655 430 339 370

청년실업률(%) 5.5 5.7 12.2 8.1 7.9 9.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주: 위 표의 1990년, 1997년, 1998년 자료는 구직기간 1주기준, 2000년, 2010년, 2020년 자료는 구직기간 

      4주기준 자료로 시계열의 단절이 존재함. 그럼에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당 자료들

      을 조합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둠. 

<표 2> 청년실업자(15~29세) 추이
(단위: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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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되기 시작했는

데, 대기업 등의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비

정규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Ÿ 한국의 고용체제는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노동시장이 병존한

다는 특징을 갖는다. 내부노동시장이란 기업 내부의 관리규칙과 절차에 의해 임금, 직무배

치 등이 결정되는 반면, 외부노동시장은 그러한 기업 내 질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거래를 

통해 임금, 직무배치 등이 결정되는 노동시장을 말한다(정건화, 2003; 정이환, 2013). 내부노

동시장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있는데, 이러한 영역은 주로 

신입사원 공개채용 방식과 같이 최하위직에 한정된 입직구를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고, 신

규입사자는 경력을 쌓아 기업 내에서 승진을 통한 상향이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

부에서 내부로의 이동은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노동시장은 높은 폐쇄성을 띠게 된다. 

한편, 외부노동시장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영역인 중소기업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낮고, 기업 

존속 자체가 불안정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인력을 기업 외부로부터 조달하게 된다. 중소기

업 노동자는 이직 등의 이유로 비교적 진·출입이 잦고, 근속기간 또한 짧다.

Ÿ 문제는 내부노동시장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어온 반면, 외부노동시장의 규모는 확대되면서 

양질의 일자리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내부노동시장은 외부노동시장에 비해 고임

금, 높은 고용안정성 등의 양호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속한다. 내부노동

시장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영역인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양질의 일자리의 규모가 점

차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후술하겠지만 내부노동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외부간 이동가능성이 하락하면서 내부노동시장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되어온 것으로 나

타난다. 이는 최근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

을 기피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가 모두 감소했으나, 대기업의 경우 2000

년 기준 2만 2천여개에서 2010년, 2014년 각각 3천여 개로 크게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1998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해왔다. 2000년 기준 중소기

업 수는 270만 8천여개에서 2010년 312만 2천여개로 크게 늘었고, 2014년에는 354만 2천

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이상의 비중

을 차지해왔으며, 그 비중은 2014년 기준 99.9%에 이른다. 

   - 이러한 추세는 종사자 수 추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대기업 종사자 수는 1997년 이

후 감소하여 2000년 208만 8천여명, 2010년 187만 3천여명이다. 2014년에는 소폭 증가하

여 193만 5천여명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998년 767만 2천여명으로 199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2000년 868만 1천여명에서 2010년 1,226만 3천여명, 2014년 

1,402만 8천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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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속해서 증가해왔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종사자 수가 이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

했던 1998년에도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은 77.7%에 달하였고, 2000년 80.6%, 2010년 86.8%, 

2014년 87.9%였다.

구분 1994 1996 1998 2000 2010 2014

기업 

수

(천개)

전체 2,383 2,648 2,622 2,730 3,125 3,545
대기업 17 19 17 22 3 3
중소기업 2,365 2,629 2,605 2,708 3,122 3,542
중소기업 

비중(%)
99.3 99.3 99.3 99.2 99.9 99.9

종사자 

수

(천명)

전체 10,218 11,270 9,878 10,769 14,135 15,963
대기업 2,541 2,858 2,206 2,088 1,873 1,935
중소기업 7,677 8,413 7,672 8,681 12,263 14,028
중소기업 

비중(%)
75.1 74.6 77.7 80.6 86.8 87.9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표 3> 대기업 및 중소기업 현황(사업체 단위)

(단위: 천개, 천명)

   - 2015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기준이 종사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되고, 통계

단위가 사업체단위에서 기업단위로 변경되면서 2015년 이전까지의 통계자료와 이후의 통

계자료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전까지의 추세가 2015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

을 추정할 수 있다. 2015년 대기업 수는 약 4천여개에서 2019년 약 5천개로 소폭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수는 약 589만여개에서 약 688만 8천여개로 대폭 늘었다. 대기

업 종사자 수는 2015년 약 322만 7천여명에서 2019년 약 363만 7천여명으로 소폭 증가하

였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약 1,630만 3천여명에서 1,744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 이후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 전체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약 83%로 압도적으로 높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업 

수

(천개)

전체 5,894 6,085 6,301 6,644 6,894
대기업 4 5 5 5 5
중소기업 5,890 6,080 6,296 6,639 6,888

중소기업 비중(%) 99.9 99.9 99.9 99.9 99.9

종사자 

수

(천명)

전체 19,260 19,635 20,095 20,592 21,077
대기업 3,227 3,273 3,405 3,488 3,637
중소기업 16,303 16,362 16,690 17,104 17,440

중소기업 비중(%) 83.1 83.1 83.3 83.2 82.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표 4> 대기업 및 중소기업 현황(기업 단위)

(단위: 천개, 천명)

Ÿ 한편,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내부노동시장에서 상

대적으로 고용안정성과 고임금을 보장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줄고, 외부노동시장에 

속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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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별위원회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을 합의하기 이전

까지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상

용·임시·일용) 중 임시·일용 근로자로 파악해왔다. 그러나 2002년 노사정위원회 비정

규특별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

전형 근로자 중 하나에라도 속하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규

직으로 정의되었다.3) 

   -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기준이 합의되기 전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산정된 

비정규직 추이를 살펴보면,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1997년 기준 약 

45.7%였던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은 1998년 이후 점차 늘어나 1999년 기준 51.6%로 전

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적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구분
1990 1997 1998 1999 2000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10,950 100.0 13,404 100.0 12,296 100.0 12,663 100.0 13,356 100.0

상용

근로자
5,938 54.2 7,282 54.3 6,534 53.1 6,135 48.4 6,397 47.9 

임시·일용

근로자
5,011 45.8 6,122 45.7 5,762 46.9 6,528 51.6 6,959 52.1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표 5> 상용 및 임시·일용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

   - 2002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기준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2003년 32.6%에서 2018년 33.0%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은 꾸준히 30% 초중반 수

준으로 유지되어왔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데, IF REPORT 2019-5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보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있고, 노동권 보호가 잘 되어 있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가

들에서도 임시직과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30년간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1990년에서 2017년 사이 덴마크의 비정규직 비율은 29.9%에서 33.3%, 네덜란드의 경우 

35.8%에서 59.2%, 독일의 경우 24%에서 35.1%로 상승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우

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3) 이같이 2002년을 기점으로 비정규직 분류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음에도, 정부와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 
각기 다른 추정치를 내놓으면서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었다(이병훈·이시균, 2010). 다만, 본고는 비
정규직 규모의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
로 2002년 이전의 비정규직 규모는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그 이후는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기준에 따라 살
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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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 2008 2013 2018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14,195 100.0 16,258 100.0 18,403 100.0 20,045 100.0

정규직 9,573 67.4 10,770 66.2 12,426 67.5 13,431 67.0
비정규직 4,622 32.6 5,488 33.8 5,977 32.5 6,614 33.0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2012~2017년까지는 3월 부가조사 추가.

  주: 1)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2)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 시간제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3) 조사기준월: 8월

<표 6> 정규직 및 비정규직 추이

(단위: 천명, %)

l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대기업·정규직 일자리가 줄어

드는 등 노동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커지면서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Ÿ 앞서 살펴본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형성되어왔으며, 

두 노동시장 간 격차가 매우 커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임금 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데, 제조업 분야에 있

어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1994년 70.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2018

년 52.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8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종사자

의 절반가량의 임금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구분 1994 1998 2000 2010 2018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70.8 66.6 65.0 54.8 52.8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 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 (중소기업 임금 ÷ 대기업 임금) × 100.

     2)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함.

     3) 대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중소기업은 1993-1998년까지 10-299인 이하 사업장, 1999년 이후는 

        5-299인 이하 사업장임.

     4) 2008년 이후 추정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으로 그 이전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표 7>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단위: %)

Ÿ 또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역시 매우 심각하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2008년 55.5%에서 점차 완화되었으나, 2018년 기준 68.3%로 여전히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2/3 수준에 머물러있다.

구분　 2008 2010 2013 2018
정규직 근로자 14,283 14,388 17,525 21,203
비정규직 근로자 7,932 8,236 11,259 14,492

임금격차 55.5 57.2 64.2 68.3
출처: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매년 6월, 연 1회 실시)

<표 8>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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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교차시켜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순인 것으로 나

타났다. 중소기업 정규직은 대기업 비정규직보다도 임금수준이 낮아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11년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70.3%이고,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55.6%, 중소기

업 비정규직 임금은 35.6%였다. 2020년에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

업 비정규직은 68.9%, 중소기업 정규직은 57.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4.5%였다. 중소기업

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격차는 매우 크며, 특히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

치는 임금을 받는 실정이다.

 

<그림 2>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단위: 대기업 정규직 임금 대비 %)

출처: 일자리 상황판.
 https://dashboard.jobs.go.kr/index/detail?pg_id=PDCT030101&data2=DCT030101&ct_type=run  
자료: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Ÿ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임금격차는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가 연공급인 것에서 비롯

된 바 크다. 연공급은 폐쇄적 내부노동시장에서 주로 작동하면서, 앞서 살펴본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 연공급은 서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임금체계인

데, 특히 독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직무평가를 통해 산정한 직무가치의 차이를 기초로 기본

급이 구성되는 직무급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금산정체계는 산별협약을 통해 광범위하

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무노조 기업이더라도 산별 단체협약의 임금조건과 

근로조건을 존중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산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규정된다(이장원 외, 2014). 그 결과, 노동시장 임금격차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임금 10분위 배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해외의 임

금격차 수준을 비교한 전병유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임금 10분위 

배율은 4.50인 반면, 독일은 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l IMF 외환위기 이후 평균 근속년수는 연도별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1993년 이후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전반에서 고용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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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을 제외한 대기업 및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

속기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Ÿ 1993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규모별 사업체 모두에서 평균 근속년수가 증가해온 것으로 나

타났으나, 그 증가 폭은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가장 컸다.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평균 근

속년수는 1993년 6.4년에서 1998년 8.1년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1.1년에 달하였다. 

반면, 10~29인 사업체의 평균 근속년수는 1993년 3.1년에서 1998년 4.8년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5.5년에 그쳤으며, 30~99인 사업체의 평균 근속년수는 1993년 3.8년에서 1998년 

5.3년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6.1년으로 증가했다. 

Ÿ 또한,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004년 69개월에서 2010년 77개월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

는 96개월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정규직 가운데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 비중은 2004년 

28.5%에서 2021년 17.7%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비중은 47.6%

에서 62.2%로 크게 늘어나 고용안정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령별 노동시장 현황

l 지금까지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하락

하며,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심화되어왔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질을 낮춤

으로써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특히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20대가 경험하는 노동시장 조건은 

지금 50대의 노동시장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는 물론이고, 50대가 20대였던 과거와 비교해보

기업규모별 1993 1998 2000 2010 2020
5~9인 - - 4.0 4.5 5.3
10~29인 3.1 4.8 4.6 4.8 5.5
30~99인 3.8 5.3 5.1 5.7 6.1
100~299인 4.8 6.1 6.1 7.0 7.2
300~499인 5.5 7.0 7.8 8.1 8.5
500인이상 6.4 8.1 8.5 9.0 11.1

출처: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근로자의 근속년수 및 근로시간(성/사업체규모/연령별)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표 9> 기업규모별 평균근속년수 추이

(단위: 년)

구분
2004 2010 2015 2021

정규직
비정규

직
정규직

비정규

직
정규직

비정규

직
정규직

비정규

직

평균 근속기간(개월) 69 24 77 24 88 28 96 29

근속

기간

별

1년 미만 28.5 58.1 26.2 59.6 20.7 56.8 17.7 55.5
1~3년 미만 23.9 22.8 21.4 21.1 21.1 20.5 20.2 21.6
3년 이상 47.6 19.1 52.4 19.4 58.2 22.6 62.2 22.8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평균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

<표 10> 고용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추이

(단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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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현저히 열악해졌다. 

l 청년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기에 있다. 그런데 최근 청년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자체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면서, 양적 측면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Ÿ 2020년 기준 20~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1990년 기준 65.3%에 비해 하락했으며, 이

러한 변화는 같은 기간 30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과 대조적

이다. 특히, 2020년 기준 50~5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76.6%로 20대 경제활동참가율 61.2%와 

큰 격차를 보인다.

Ÿ 2020년 기준 20~29세의 고용률은 55.7%로, 1990년 기준 62.1%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이

는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추세와 유사한데, 현재의 50대가 20대였던 1990년에 

비해 현재 20대의 고용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현재 50대의 

고용상황과 비교하더라도 20대의 고용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2020년 기준 50~59세 고용률

은 74.3%로, 20~29세 고용률(55.7%)에 비해 현저히 높다. 법정 정년 이후인 60세 이상의 고

용률은 20~29세 고용률보다는 낮지만, 1990년 기준 35.5%에서 2020년 기준 42.4%로, 전 연

령층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구분

1990 1998 2000 2010 2020
취업

자 수

고용

률

취업

자 수

고용

률

취업

자 수

고용

률

취업

자 수

고용

률

취업

자 수

고용

률
계 18,085 58.6 19,938 56.4 21,173 58.5 24,033 58.9 26,904 60.1

15~19세 580 13.2 331 8.3 388 10.3 207 6.1 162 6.6
20~29세 4,442 62.1 4,401 57.4 4,493 60.2 3,724 58.4 3,601 55.7
30~39세 5,060 74.4 6,018 70.9 6,145 72.5 5,920 72.0 5,364 75.3
40~49세 3,910 77.8 4,644 74.6 5,285 76.5 6,655 77.9 6,346 77.1
50~59세 2,816 71.6 2,786 66.4 2,902 66.5 4,789 70.9 6,356 74.3

<표 12>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1990 1998 2000 2010 2020

경제활

동인구 

경제활

동참가

율 

경제활

동인구 

경제활

동참가

율 

경제활

동인구 

경제활

동참가

율 

경제활

동인구 

경제활

동참가

율 

경제활

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

율

계 18,539 60.0 21,428 60.6 22,151 61.2 24,956 61.1 28,012 62.5

15~19세 639 14.6 418 10.5 453 12.0 234 7.0 178 7.2
20~29세 4,673 65.3 4,969 64.8 4,857 65.0 4,034 63.3 3,955 61.2
30~39세 5,142 75.6 6,382 75.2 6,376 75.2 6,138 74.7 5,558 78.0
40~49세 3,959 78.8 4,917 79.0 5,475 79.2 6,824 79.8 6,510 79.1
50~59세 2,846 72.4 2,941 70.1 2,999 68.8 4,909 72.7 6,548 76.6
60세 이상 1,282 35.6 1,801 37.6 1,991 38.2 2,818 37.2 5,264 44.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주: 위 표의 1990년, 1998년 자료는 구직기간 1주기준, 2000년, 2010년, 2020년 자료는 구직기간 4주기준 자료로 시계

     열의 단절이 존재함. 그럼에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당 자료들을 조합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둠. 

<표 11>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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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더욱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해온 반면, 50·60대 취업자 비중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까지만 해도 

50·60대에 비해 더 높았던 20대 취업자 비중은 2008년 16.6%로 하락하여 같은 기간 50대 

취업자 비중(17.9%)보다 낮아졌다. 2016년에 이르러 20대 취업자 비중은 13.9%로 하락하여 

같은 기간 60대 이상 취업자 비중(14.6%)보다도 낮아져, 전체 취업자에 있어서 연령별 비중

이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Ÿ 2020년 기준 20~29세의 실업률은 9.0%에 달하는데, 이는 1990년 기준 20~29세 실업률(4.9%)

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한편, 2020년 기준 50대의 실업률은 2.9%로, 20대의 실업

률보다 훨씬 양호하다.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20대 고용상황은 현재의 50대가 20대였을 때는 물론이고, 50대의 현재 고용상황에 비해서

도 훨씬 더 열악하다는 점을 다시금 알 수 있다.

Ÿ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주당 36시간 이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식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아직 원서를 내지 않은 공무원 시험 준비자 등을 실업자에 포함하여 산출한 청년(15~29세) 

확장실업률은 2015년 21.9%에 이르고,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0년에는 무려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1,277 35.5 1,757 36.7 1,961 37.6 2,739 36.2 5,076 42.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주: 위 표의 1990년, 1998년 자료는 구직기간 1주기준, 2000년, 2010년, 2020년 자료는 구직기간 4주기준 자료로 시계

     열의 단절이 존재함. 그럼에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당 자료들을 조합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둠. 

구분
1990 1998 2000 2010 2020

실업

자 수

실업

률

실업

자 수

실업

률

실업

자 수

실업

률

실업

자 수

실업

률

실업

자 수

실업

률
계 454 2.4 1,490 7.0 978 4.4 924 3.7 1,108 4.0

15~19세 59 9.2 87 20.8 66 14.5 28 11.9 16 8.7
20~29세 231 4.9 568 11.4 364 7.5 311 7.7 355 9.0
30~39세 83 1.6 364 5.7 232 3.6 218 3.5 195 3.5
40~49세 48 1.2 273 5.5 190 3.5 168 2.5 164 2.5
50~59세 30 1.1 155 5.3 97 3.2 120 2.5 191 2.9
60세이상 5 0.4 44 2.4 30 1.5 79 2.8 188 3.6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주: 위 표의 1990년, 1998년 자료는 구직기간 1주기준, 2000년, 2010년, 2020년 자료는 구직기간 4주기준 자료로 시

     계열의 단절이 존재함. 그럼에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당 자료들을 조합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

     둠. 

<표 13>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청년 확장실업률 21.9 22.1 22.7 22.8 22.9 25.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보조지표(청년층, 15~29세)

  주: 1) 확장실업률(광의의 실업률,%)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

        인구 × 100

     2)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표 14> 청년(15~29세) 확장실업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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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편,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고용의 양적 부진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하락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김유빈·최충, 2017). 이전과 달리, 최근 청년들은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이 되거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었다. 또한, 20대의 근속년수가 이전에 비해 

더 짧아진 것으로 나타나 청년 일자리에 있어 고용안정성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Ÿ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9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9.6%에서 2018년 32.3%로 증가한 반면, 50~5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40.0%에서 2018년 34.0%로 감소했다. 과거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

를 새롭게 포함하여 산정한 2019년 이후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

규직 비중은 38.3%에 달하여 50~59세의 비정규직 비중(35.5%)을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지속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비정규직의 증가 추세가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켰음을 시사한다.

Ÿ 25~29세 월급여액을 100이라고 하였을 때, 25~29세 월급여액 대비 50~54세의 월급여액은 

1993년 127.7%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14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 월급

여액 대비 55~59세의 월급여액 역시 1993년 118.0%에서 2020년 132.8%로 증가하였다. 이는 

50대의 임금 대비 25~29세의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음을 보여준다.

        자

     3) 잠재경제활동인구: ①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  

        지 않은 자(잠재취업가능자)와 ②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잠재구직자)의 합계

     4) 확장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계 

구분
2003 2010 2018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계 14,195 4,622 (32.6) 17,189 5,715 (33.2) 20,045 6,614 (33.0)

15~19세 267 167  (62.5) 214 149  (69.6) 204 151  (74.0)
20~29세 3,857 1,143 (29.6) 3,424 1,064 (31.1) 3,478 1,124 (32.3)
30~39세 4,351 1,144 (26.3) 4,823 1,130 (23.4) 4,717 992  (21.0)
40~49세 3,400 1,061 (31.2) 4,612 1,372 (29.7) 4,970 1,255 (25.3)
50~59세 1,632 653  (40.0) 2,854 1,121 (39.3) 4,247 1,444 (34.0)
60세이상 688 453  (65.8) 1,262 879  (69.7) 2,430 1,649 (67.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표 15>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분포

(단위: 천명, %)

연령계층별 1993 2000 2010 2020
19세 이하 59.7 66.4 55.5 60.2
20~24세 72.8 77.3 77.5 81.9
25~29세 100.0 100.0 100.0 100.0
30~34세 122.0 126.3 123.6 116.8
35~39세 133.0 143.3 141.9 133.5
40~44세 136.4 146.4 149.2 144.3
45~49세 134.7 144.6 150.5 147.7

<표 16> 25~29세 대비 연령계층별 월급여액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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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청년의 저임금 근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년의 첫 일자리 월평균 임

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2/3 이상이 월 200만원 미

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9세 가운데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2017년 54.2%에서 2019년 45.3%, 2021년 36.4%로 점차 감소했지만, 월평균 

임금이 150~2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2017년 29.7%, 2019년 34.1%, 2021년 37.0%로 크

게 증가하여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73.3%로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

났다.

Ÿ 20~24세와 25~29세의 근속년수는 1993년 각각 1.6년, 2.5년에서 1998년 2.2년, 3.3년까지 증

가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 계속해서 감소하여 2020년 기준 각각 1.4년, 2.3년에 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7. 05 2019. 05 2021. 05

근로자 수 비율 근로자 수 비율 근로자 수 비율
계 4,101 100.0 4,168 100.0 4,056 100.0 

50만원 미만 140 3.4 214 5.1 183 4.5 
50~100만원 미만 546 13.3 522 12.5 481 11.8
100~150만원 미만 1,537 37.5 1,156 27.7 812 20.0 
150~200만원 미만 1,216 29.7 1,421 34.1 1,501 37.0 
200~300만원 미만 569 13.9 755 18.1 939 23.2 
300만원 이상 93 2.3 101 2.4 140 3.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

<표 17>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15~29세)

(단위: 천명, %)

50~54세 127.7 136.7 145.9 144.7
55~59세 118.0 123.1 131.9 132.8
60세 이상 113.8 109.1 101.4 104.7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산업, 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주: 1)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

      2) 25~29세 대비 연령계층별 월급여액 비율 = (각 연령계층 월급여액 ÷ 25~29세 월급여액) × 100. 

      3) 근로자 수 기준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으로 인해 자료 간에 시계열적 단절이 존재함. 그럼에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자료들을 조합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둠. 

1993년 1998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4세 1.6 2.2 1.7 1.3 1.4
25~29세 2.5 3.3 2.9 2.4 2.3
30~34세 4.4 5.2 4.8 4.4 4.0
35~39세 6.1 7.3 6.8 6.3 6.1
40~44세 7.5 9.0 8.2 8.1 7.9
45~49세 8.1 10.0 9.3 9.6 9.3
50~54세 8.0 10.1 9.5 10.6 10.7
55~59세 6.6 8.1 7.5 9.0 10.8
60세이상 5.1 6.3 6.2 5.8 6.3

출처: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근로자의 근속년수 및 근로시간(성/사업체규모/연령별).

<표 18> 연령별 평균근속년수 추이

(단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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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후 상술하겠지만, 청년의 일자리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보다 양질의 일자리인 공

공부문에 취업하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2021년 경제

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9.1%인 85.9만명

이 취업시험 준비자이며, 이 중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의 비율이 32.4%로 나타났

다. 즉, 현재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10명 중 약 3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다. 한편, 대표적인 전문직 진입 통로인 법학적성시험(LEET)과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EET)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17년 LEET 지원자 수가 8,838명을 기록

한 이후 계속해서 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22학년도 LEET 시험 지원자는 1만 3,95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4) 또한, 한국약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2학년도 PEET 지원자 수

는 1만 5,7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현재 

많은 청년들은 긴 취업 준비 기간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른바 취업 재수까지 일어나고 있

다. 

l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악화는 주로 20대 청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

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그 결과, 청년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장기적으로 노동 이력을 

밟아나가는 전 과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의 50대가 20

대였던 1990년대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심각하다. 

4)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역대 최다...“코로나에 갈 곳이 없다”“. 더 중앙. 2021. 6. 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4798#home  
5) “PEET 응시자 전년대비 5.4% 감소... 1만5730명 지원”. 데일리팜. 2021. 6. 30.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7970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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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 간 불균형 문제

l 전술했듯,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저하되면서 그 여파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대기업·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악화된 노동시장 상황은 지금까지

도 지속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이나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어 현재의 20대가 경험하는 

노동시장 조건은 현재의 50대가 20대였던 1990년 노동시장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양

적·질적 차원에서 매우 열악해졌다. 즉, 최근 청년들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노동환경에

서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질 낮은 고용조건을 경험하며, 낮은 근로소득을 감내해야 하는 상

황에 놓여있다. 이에 더해, 복지비용 부담까지 갈수록 늘어나면서 많은 청년들은 현재의 근

로소득이 줄어드는 한편 미래의 부담은 늘어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l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가 다양하게 노

정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노동시장 진입(취업)의 문제와 임금구조의 문제,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

는 복지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짚어보고자 한다. 

1. 노동시장 진입의 문제

l 앞서 살펴보았듯, 2020년 20~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1990년(65.3%)에 비해 하락하였

고, 2020년 20~29세 고용률 역시 55.7%로 1990년(62.1%)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이 과정에

서, 전체 취업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50·60대에 비해 낮아지면서 취업자 비중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한편, 2020년 청년(20~29세)의 실업률은 9.0%로 전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높은데, 이는 1990년 4.9%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l 이처럼 현재 많은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 비

해 매우 심각해졌다. 그런데 IF REPORT 2019-7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

다”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정년연장 논의는 청년층에 대한 신규채용

을 위축시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Ÿ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고령 노동의 활용을 촉진하고, 은퇴 이후 고령층의 소득절벽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었고, 해

당 제도는 사업규모에 따라 2016년 혹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Ÿ 그러나 중·장년층의 고용과 청년층 고용 간에 존재하는 대체관계로 인해 정년연장은 청년

층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찬영 외(2011)에 따르면,“2005년 이후 

50대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68.1%→70.9%) 20대 고용률은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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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특히 2007~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동안 50대 고용률이 1% 증가하면 20대 고용률

이 0.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철승, 2020에서 재인용). 

Ÿ 정년연장이 청년의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한요셉(2019)의 연구에 따르면, 민

간부문에서 정년연장이 고령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제할 때, 1명의 고령자 

고용이 이루어지면 약 0.2명의 청년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즉, 정년연장을 통해 

장년 장기근속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은 기업의 높은 인건비 부담을 유발함으로써 청년층 

신규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l 더욱이,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고용상황을 실질적으로 개

선하는 데에도 한계가 노정된다. 그 이유는 정년연장이 대기업 생산직, 금융권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혜택이 일부 양질의 일자리에 집중되거나 오히려 조기 은

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Ÿ IF REPORT 2019-7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에서 지적했듯이, 정년

연장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보유한 이들로 국한”된다. 2018년 기준 정년제도 운용기업의 비중은 기업 규모

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3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중소기업)은 약 20%만 정

년제도를 운용하는 반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대기업)은 90% 이상 정년제도를 운용

하고 있다.6) 또한, 석재은·이기주(2016)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 세대 정규직이 50대가 되는 

2014년에도 여전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공공기관의 경우 80%를 상회하는 반면, 

민간기업 종사자의 경우 30~40%대에 그치고 있다.7) 이에 따라 정년연장에 따른 혜택이 대

기업·공공기관에 주로 집중되며, 대다수의 중소기업 종사자 등은 정년연장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Ÿ 한편, 남재량(2018)은 많은 기업들이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년연장을 하게 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정년연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업들이 고용을 조기에 감축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 수 있는데, 실제 

분석결과 정년연장법이 입법된 후 적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고용이 줄어들었

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한요셉(2020)은 “정년연장의 대상이 되는 출생코호트에서 연

장된 정년 이후의 고용률이나 임금 근로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

인되었지만, 제도 공표 이후 시행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임금근로 확률이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되어, 정년연장으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고령 고용 감소 

효과 또한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년연장으로 인해 오히려 조기 퇴

직자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l 고령층의 고용을 늘리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된 정년연장은 양질의 일자리에 있어서 

청년세대의 신규채용을 위축시켜 노동시장의 세대 간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

6) “60세 정년 의무화 2년...대기업 정년 더욱 탄탄해져”. 대한금융신문. 2018. 11. 22.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34 
7) 김기식·김은지. 2020.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 IF REPORT 2019-07. 더미래연구소.에서 재인용.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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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점한 일부 기성세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조기은퇴를 유발함으로써 

고령층의 고용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청년층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년 이후 고령층에는 그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해나감으로써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2. 임금체계의 문제

l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또 다른 요소로 연공급이 있다. 연공급은 근속기간

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체계이다.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연공급이 공

공부문의 일부 직종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연공

급을 주된 임금체계로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본형 직무급’이라고 불리는 역할급 형태

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기 일본의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에 영향을 받아 연공급

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이영면 외, 2017), 이제는 서구는 물론이고 일본마저도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탈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l 우리나라에서 연공급은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에 널리 확대되었고, 이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일자리의 양적 팽창이 거듭되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이 열려있던 상황에서, 연공급은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

하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외환위

기 이후에는 연봉제를 포함한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연공급은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작동하고 있다(최영기 외, 2016). 

Ÿ 연공급은 장기고용을 전제로 근로 생애 전반기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다가, 근속

년수가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 생애 후반기에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

금을 받도록 하는 임금체계이다. 이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누적된 임금과 생애생산성 간

에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는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임금의 필요를 충족하고, 노동

자의 장기근로 유인을 창출하는 데 유용하다(황수경, 2005; 권현지, 함선유, 2017; 정승국, 

2020). 

l 그런데 최근에는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장기근속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기술변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근속기간 누적에 

따른 숙련 향상이 곧 생산성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다(이영면 외, 2017). 즉, 기술의 변

화와 자동화는 근속기간과 숙련도,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연공급 기

반의 임금체계는 폐쇄적인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한 공공부문, 대기업, 금융권에서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내부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Ÿ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급속한 기술변화가 일어나면 근속기간에 따른 숙련 향상은 시장

가치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이영면 외, 2017). 특히,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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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도의 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산업에서는 숙련도와 생산성에 있어 근속기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습득 및 활용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심지어 제조업 부문에서조차 자동

화가 진전되면서 근속기간과 숙련도의 상관관계는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연공급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단계, 고도성장기에 보였던 것과 같은 정당성을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Ÿ 그럼에도 연공급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임금체계이며,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 

유노조 제조업 사업장과 같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비교적 견고한 영역에서 주로 적용되

면서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1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서는 기본급 결정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영세중소사업장들이 상당하

다.8) 이러한 상황에서, 연공급으로 인해 대기업, 공공부문, 유노조 제조업 사업장과 그 밖

의 사업장 간의 임금 격차가 커지게 된다. 나아가, 연공급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

도, 기업규모에 따라 초임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별 임금격차는 매우 크다. 

Ÿ 이철승 외(2020)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연공급에 기반한 임금상승분에 따른 비용이 하

청업체 등에 전가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 간 임금 불평등 확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고 지적하였다. 

l 그런데 연공급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 뿐만 아니라, 세대 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노동인

력의 고령화로 기업 내에서 근속기간이 긴 중장년층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연공급 기반의 임금

체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청년의 신규고용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일

으키고 있다(이영면 외, 2017).

Ÿ 이철승 외(2020)가 사업체패널조사에 기반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5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은 2005년 11.8%에서 2013년 20%로 급증한 반면, 30대 이하 근로자 비율은 

2005년 27.4%에서 15%로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에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연공급을 기반으로 2000년대에 들어 임금수준

이 계속해서 인상된 것과 궤를 같이 하며, 이에 따른 혜택이 50대 근로자에게 집중되었고, 

기업의 비용부담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을 줄이

거나 동결하고,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Ÿ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임금의 연공성은 2010년 대비 3.43에서 2014년 3.72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한국노동연구원(2015)에 따르면, 최초 입직 근로자 대비 30년 후 임금배율

이 3.3배로, 일본(2.4배)과 서유럽(1.7배)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이철승 외, 2020 재

인용). 이는 중장년 근로자 한 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청년 근로자 3명을 고

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맞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는 청년에 대한 신규채용을 더욱 

8) 노광표. 2017. 「노동의 대안적 임금정책」. 『2017년 이후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종합보고서』. 더미래연구소.
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한국의 임금체계 – 진화없는 갈라파고스형 연공급 선진국은 직무, 숙련,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 진화”. 201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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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시킬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l 연공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의 악화는 고용 자체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비교적 인건비 부

담이 낮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신규인력 채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는 결

국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는 청년의 일자리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노

동시장 진입 초기에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연공급의 특성상 많은 청년들이 어렵

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장기근속이 보장되지 

않아 생애소득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청년 노동자에게 

불공정한 임금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Ÿ 2020년 20~29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3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기준 청년의 첫 일자리 근로형태 비중을 살펴보면,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일자리의 비중은 21.5%로 전년대비 1.4%p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근로형태 중 시간제 일자리 비중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

이면서 2017년 16.1%를 기록하였다(김유빈, 최충, 2017). 이렇듯 최근 상당수의 청년 노동자

가 비정규직이거나 기간제·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Ÿ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

시 임금이 200만원 미만의 비중이 73.3%로,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경

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6.2%로 가장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열악

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l 물론, 현재의 중장년층과 고령층 또한 연공급 하에서 취업 초기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당시 고도성장기에서 장기근속이 요구되는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노동시장

에서 연공급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저성장이 

지속되고, 빠르게 산업구조 및 기술이 변화해가면서 연공급은 외부노동시장과 내부노동시장 

간 격차를 강화하고, 기업에게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유발함으로써 청년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l 전술했듯, 경제성장의 둔화 및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로 현재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등에 있

어서 질 나쁜 노동조건에 처할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매우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공급 

기반의 임금체계가 지속된다면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노동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의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임금구조의 직

무급 전환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매우 필요하다.

10)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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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 문제

l 앞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통해 현재 대기업·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내

부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외부노동시장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내부노동시장은 신입사원 채용 등 최하위직에 한정하여 신규인력을 채용

하고, 신규입사자는 기업 내에서 경력을 쌓아 승진을 통해 상향이동하게 되는 곳인 반면, 외

부노동시장은 인력의 진·출입이 잦고, 기업 내부의 승진 및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 곳을 의미한다.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간에는 단순히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이

동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특히 외부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내

부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Ÿ 전병유 외(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4년에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가 1년 후인 2005

년에 300인 이상 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3.5%였던 반면, 2015년에 300인 미만 기업 노

동자가 2016년에 300인 이상 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2%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노동이동이 일어난 비율이 하락하였다. 이 기간 중에 같은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같은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4년 비정

규직이 2005년 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15.6%였고, 2015년 비정규직이 2016년에 정규직

으로 이동한 비율은 4.9%로 크게 하락하였다. 비정규직이 그대로 비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정규직이 정규직을 유지할 확률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는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고, 그 추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질

의 일자리로의 이직 가능성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져 해당 일자리의 폐쇄성이 더욱 강해

졌음을 의미한다. 

l 어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지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받게 되는 임금수준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간 이동가능성의 하락으로 인해 향후 생애 전반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청년들은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나은 일자

리에 진입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자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Ÿ 권혜자·이혜연의 연구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초임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다. 같은 정규직이더라도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초임이 월 305

만 1천원인 반면, 중견기업의 경우 월 245만 2천원, 중소기업의 경우 월 191만 4천원인 것

으로 나타나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1백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정

규직일 경우에는 대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초임이 월 178만 8천원 수준이며, 중소기업에 취

업하는 경우에는 138만원 수준까지 하락한다(조귀동, 2020에서 재인용). 

Ÿ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는지는 현재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노동시장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속연수와 그에 따른 임금상승률의 차이로 인해 기업규모에 

따른 초임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양준석의 연구에 따르면, 근속연

수가 1년 증가할 때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의 경우 3.2%, 중소기업(100인 이상)의 경우 2.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근속연수 10년이 되면 초임 대비 대기업 직원은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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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은 31.8% 오른 급여를 받고, 근속연수 20년이 되면 초임 대비 대기업 직원은 

87.8%, 중소기업은 73.7% 오른 급여를 받게 된다(조귀동, 2020에서 재인용). 

Ÿ 이병희(2011)는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청년층에게 있어

서 “근로 생애 초기에 비정규직에 종사한 경력이 누적될수록 그것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최근 청년들은 보다 나은 일

자리로 진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며, 장기실업자가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중퇴) 후 첫 취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적으로 10.1개월이며, 첫 취업까지 소요기간이 3

년 이상인 장기실업자가 32만 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천명 늘었다. 이렇듯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그만큼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Ÿ 또한,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약 51%가 

비경제활동인구이며,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9.1%인 85.9만 명이 취업시험 준비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의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일자리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처음 진입한 노동시장의 질이 이후의 노동시장 

지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더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

해 스스로 취업을 유예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이승윤, 2019).

l 노동시장 내 취업의 경직성은 대기업을 비롯한 내부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 공개채용 방식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

한 바 크다. 대기업들은 주로 대규모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해왔는데, 

이때 채용된 사람들은 연공급에 기반한 보상 및 승진체계를 통해 기업 내에서 상층부로 이동

하며, 일종의 ‘순혈주의’를 형성하게 된다. 최근 들어 경력직 채용이 이전보다 확대되었으

나, 여전히 신입직 채용이 신규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Ÿ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05년 전국 100인 이상 1,4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인

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에 따르면, 신규인력 채용근로자 중 신입직은 71.6%, 경력직은 

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전국 100인 이상 258개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채용 근로자 중 신입직은 69.1%, 경력직은 3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Ÿ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2분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을 수립한 기업 137곳 가운데 62.4%는 신입사원을, 나머지 37.6%는 

경력사원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신입사원은 공개채용으로 62.7%, 수시채

용으로 37.3%를 선발할 계획이며, 경력직원은 공개채용으로 19.7%, 수시채용으로 80.3%를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아직까지 신입사원 채용의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

도 공개채용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Ÿ 그러나 최근에는 특히 IT 기업을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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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1년 2분기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137곳을 직군별로 살펴본 결과, IT 기업의 경력

직 채용 비율이 71.4%로, 신규채용에 비해 경력직 채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른 직군

에 비해서도 경력직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경

우 2020년 전체 신규채용 인원 중 경력직 수시채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11) 

l 앞서,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이 점차 하락하면서 처음에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는지

에 따라 노동이력이 일정하게 틀 지워지게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낮은 

이동가능성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간 분절성을 강화해왔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아직까지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중

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과 맞물려,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더라도 보다 나은 일자리

에 진입하고자 노력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소위 취업재수와 같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뒤 경력을 쌓아 보다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만 한다. 이를 위해 경력직 채용을 더욱 확대하

고 내부노동시장의 입직구가 기업 내 위계 중간수준이나 그 이상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4. 복지비용 부담의 문제

l 앞서 살펴보았듯, 실업률 증가, 정규직·대기업 일자리의 감소, 임금격차의 확대 등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노동시장 진입, 임금체계,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의 측면에서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현재의 50대가 20대였을 때보다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청년의 경

제적 기반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l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의 복지비용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문제와 마

찬가지로 지금의 50대가 20대였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즉, 50대가 부담해왔고,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복지비용에 비해 현재 20대가 부담하고, 앞으로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이 훨씬 

더 큰 것이다. 고령층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기 이전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조세부담이 적었던 반면, 현재에는 이전보다 발전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청년층은 근로시기 초기부터 세금 및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복지비용 부담 수준이 매우 크다(이혜림, 2012).

Ÿ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1990년 2.6%에 비해 약 4.7배 

증가하였다. 이는 2019년 OECD 평균인 20.0%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증가속도에 있어

서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이다. 이처럼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부담률(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90년 18.4%에서 2019

년 27.4%로 증가했다(이윤경, 2021). 

11) “네이버·카카오, 수시채용은 기본...인재확보 위해 스타트업 통째 인수”. 한경. 2021.2.2.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202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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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혜림(2012)의 2011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30대와 40대의 경우 조세·사회보장 부담이 사

회보장혜택보다 컸는데, 30대는 순부담이 1억 90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40대는 620만원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와 60대의 경우 복지비용 부담보다 혜택이 더 

컸는데, 50대의 경우 순혜택이 7,900만원, 60세 이상은 2억 1,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증가속도에 있어서, 30대의 부담 증가폭은 1990~2011년 사이 약 13배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그다음으로 40~50대가 5.2배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부담 증가폭은 2.5배

로 타연령층에 비해 서서히 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부담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에 있어서도 30대의 부담이 크게 증

가하였는데, 1990~2011년 사이 30대의 부담이 27배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40~50대가 12

배, 60대 이상의 부담은 5배가량 증가하였다. 

Ÿ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복지제도가 발전하면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그에 따른 국민부

담률 수준이 점차 늘어났으며, 특히 그러한 부담은 청년의 복지비용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고령화 및 출생률저하 속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상

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복지비용 부담을 짊어지게 될 부양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주로 복지혜택을 받게 될 고령층 인구는 크게 늘면서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복지혜택 수급

기간 또한 길어져 복지비용 규모 자체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

려할 때, 고령층은 부담한 비용에 비해 수급하는 혜택이 훨씬 큰 반면, 청년들은 수급하는 

혜택에 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는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에 따라, 청년들의 복지비용 부담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수는 1990년 7.4명에서 2000년 10.1명, 2010년 14.8명, 2020년 

21.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67년에는 102.4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12)

l 이렇듯, 현재 사회복지 비용 부담과 혜택 수급에 있어서 나타나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로 인

해, 청년들은 적은 사회보장 혜택에도 불구하고, 높은 복지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IF 

12)‘청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시대 다가와... 연금 보험료 3배 뛸수도. 동아닷컴. 2021. 1. 1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12/104874917/1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7

노년부양비 7.4 10.1 14.8 21.7 38.2 60.1 77.6 102.4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2067), 국가승인통계 제10133호」. 2019.03.28. 공표.

    *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에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

추계를 공표.

  주: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

    *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100

<표 19> 연도별 노년부양비

(단위: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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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2019-7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 복

지비용 부담에 있어 세대 간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 제도가 있다. 국

민연금 제도는 저부담 고급여 방식에 따라 운영되면서 청년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의 열악한 노동시장 문제와 맞물려 세대 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Ÿ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근로시기에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액과 기금운

영 수익금 등에 기반해 급여를 수령하는 적립식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통의 적립식 

연금체계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운영수익을 더

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급여를 받게 되는 저부담 고급여 방식을 따른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13) 이에 따라, 국민연금

에 먼저 가입한 세대는 나중에 가입한 세대보다 낮은 기여로 더 높은 급여를 수급하게 되

며, 나중에 가입한 세대는 먼저 가입한 세대의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박길성, 2011). 

Ÿ 이러한 부분적립방식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많을 때는 보험료가 적

립되지만, 수급자와 지급액 규모가 커지면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

하고, 수지적자를 적립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IF REPORT 2019-7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에서도 지적했듯,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결국 기금 고갈이 일어나 

미래 세대의 부담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Ÿ 박명호 외(2020)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재정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2038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최대 수준인 1,344.6조원(불변가격 1,072조원)에 달한 뒤, 점차 감소하여 2055년 소

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안’에서 제시한 적립금 소진시기인 2057년에서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l 게다가, 국민연금 재정조달 방식을 기존의 부분적립방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청

년층과 그 이후 미래세대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식은 적립금을 보유

하지 않고, 당해년도에 필요한 지출을 그해 가입자에게 부과하여 충당하는 방식이다. 현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될 경우 청년들의 복지비용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Ÿ IF REPORT 2019-7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에 따르면, 서구에서 부

과식 전환이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등

으로 노동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생산가능인구 7명이 1명을 부양하는 피라미

드형 인구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수는 2020년 기준 21.7명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생산가능인

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부

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청년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3) 김기식·김은지. 2020.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 IF REPORT 2019-07. 더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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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박명호 외(2020)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조달 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50년 22.5%, 2060년 31.0%, 2080년 35.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약 1/3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 앞서, 노동시장 진입, 임금체계,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의 측면에서 세대 간 불균형이 발생

하며, 청년의 일자리가 특히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노동시장에서의 세대 간 불

균형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근로소득을 얻는 데 난점으로 작용하며,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

반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더 큰 복지비용까지 부담해

야 하며, 그 수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금의 청년뿐만 아니라 이후의 미

래세대를 위해서 앞서 지적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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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언

l 기성세대는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시기에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에서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장

받았다. 또한, 취업 초기에는 복지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비교적 낮은 복지비용을 부담했던 

반면, 은퇴시기인 현재는 복지제도의 확대로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성세대의 상황은 청년세대가 만성화된 저성장 추세 속에서 여러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노동시장 조건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을 경험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비정규직, 저임금 등의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청년

의 일자리 문제는 앞서 살펴본 노동시장의 진입, 임금체계,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의 측면

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로 집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갈수록 복지비용 부담의 세대 간 불균형이 커지면서 청

년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경제적 기반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l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산업화, 고도성장기에 축적된 기성세대 자산의 본격적인 세대 

이전이 일어나면서 청년세대 내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IF REPORT 2020-1 

“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에서 밝힌 바 있듯이, 산업화 과정에서 큰 혜택을 누리고 그에 기반해 자산을 축적해온 기성

세대를 중심으로 증여·상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기성세대의 기득권이 청

년세대 내 일부 계층의 기득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일부 부유층 자녀를 제외

한 대다수의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며 과

도한 복지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마저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l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채용구조, 임금체계, 복지비용부담 구

조를 재설계해나감으로써 청년의 근로소득을 높이고, 자립적인 경제 기반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년연장 대신 청년의 신규채용을 확대

하고,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직 채용을 확대해나가는 방안, 직무급 중

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정년 연장이 아닌 청년의 신규채용 확대

l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년연장은 심각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현행 정년 60세를 65세까지 늘리자는 논의를 지속적

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2023년부터 기존 62세에서 63

세로 높아지고,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33년이면 수급개시가 65년으로 늦춰

짐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시기와 국민연금 수급시기 사이에 소득절벽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서 촉발된 것이다. 하지만 IF REPORT 2019-7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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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 “청년고용과 대체관계에 놓인 일부 일자리의 고용기간을 연장

하기보다는, 청년과 경쟁관계에 놓이지 않으면서도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

으로”14) 고령층의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층을 위해서는 육체

적 부담이 크지 않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을 새롭게 창출해나가야 할 것이며, 양질의 정

규직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Ÿ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제출받은 근로형태별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 자

료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시니어 촉탁제도를 확대·운영한다

는 합의를 한 이후 2018년부터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왔으며, 그 수가 매년 생산직 

신규채용 규모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 생산직 정년퇴직자 2,003

명 중 73%인 1,475명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는데, 이는 신규채용 규모인 102명의 14배를 

넘는 규모이다.15) 이처럼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기존보다 정년이 

더 연장될 경우, 청년의 신규고용은 더욱 위축될 위험이 크다. 

2. 임금체계 개편 - 직무급 도입

l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기술 및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연공급의 유용성과 정당성

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연공급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임금체계로 계속해서 

작동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대표적으로 연공급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

금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인력구조

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근속기간이 긴 노동자들이 기업 내에 누적되었는데, 연공급에 기반한 

임금체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청년의 신규고용을 위축시키거나 신규채용

이 이루어지는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청년의 신규진입 일자리의 질을 낮추는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더 이상 장기적으로 생애소득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근속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연

공급은 불공정한 보상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연공급으로 인한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다. 

l 근속기간 등 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결정되는 연공급과 달리, 직무급은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통해 도출한 직무가치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기본급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이

다. 이는 동일한 직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equal pay for equal job)을 지급한다는 원칙에 입

각한 것이다.16) 따라서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해나간다면, 기업규모와 고용형태

가 아니라, 직무 내용 및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며, 이는 오랜 기간에 걸

14) 김기식·김은지. 2019.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 IF REPORT 2019-07. 더미래연구소.
15) “[단독]생산직 3만 현대차, 신규채용 100명뿐…노사담합에 막혔다”. 더중앙. 2021.10.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7925#home 
16) 최영기, 정진호, 김동배, 이영면, 정승국, 황선자, 하상우, 엄대섭, 심원보, 강기룡, 구미현. 2016. 『2015 임금보고

서: 임금체계의 이해: 역사와 통계조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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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고착화되어온 임금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무급 도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Ÿ 직무급은 많은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임금체계이다.17) IF REPORT 2019-5 “비정

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에서 밝혔듯이,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차별 금지를 입법지침 및 특별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차별 

판단의 준거점이 되는 ‘비교가능한 정규직 노동자’의 범위 및 차별의 사유가 되는 ‘합

리적 이유’를 직무를 기준으로 한 산업·업종별 표준화된 임금체계를 바탕으로 비교적 명

확하게 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임금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Ÿ 그중에서도, 독일은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립된 대표적인 나라이다. 산별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등급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직무와 숙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무는 화이트칼라 사업장의 93.5%, 블루칼라 사업장의 79.4%에서 임금등급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18) 

l 뿐만 아니라, 직무급 도입은 기업 내 고령화된 인력구조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

함으로써 청년의 신규채용을 늘리고,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Ÿ 최근 많은 청년들이 연공급 기반의 보상체계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20·30대를 중심으로 한 현대자동차 연구·사무직 노조 출범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대

자동차 연구·사무직 노조는 근속기간이 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과 권한을 주는 기존

의 연공급제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한 인사평가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

다.19) 

l IF REPORT 2019-5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에서 밝혔듯이, 직무급

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을 넘어서 산업, 직종별로 표준화된 직무정보 

및 임금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재 일반화돼있는 기업별 교섭 대신 산별교섭을 활성화해

야 한다. 또한, 직무급 도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공공부문을 중

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여 점차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Ÿ 연공급하에서는 기업별로 구체적인 임금항목, 임금수준, 임금상승률 등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급은 근속기간 등의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과 가치를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직종별·산업별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직무평가 기준 및 정보 인

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이에 기반해 기존에 일반화돼있는 기업별 교섭에서 벗어나 초기업

적 임금교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17) 이영면, 강창희, 권현지, 김기선, 박우성, 이상민, 정승국, 구미현. 2017. 『2016 임금보고서: 임금체계 개편의 대안 
모색』.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p.49.

18) 최영기, 정진호, 김동배, 이영면, 정승국, 황선자, 하상우, 엄대섭, 심원보, 강기룡, 구미현. 2016. 『2015 임금보고
서: 임금체계의 이해: 역사와 통계조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9) ““깜깜이 월급 일방적 통지...30년 쌓인 불만 터졌다””. 한겨레. 2021.5.4.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938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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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급을 주된 임금체계로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산업별 수준에서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초기업적 임금협약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산업별 협약에는 임금기본협약과 임금협약이 있는데, 임금기본협약은 직무

의 등급구분과 이에 따라 임금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고, 임금협약은 구

체적인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노조원에게까지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도 일정조건이 충족되

면 단체협약의 유효성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공식적으로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독일 무노조 기업에서도 단체협약의 임금조건과 

근로조건을 존중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산별 단체협약을 통해 임

금 및 근로조건이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20) 

Ÿ 직무급으로의 전환은 노동조건에 있어 중대한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

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 후 민간기업으

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직무

급제 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18곳 공기

업·준정부기관과 3곳 기타공공기관 등 21곳이 직무급을 적용하고 있어, 전체 공공기관 중 

5.8%만이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21)

3.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 제고

l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 

방식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왔다. 그로 인해, 주로 기업 내 최하위직에 한정하여 신규채용이 

이루어졌고, 채용된 인력은 연공급을 비롯한 개별 기업의 보상체계에 기반하여 기업 내 상층

부로 이동하면서 점차 폐쇄적인 내부노동시장이 구축되었다. 최근 들어 기업 내·외부간 이

동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이나 정규직 일자리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되

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의 하락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시

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l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 하락이 야기하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 중심의 경직적인 채용방식에서 탈피하여, 경력직 채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IT 기업을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러한 양상

이 다른 직종에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만약 양질의 일자리에서 경력직 채용이 활성화되어 

노동시장 내 상층 이동가능성이 제고된다면, 첫 일자리가 생애 전반의 일자리 질을 결정하는 

경향이 약화될 것이며, 이는 청년으로 하여금 보다 장기적으로 자신의 생애 노동 이력을 설

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 이장원, 전명숙, 조강윤. 2014. 『격차축소를 위한 임금정책: 노사정 연대임금정책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1) “文 공약 직무급, 340개 공공기관 중 5.8%만 도입”. 서울경제. 2021.9.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DX02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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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편,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

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업규모에 따른 일자리의 질적 

격차가 심각하고, 그러한 격차는 이후의 노동 생애 전반에 걸쳐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입

직하더라도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전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중소기업

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나 만성적인 인력난

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Ÿ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미

만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전체 구인인원 중 미충원 인원 비중)은 12.6%에 달하는 반면, 대기

업의 미충원율은 4.6%로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가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2)

l 다만, 중소기업에서는 신규채용이 늘고, 대기업에서는 경력직 채용이 확대된다면, 중소기업

의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직 외(2018)에 따르면, “중

소기업이 좋은 일자리 여건을 제공할 경우, 대졸자들이 졸업 후 짧은 기간 안에 중소기업에 

진입하고, 대기업 진입자와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킴으로써 인력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라지고, 중소기업의 적정한 이윤 확보가 이루어짐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향

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을 증대해나가는 과정은 결국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질 또한 개선해나가는 선순환적 과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

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중소기업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Ÿ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중소기업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선순환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인력 유출 문제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은 앞서 살펴본 직무급 도입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업규모가 아니라, 직무의 내

용과 가치 등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된다면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인력 미스매치? 중소기업 미충원율, 대기업의 3배”. 더중앙. 2017.8.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7010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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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l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세대의 복지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성세대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세대 간 복지비용 부담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IF REPORT 2019-7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에

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에 있어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지금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개선

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는 기금고갈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근로하고 있는 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l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2월 보건복지

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8월에는 경제사회노동위

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사회적 합의에 도달

하지 못하였다. 

Ÿ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통해 4가지 국민

연금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기존과 같이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2028년

까지 40%로 낮추는 ‘현행유지’ 방안, 현행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기초

연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이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40%

에서 50%로 높이는 대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두 가지 ‘노후소득보장 강

화’ 방안이 제시되었다(원시연, 2019). 그러나 IF REPORT 2019-7 “고용 및 복지정책, 세

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에서 지적했듯이, 현행유지 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기존과 

같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유지하므로 청년의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2가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

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일 뿐,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그리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높아진 소득대체율로 인해 기금소진시점에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Ÿ 2019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

회’에서는 3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중 2가지 방안은 앞서 “제4

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시된 현행유지 방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5%로 인상하는 노후소득 보장강화 방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였다.

l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복수 방안들이 발표된 이후, 관련 논의가 진척되거나 실질적으로 국민

연금 개혁이 추진된 바가 없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질수록 청

년세대의 부담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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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l IF REPORT 2019-7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에서 제안했듯이, 국민연

금 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급격한 보험

료율 인상은 기성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1년에 0.5%p씩 인상하여 10년간 5%p를 인상하는 방안 혹은 1년에 

0.25%p씩, 4년을 주기로 1%p씩 인상하여 20년간 5%p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와 이후의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복지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

이며,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l 지금까지 본고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양적·질적 차원에서 악화시켜온 취업구조, 임금체계,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 복지비용부담에 있어서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았고, 현재 대선후보들 역시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앞다투어 약속하고 있으나, 정작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세대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해왔다. 이제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직

시하고, 앞서 제시한 네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화 시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정책 결정

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청년세대를 넘어 이후의 미래세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 및 복지 문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세대 간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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