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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와 가입 욕구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고용불
안정성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사설학원 강사를 중심
으로 고용불안정성이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와 가입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경력 1년 이상인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고용불안정성,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사회보험 가입 욕구 4가지 척도 
30문항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이며, 최종적으로 215부의 자료를 
SPSS 2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측정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test, ANOVA 분석, 집단 간 유
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와  Dunnett T3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및 가입 욕구에 대한 고용불안정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은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고, 학원 강사가 인지하는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의 안정성이 낮을수록 복지태
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한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인데, 그 이유는 저
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대한 참여가 고임금･안정 일자리로 올라서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생계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둘째,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은 사회보험 가입 욕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
었고, 학원 강사가 인지하는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사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정규직과 같은 근로자로서 
종사상 지위가 사회보험 가입 욕구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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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원 강사의 근로자 종사상 지위가 사회보험 가입 욕
구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로서의 복지와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특히 청년들이 많이 진출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유한 특성을 
가진 한국의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및 가입 욕구
의 관계를 탐구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연구 결과와 함께 사
회복지적 함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원 강사, 고용불안정성,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사회보험 가입 욕구,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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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정리해고, 파견노동의 도입 등 노동
유연화 정책들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균열이 생겨 독립 
자영업자가 늘어났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는 고용하고 있던 대형트럭 기사들을 
해고하는 대신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트럭을 구매하여 회사와 일대일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화물트럭의 기사
나 택배기사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근로계약을 가진 노동자에서 위·수탁계약
을 하는 독립 자영업자로 노동시장 내 지위가 변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대해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부르는 한편, 정부는 2003년 노사정위원
회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
다(정흥준, 2017). 
  한국의 특고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으로 확대되어왔다. 고용인 없이 혼자 일하는 독립 자영업자는 법적으로는 자영
업자로 신분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와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마치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처럼 계약 당사자에 종속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정한 계약 내용을 따르고 일정한 시간에 일터로 출근하며 
직·간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이다. 
또한 마치 임금 노동자처럼 사용자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있는 경우도 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고종사자는 모두 독립 자영업자로 구분되어 있어 노동법이나 
기업복지에서 제외되며, 최근 실태조사로 정흥준 외(2017)는 보험설계사, 화물
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덤프트럭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7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적용률이 낮고(고용보험 미적용 비율 91.1%, 
산재보험 미적용비율 71.0%) 1개 업체에 종속된 비율이 66.3%에 이르며 응답
자의 2/3는 사업주가 업무를 결정하는 등 종속적 관계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실증결과 역시 특고 종사자들도 임금노동자에 준하는 법적보호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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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보여준다(정흥준, 2017). 
  한국의 특고종사자 중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유한 특성을 가진 학
원 강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여, 학원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원 강사들
이 사회보험 가입 배제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근로자로서의 
복지와 권리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2014).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015년 
10월에 실시한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정책세미나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총 사교육비가 32조9,000억 원에 달하고, 이
는 한국의 국가 예산의 8.8% 수준이며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
다. 또한 통계청이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2019년 초·중·
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74.8%,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사교육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사설학원 산업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한국의 특수한 맥락 속에
서 중소규모의 영세한 보습학원들이 난립한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0
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사설학원은 81,762개, 수강인원은 
18,058,845명, 강사 수는 310,476명에 이른다. 이렇듯 사설학원과 학원 강사가 
한국의 경제 및 교육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학원 강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학원 강사들의 모든 고용 형태를 엄밀하게 특수형태고용으로 분류할 수는 없
겠지만, 다른 업·직종과 비교해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취
약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법적 보호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2014).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경제 불황에 따른 
불안정한 고용시장 형성 결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고학력의 대졸 구직자들이 
여타 산업 직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교육서비스업에 진입하여 학원 강사로 
진출하고 있다. 즉, 학원 강사는 청년들이 최초로 진입하는 대표적인 노동시장
으로서의 특성도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시
기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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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는 ‘사설학원 강사’로 취업하는 비율이 최근 증가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이 제공하는 2019년 취업통계분석자료에 대졸자 진출 직업분야를 살펴보면, 학
원 강사(문리 및 어학 강사)로 진출하는 비율이 전공별로 8%~22%로 나타났다. 
성별 및 계열별로 분석하면, 여성인 경우와 인문·교육·자연·예체능계열을 졸업한 
경우에 학원 강사로 진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서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학원 강사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불안정성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제시되었
다. ‘불안정한 고용’ 또는 ‘실업에 대한 위험’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에 속하며(강재완, 이형룡, 2013), 직무의 일부나 전체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고 인식하는 직원은 직무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른 채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임지연, 2020). 따라서 학원 강사가 고용불안정성에 의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되면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 저조한 학업성과, 학원의 교육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인 고용불안정성에 대
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의식)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부를 알기 위한 것뿐만 아니
라 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 복지비용, 세금문제, 소득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
성 등에 대한 사회의견의 흐름을 이끄는 안내자로서 의의가 있으며,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중섭, 2009). 그러므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
의식은 국가의 복지정책 수립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민주, 
2017). 고용불안정성과 복지태도의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고용의 안정성
이 낮을수록 복지태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대한 참여가 고임금･안정 일자리로 올라서는 통로가 되지 못하
고 만성적인 생계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병희, 2011). 한편 근로소득의 수준과 고용 안정성에 따라 
각 제도별 복지태도에도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저임금 근로자는 저임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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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임금 근로자에 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거지원, 아동가족지원, 노인생활
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고, 유기고용 상태의 임금 근로자는 무기고용 임금 
근로자에 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주거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서재욱, 2014).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공히 높은 고용안정에 관한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가 특히 높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하였다(김현경, 2017). 
  본 연구는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와 가입 욕구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고용불
안정성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사설학원 강사를 중심
으로 고용불안정성과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및 가입 욕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
고, 고용불안정성이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와 가입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17년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8년 성과목표
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방안의 마련을 제시한 바 있
다. 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
히 이미 도입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의 가입 확대, 이들을 
위한 고용보험 신규 도입 문제가 당면 현안이 되고 있고, 복잡한 노동시장의 변
동성을 고려할 때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향후 핵심과제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박지순, 2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과 관
련된 선행연구들은 복지패널자료, 배달기사, 미용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
보험 가입실태 및 사회보험배제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로서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진 논문은 찾아보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학원 강사들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학원 강사를 중심으로 특고종사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원인 중 고용불안정성이라는 초점을 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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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은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욕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첫째, 내용적 범위로는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특수형태근로종
사자 및 학원 강사, 고용불안정성, 사회보험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
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을 파악하고 고용보험, 산재
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가입 욕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둘째, 연구 방법적 범위로,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
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27.0 for 
Windows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t-test, ANOVA,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시간적 범위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2000년대 이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루되 최대한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간적 범위에서는 한국
에 소재한 학교교과교습학원(입시 및 보습 학원)과 외국어 학원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의 문헌을 고찰하여 이론
적 배경과 연구모형을 설정하는 문헌연구 방법과 연구모형을 실제로 검증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방법을 병용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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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하며, 실증적 연구에 있어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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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한국 노동시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학원 강사의 정체성과 특징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체성과 특징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심화, 정보통신 기술 발달,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노
동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에 처
한 노동자들은 기존의 전형적인 고용관계와의 차별성으로 인해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함으로써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로 불리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3년 노사정위원회
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 혹은 다수의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
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정의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
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특수고용 비정규직으로 명명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기존의 조사 및 연구에서 활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와 직종들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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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기존 조사 및 연구에서 활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와 관련하여 다수의 문헌들이나 정책실무자들은 우리나
라 비정규직 유형들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의 직업적 형태가 다양해지고 관련 종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
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예: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
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전기사 등)”

고용노동부
(2011)

“근로자와 독립 자영인의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경제적 종속성
이 인정되며, 동시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종사자”

국가인권
위원회
(2015)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서,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 혹은 다수의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
무 지시와 감독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
에도 『산재보험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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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정확한 직종과 규모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와 관련하여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14년 8월 경
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포착한 특수고용 비정규
직의 규모는 58만 1천명으로서 위장자영인 52만 3천명과 재택노동자 5만 8천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호출노동자 73만 
3천명 속에 포함된 파출부와 간병인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추가하
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피고용자 범주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특수고용 비정
규직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규모 200만이 과도한 추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런 점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직종 분포 파악과 정확한 
규모 추산이 요구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특고노동자의 규모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샘플 조
사를 통해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최소 166만 명이 특고 종사자임을 확인하였
다. 또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와 특고종사자 사이에 55만 명의 새로운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새로운 유형 55만 명은 전통적인 특고 종사자로 
분류하긴 무리가 있지만 진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도 아니기 때문에 새
로운 유형을 넓은 의미의, 종속성이 다소 약한 특고 종사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
고 하였다.
 서효진(2017)은 기존 조사 및 연구에서 활용된 정의를 종합하여 특고종사자의 
특징을 ①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에 있다. ②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③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다. 
④비독립적 형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계약회사에 대해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다. ⑥근로제공의 방법 및 근로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⑦스스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⑧일한만큼 소득을 얻는다. ⑨사회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9가지로 정리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시장 내 모호한 위치를 가
지며 이는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로 이어
진다고 하였고, 노동시장의 착취구조와 시장의 비인간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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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만들어진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도는 이 특수한 형태의 노동시장에서 무력
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에서의 배제는 노동
자를 사회적 위험과 시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과 방치할 경우 궁극적
으로 제도의 사각지대 확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표Ⅱ-2> 기존 조사 및 연구에서 활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출처: 서효진. 20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자리 특성이 사회보험 배제에 미치는 영

향 분석”

직종 직종 직종 직종 직종

1 경기보조원 12
대리운전

기사
23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34
상조회사
영업사원

45 공연스텝

2 학습지교사 13 애니메이터 24
자동차 
판매원

35 관광가이드 46 제화

3 보험모집인 14 텔레마케터 25
펌프카 

지입기사
36

학원지입
운전사

47
스카이
크레인

4 레미콘기사 15 택배기사 26
아동도서

방문판매원
37 (미싱) 객공 48 카고크레인

5 화물기사 16 검침원 27
신문광고
영업사원

38 채권추심인 49 타워크레인

6 덤프기사 17 배달배포원 28
헬스,

골프레슨
강사

39 카드모집인 50 포크레인

7 간병노동자 18
물류배송

기사
29

영업용
구난차기사

40 대출상담사 51 굴삭기기사

8
학원차량

기사
19

정수기
방문점검원

30 행사도우미 41 직업상담사 52
굴삭기기사

겸 차주

9
퀵서비스

기사
20

헤어
디자이너

31
심부름 
기사

42
기업체

직무훈련
강사

53 불도저

10 A/S 기사 21
음료

판매배달원
32 연극배우 43

대학 
시간강사

54 재택집배원

11 방송작가 22
화장품

방문판매원
33 학원 강사 44

외주
카메라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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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효진(2017)은 기존 조사 및 연구에서 활용된 정의를 종합하여 특고 종사자
의 특징을 ①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에 있다. ②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
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③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
다. ④비독립적 형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계약회사에 대해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다. ⑥근로제공의 방법 및 근로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⑦스스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⑧일한만큼 소득을 얻는다. ⑨사회보호가 필요하다. 이렇
게 9가지로 정리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시장 내 모호한 위치를 
가지며 이는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로 이
어진다고 하였고, 노동시장의 착취구조와 시장의 비인간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
호하고자 만들어진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도는 이 특수한 형태의 노동시장에서 무
력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에서의 배제는 노
동자를 사회적 위험과 시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과 방치할 경우 궁극
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 확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형식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상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일반적인 아웃소싱과 달리 어느 정도의 조직편입성이 존재하
는 점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노동법과 경제법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
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사용자의 법적·사회적 책
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위장자영인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어 갈등과 분규를 양산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
회, 2012). 
  모든 노동자는 일정한 생활지원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의 당연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실직 위험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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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
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
도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역시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박찬임(2018)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1.9%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8.0%가 
산재보험 작용제외를 스스로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주가 가
입을 원하지 않아서 적용제뢰 신청을 하였다는 응답(25.7%)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 등으로 인해 산재
보험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워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지만 큰 변
화가 없는 상황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박찬임(2018)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와 같이 노사가 절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9개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기사, 택배기사, 레미콘운송업 종사자, 골프장경기보조원, 대리운
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희망 
비율이 60%이상(단,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43.7%)으로 나타나고, 학습지 교
사의 경우 약 83.5%가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때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가입희망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9개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 보수는 235만원으로 나타났는데,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등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직
군일수록 가입 희망비율이 낮아져, 고용보험료 전액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
담할 경우 경제적 부답을 이유로 한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런데,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자영업자와 다르지 않고, 특수
형태근로종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부담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보험은 적용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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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상황과 관계없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적용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료 전액을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
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2) 학원 강사의 정체성과 특징
  법제처(2016)의 정의에 따르면 ‘학원 강사(Private Tutoring Instructors)’ 
는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
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보습학
원, 입시학원, 영어전문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강사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의 ‘커리어넷 직업정보’에 의하면 ‘학원 강사’란 다
양한 연령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목적에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이라고 정의한다. 직
업분류상1) 서비스(전문직)으로 분류되는 학원 강사의 직무 핵심 능력은 언어능
력과 자기성찰능력이다. 학원 강사는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기술기능계열, 문리
어학계열, 예체능계열의 학원 강사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한 지식과 기능을 가
르치며 자격증 시험에 대비한 과정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강의할 교재를 만
들고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는 각 담당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교수설계능력 및 학생들의 학
습동기와 성취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지도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학원 강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학원 강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먼저 송미경(2003)은 학원 강사의 역할을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학원 

1) 표준직업분류로는 2541 문리 및 어학 강사이며 고용직업분류로는 0481 문리 및 어학 강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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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일반적인 역할은 학생들의 지식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조하는 역할이다. 둘째, 학원 강사의 교과학습지도적인 역할
로 담당 교과전문가로서 교육이라는 직무를 맡아 전문인 이론과 이론에 의한 응
용방법을 지도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 발달상황, 학습현장, 이해력, 
개인차, 지도정도 등의 정보를 통한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것이다. 셋째, 학원 강
사의 생활지도적인 역할은 교과학습지도 외에 학교, 가정, 지역 사회에서 모범
이 되게 생활지도하는 것이고, 넷째, 학원 강사의 인간관계적인 역할은 학생과 
학원 강사 간의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사회의 가족구조가 맞벌
이 가족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은 애정에 목마르기 쉽고 학교에서는 교사 대 학생
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별로 상호작용을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반면 
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이 일대일로 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원 강사는 학
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인간관계를 맺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광호(2005)는 전국 107개 고교생 1만300여 명 중 사교육을 받았다고 밝힌 
6600명을 대상으로 한 ‘고교생 학업 생활과 문화 연구 조사’보고서(한국교육개
발원, 2009)를 근거로 고교생들은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가 더 잘 가르치고 
입시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의사소통이나 인성 교육도 학원 강사가 
낫다고 평가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업에 한 열의’평가에
서 학원 강사는 평균 5.01점을 받아 교사(4.32) 보다 높았으며, 과목 전문성과 
수업을 충실히 하는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학원 강사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했
다. 수업 만족도 역시 학원 강사가 교사에 비해 1점 이상 높았다. 입시정책의 
변화를 수업에 잘 반영하는지와 관련해 학원 강사는 5점을, 교사는 4.02점을 받
았다. 특히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지, 마음은 잘 이해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도 학원 강사의 점수가 교사보다 1점 이상 높아 모든 조사 영역에서 학원 강사
가 학교 교사보다 높은 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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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 학교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한 평가
(7점 만점)

분야 학교교사 학원강사

수업시간 충실성 4.44 4.97

입시정책 변화 수업 반도 4.02 5.00

수업 준비 4.25 4.94

수업 열의 4.32 5.01

학생의 의견 존중 3.68 4.79

원활한 의사소통 3.61 2.82

성적 상관없이 학생 대우 3.26 4.52

인성 함양에 도움 3.31 3.72

창의력∙이해력 향상 효과 3.14 3.73

대입 준비 효과 3.70 4.9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09. “고교생 학업생활과 문화연구” 
  
  한준상(2007)은 학원 강사의 역할에 대해 교육서비스 면에서 학생들의 성적, 
학습 습관과 태도, 잠재적 능력을 파악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지적, 정
의적, 사회적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인별 학원생활, 가정생활, 교우관계 지도를 
담당하고, 그 외에도 성적상담, 진로지도 및 학생의 학부모 상담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는 학교 교사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개별화된 맞춤 교육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학원 강사의 역할은 학교 교사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학원 강사의 역할을 정리 하면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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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Ⅱ-4> 학원 강사의 역할

연구자(연도) 학원 강사의 역할

이종선
(2001)

교육지식 전달, 목표 설정 및 학습 분위기 조성, 수업활동 
계획, 학생들 에게 사랑을 베푸는 역할

구은희
(2004)

폭넓은 지식 전달,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조성, 
윤리의식 함양, 교수방법과 기술의 연구의 역할

정범모
(2004)

전문적 식견과 기량을 통해 학생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

한준상 외
(2007)

학교 교사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의 전문직 역할

함은미
(2007)

맞춤식 교육 진행, 집단 특성의 이해, 교수법 개발, 
학생·학부모·학원 구성원과의 원만한 인간관계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2009)

수업 관련 역할(교과 전문성, 강의 시간 충실, 
입시정책변화 반영, 강의 준비), 

학생 관련 역할(의견 존중, 정서 이해, 의사 소통, 공정한
대우), 수업 효과 만족도 극대화 역할

김용현 외
(2011)

특별한 교수법, 학생 관리, 학생의 올바른 교육관 양성, 
교과 내용 전달, 전체의 학생 참여 장려, 학생 평가와 

데이터에 따른 재교육의 역할

출처: 신혜경. 2015. “학원 강사의 직무환경이 교수효능감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2014년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에서 청년 비전형노동실태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보습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남녀 만 20~39
세의 전·현직 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지역 학원 강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에 따르면 응답자의 78.8%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31.9%는 임금체
불을 경험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했으며, 응답자가 86.7%가 4대 보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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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지 않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고, 69%가 어쩔 수 없이 보충수
업을 진행하지만, 그 중 62.8%는 임금(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보습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
적인 내용들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학원 업계에 학원 강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학원장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
혔다. 또한 고학력 대졸 구직자들이 많이 진출하는 '교육서비스업 내 학원 강사' 
또한 표준화된 고용형태가 업계 내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년 비전형노
동의 한 사례로 볼 수 있고, 사교육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사설 학원 산업이 양
적으로 크게 팽창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중소규모의 영세한 보습학원들이 난립
한 상황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 '학원 강사' 직종별 노동시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관할 부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설 학
원에 종사하는 학원 강사들이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다고 지적하였다.
 

2. 고용불안정성
  고용불안정성(job insecurity)은 실직과 관련된 심리적이고 주관적 개념으로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었다. 고용불안정성은 영어로 ‘job 
insecurity’, ‘employment insecurity’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일반적으
로 전자는 주로 경영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개인 차원의 고용 또는 직무의 불안
을, 후자는 주로 경제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사회, 국가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
서 고용불안정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job insecurity’를 ‘고용불안(정성)’과 ‘직무불안(정성)’의 용어를 가장 많이 사
용하는데, 연구자들마다 개념상의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재원, 2020). 
  고용불안전성에 대하여 학자들은 위협적인 직무 상황에서 소망하는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무력감(Greenhalgh & Rosenblatt, 1984), 직무 영속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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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려(Van Vuuren & Klandermans, 1990), 현재 고용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인식(Heaney, Israel & House, 1994)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러한 위협은 단순히 해고에 의한 위협이 아니라 직무배치, 직위의 갈
등, 승진기회의 상실 등과 같은 다차원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인식된다
(Ashford, Lee & Bobko, 1989). 다수 연구자들은 미래에도 현재 직무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로서 고용불안정성을 정의하고 있다
(De Witte, 1999; Sverke, Hellgren & Näswall, 2002), 고용안정은 근로자들
에게 질적인 삶의 기초가 되고 직무만족을 위해 중요하며, 조직의 생산성을 극
대화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는 당연한 것이다(King, 2000). 
  고용안정성의 맥락에서 고용불안정성을 바라보면 직무상황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로 정의된다. 고용불안정성을 지각한 구성원은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에 대
한 흥미로움, 가치 등에 상실감을 느끼고 이는 직무만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곧 떠나야할지도 모른다는 위협과 함
께 이에 따른 무력감의 지각은 직무 자체의 만족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킨다(장홍연, 고수일, 장임원, 2019). 
  대부분의 고용불안정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고용불안정성이 개인과 조직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Greenhalgh & Rosenblatt, 1984; 
Ashford & Bobko, 1989). Greenhalgh & Rosenblatt(1984)의 개념모형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구성원들은 고용불안을 인지하였을 때, 작업노력이 
저하되고 직무 이탈 가능성이 증대되며, 변화에 저항하는 행위 등을 보이게 되
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이직률을 높임으로써 조직유효성의 
저하로 귀결된다(김진원, 2016).
  고용불안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직구성원이 고용
불안정을 높게 지각할수록 직무수행 노력과 몰입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밝혀져 
왔다(Fox & Staw, 1979). 지난 20년 동안의 연구를 보면, 고용불안정성은 조직 
및 조직구성원의 심리와 직무관련 변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verke et al., 2002).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국내 연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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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미래의 직무자체와 경력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
였다(김윤성, 이규용, 2003). 보편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실직의 두려움뿐만 아니
라 재취업의 어려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남재량, 2005)이다. 이 외에 다양한 
국, 내외의 실증연구에서 고용불안정 지각은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성과, 조
직시민행동 등 긍정적 태도와 행동의 저하와 이직의도 등 부정적 태도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우창열, 2008).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관련된 연구로 박윤영(2005)이 서울시 소재 
5,986개 입시·보습학원 중 50개를 대상으로 남,여 500명의 현직 강사에게 조사
를 실시하여 수집한 210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보습학원 강
사가 입시학원 강사에 비해 근로실태가 더 열악하며 고용불안정이 심각하다고 
하였고, 홍성돈(2009)는 서울시 소재 사설 영어학원 여성 현직강사 249명를 대
상으로 이직 회수, 주당 근무시간, 초과수당 여부, 비정규직 근무 이유, 직무 수
행 자율성, 학원 근무 만족도, 보수 충분성, 이직 의향, 상여금, 퇴직금, 휴가, 
사회보험 등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사설 영어학원 여성 강사
의 문제를 고학력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용불안정성에 대하여 종사원이 
고용의 연속성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유지가 불가능할 때 느끼는 무력감
으로 정의하였다.
  고용불안정성은 다양한 구성요소와 측정 방법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다차원
적인 접근 방법으로 살펴보면, Greenhalgh와 Rosenblatt(1984)는 고용 불안정
성을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직무상실이라는 위협에 
대한 심각성으로 두 번째는, 그 위협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반응하게 되는 무
력감이다. 첫 번째 차원인 주관적 위협은 일부분 직무의 상실 또는 전체 직무의 
상실 위협의 정도로 고용불안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차원의 무력감은 지각된 
위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고용불안정성이라는 개념은 다섯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불안정성
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직무특성에 대한 ‘인지된 위협’이다. 이는 승진기회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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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계획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개인이 위협 받는다고 인지하는 특성이 많을
수록 고용불안은 더욱 가속화 된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중요성’으로, 첫 번째 
구성요소들에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들에 대한 
인지된 위협을 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사건들’에 대
한 것이다. 이는 해고나 정직 등에 대한 인지된 위협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업무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번째 구성요소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요소는 ‘무기력감’이다. 이는 앞의 네 가지 요소들에서 확인된 위협에 대
응하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개념으로 조직구성원들이 그들의 직무나 직무특성에 
대해 위협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무기력감이 낮은 사람, 즉 위협에 대응할 수 있
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고용불안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현
희, 201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용불안정성을 직장상실과 직무
특성상실, 무력감의 3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3. 고용불안정성과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가입 욕구의 관계
 고용불안정성과 복지태도의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고용의 안정성이 낮
을수록 복지태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임금･불안
정 일자리에 대한 참여가 고임금･안정 일자리로 올라서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생계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병희, 2011), 한편 근로소득의 수준과 고용 안정성에 따라 각 
제도별 복지태도에도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저임금 근로자는 저임금 이상 
임금 근로자에 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거지원, 아동가족지원, 노인생활지원
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고, 유기고용 상태의 임금 근로자는 무기고용 임금 근로
자에 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주거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유의하게 높았다(서재
욱, 2014).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공히 높은 고용안정에 관한 선호
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가 특히 높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하였다(김현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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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자(2013)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선 객관적인 복지이
해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복지이해는 복지국가의 재분배과정에서 이미 시장을 
통해 분배된 몫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즉 재분배를 통해 
복지수혜자가 되는가 아니면 복지비용부담자가 되는가에 관련된 것이다. 서구에
서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으로서 계급·계층에 대한 강조는 바로 이러한 복지이해
의 균열선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의 재분배과정을 통해 이득을 보는, 
수혜자 집단으로 강조되어 온 것은 노동계급이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계급의 분화와 이질성이 증가되었지만 복지국가가 기본적으로 시장분배의 재조
정을 뜻하기 때문에 시장소득이라는 경제적 요인에 기반한 계층․계급은 여전히 
복지이해를 가르는 균열선으로서의 중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복지국가의 
조직화 양상에 따라 계층․계급이 객관적인 복지이해의 균열선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또한 복지국가의 발전에 따라 복지수혜집단과 프로그램이 다
양화고 보편적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성, 연령 등의 변수가 복지이해를 가르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수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어왔다. 먼저 성과 
관련된 주장을 살펴보면 가족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확대로 여성은 아동양
육, 가족 내 장애인이나 노인의 수발 등 전통적인 돌봄노동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복지국가가 돌봄노동자를 
고용하는 노동시장을 새로이 창출, 확대함으로써 과거 가족 내에서 무급의 돌봄
노동수행자였던 여성들이 이러한 노동시장의 주요한 참여자로 진입하게 되면서 
경제적 독립이 보다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즉 여성들은 복지국가를 통해 직접적
인 수혜자로서의 이해와 복지공급자로서의 이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되었
다는 것이다(김희자, 2013).
  황석영(2013)은 특수형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의사 결정요인 연구에서 국
민연금제도의 형평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수록, 노후소득보장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인식과 국민연금제도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국민연금 가입의사가 높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가입의사 욕
구를 토대로 특수형태 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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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험료 국고지원 방안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전병욱(2015)은 정부의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
인 및 종사직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소상공들의 소규모 사업
장에 대한 실태 파악의 어려움과 함께 조세제도와 연계한 정책 수행의 미비로 
인해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이유라고 하였고, 사회보험료 산
정방식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계산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
인 종사직원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세제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현경(2017)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한국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선호도 및 정부의 복지지출에 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2003
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문항을 이용해 순차적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연구
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공히 높은 고용안정에 관한 선호를 보
이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가 특히 높다는 점을 발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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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근무한 총 근무 경력이 1
년 이상인 학원 강사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
까지 7일 동안 진행하였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URL주
소를 통한 구글(Google)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으로 총 회수된 226
부 중 불성실한 답변 및 중복 답변 11부를 제외한 215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
였다. 설문조사는 학원 강사들의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다음카페 ‘학원 강사 
모여라’(2021년 4월 현재 회원 수 16만 4천 여명) 운영진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
으로 배부하여 조사 후 수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Ⅲ-1>와 같다. 전체 
연구참여자는 215명으로 남자 98명(45.6%), 여자 117명(54.4%)이었다. 연령별
로는 25세 이하 12명(5.9%), 26세 이상~30세 미만 28명(13%), 30세 이상~35세 
미만 68명(31.6%), 35세 이상~40세 미만 63명(29.3%), 40세 이상~45세 미만 
32명(14.9%), 45세 이상~50세 미만 9명(5.3%), 50세 이상 3명(1.4%)으로 나타
났다. 연구참여자의 최종학력은 2,3년제 대학졸업이 8명(3.7%), 4년제 대학졸업
이 180명(83.7%), 대학원 이상이 27명(12.6%)으로 나타났고 고졸은 없었다. 월
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은 없었고, 월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이 6명
(2.8%), 월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 16명(7.4%), 월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이 102명(47.4%), 월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50명
(23.3%), 월 400만원 이상이 41명(19.1%)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학원 강
사 경력은 1년 이상 ~ 2년 미만이 5명(2.3%), 2년 이상 ~ 3년 미만이 11명
(5.1%), 3년 이상 ~ 4년 미만이 42명(19.5%), 4년 이상 ~ 5년 미만이 42명
(19.5%), 5년 이상 ~ 10년 미만이 77명(35.8%), 10년 이상이 38명(17.7%)였다. 
담당과목은 국어(논술)이 26명(12.1%), 영어가 71명(33%), 수학이 97명(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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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학이 9명(4.2%), 사회(역사)가 4명(1.9%), 예체능 등 기타가 8명(3.7%)로 나타
났다. 연구참여자의 근무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광역시)이 188명(87.4%)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 부산, 대구, 경상도 11명(5.1%), 대전,세종,충청도 10명

구분 내용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98 45.6
여 117 54.4

연령

30세 미만 40 18.9
30세 이상~35세 미만 68 31.6
35세 이상~40세 미만 63 29.3
40세 이상~45세 미만 32 14.9

45세 이상 12 6.7

학력
2,3년제 대학졸업 8 3.7
4년제 대학졸업 180 83.7

대학원 이상 27 12.6

월 평균 소득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 10.2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2 47.4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0 23.3

월 400만원 이상 41 19.1

학원 강사 경력

3년 미만 16 7.5
3년 이상~4년 미만 42 19.5
4년 이상~5년 미만 42 19.5
5년 이상~10년 미만 77 35.8

10년 이상 38 17.7

담당 과목

국어(논술) 26 12.1
영어 71 33
수학 97 45.1

과학, 사회(역사), 기타 21 9.8

근무 지역

서울,경기,인천 188 87.4
부산,대구,경상권 11 5.1
대전,세종,충청권 10 4.7

전주,광주,전라권, 강원권 6 2.8

학원 규모
(학생수 기준)

50인 미만 20 9.3
학생수 50인 이상~100인 미만 50 23.3
학생수 100인 이상~300인 미만 97 45.1

학생수 300인 이상 48 22.3
전체 215 100



- 25 -

(4.7%), 전주,광주,전라권 4명(1.9%), 강원권 2명(0.9%)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
자가 근무하는 학원의 규모는 학생수 10인 미만이 2명(0.9%), 학생수 10인 이
상~50인미만이 18명(8.4%), 학생수 50인 이상~100인미만이 50명(23.3%), 학생
수 100인 이상~300인미만이 97명(45.1%), 학생수 300인 이상 48명(22.3%)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델 및 연구가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Ⅲ-1> 연구 가설 도식화

  가설1. 학원 강사는 고용불안이 높을수록,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출확대에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다. 
    1-1.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출확대 의견
         에는 정적(+)연관이 있을 것이다.
    1-2.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출확대 의견
         에는 정적(+)연관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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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2. 학원 강사는 고용불안이 높을수록,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욕구가 클 것이다.
    2-1.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고용보험 가입 욕구는 정적(+) 연관이 
         있을 것이다.
    2-2.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산재보험 가입 욕구는 정적(+) 연관이 
         있을 것이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고용불안정성이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정부지출) 및 가입 욕구
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신뢰도
와 타당도가 검증된 자료와 연구목적에 적합한 도구를 선정하여 설문조사에 사
용하였다.

  1) 고용불안정성
  고용불안정성 척도는 Rosenblatt와 Greenhalgh(1984)의 연구를 기초로 남기
섭(2006), 이경은(2010), 김혜정(2016) 등이 사용한 설문을 재구성한 척도 문항
을 사용하였다. 고용불안정성과 관련된 측정 문항은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하위 변인으로는 직장 상실(2문항), 직무특성 상실(3문항), 무력감(3
문항)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
트(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고용불안정성이 낮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학원 강사이고 학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함
을 고려하여 ‘조직’을 ‘학원’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사용한 측정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였는가, 또는 연구자가 측
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하여 적절하게 측정되었는
가를 나타내는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불안정성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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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40 이상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0.50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채서일,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적재량이 0.40 이상인 경우 유효한 요인(factor)으로 판단하였다.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고용불안정성 하위요인 무력감에 포함된 
7번 문항이 선행연구와 다르게 적재되어 7번 문항을 삭제 후 요인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고용불안정성 요인분석 결과
(N=215)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 0.828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828.316(p<.001)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고유치가 1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누적분
산 설명력은 83.275%로 나타났다. 즉, 요인분석 결과 요인 1(34.483%)은 ‘직무

요인 문항
성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직무특성상실

고용불안5 0.875 0.274 0.206
고용불안4 0.841 0.285 0.169
고용불안3 0.787 0.345 0.243

요인2
직장상실

고용불안2 0.295 0.873 0.117

고용불안1 0.391 0.807 0.114

요인3
무력감

고용불안6 0.247 -0.052 0.877

고용불안8 0.145 0.323 0.832

고유값 2.414 1.797 1.618
분산설명(%) 34.483 25.677 23.115

누적분산설명(%) 34.483 60.159 83.275
KMO=.828, Bartlett's test χ²=828.316 (df=2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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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실’, 요인 2(25.677%)는 ‘직장상실’, 요인3 (23.115%)은 ‘무력감’으로 명명
하였다. 이 3개의 요인적재값이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김혜정(2016)의 고용불안정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는 직장상실 .763, 직무특성상실 .894, 무력감 .83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변인 무력감에 포함된 7번 문항을 제거하였을 경우 신뢰도 계수(Cronbach α)
가 .712에서 .723으로 상승하여 7번 문항을 삭제 후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하위요인별로 직장상실 .828, 직무특성상실 .899, 무력감 .723
이었고,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 α값은 .869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정성 측정 도구의 하위변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분석결과
는 <표Ⅲ-3>와 같다.

<표Ⅲ-3> 고용불안정성 신뢰도분석 결과

  2)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본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를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의견으로 정의하였다.
  학원 강사의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
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조사을 활용하였다. 정부의 역할(지출확대)에 대한 평
가의견을 묻는 14개 문항 중 사회보험과 관련된 3개문항-건강보험 및 보건, 국
민연금(노령연금),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에 산재보험을 추가한 총 4개

변인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고용불안정성
직장상실 2 1,2 .828

직무특성상실 3 3,4,5 .899
무력감 2 6,8 .723

전체 7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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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태 및 가입 욕구
  학원 강사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태 및 가입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 
11월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
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고용보험 가입 욕구를 ‘있다’, ‘없다’로 구성한 기존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
성하였고, 설문조사에 산재보험과 관련한 문항들은 고용보험과 관련된 문항을 
그대로 이용하여 산재보험 관련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Ⅲ-4>와 같이 설문지를 구성
하여 설문조사에 사용하였다.

<표Ⅲ-4> 설문지 구성

구분
측정변수

(총 문항수)
하위요인

설문항목
(문항수)

설문출처 원출처

독립
변수

고용
불안정성

(8)

직장 상실 2
김혜정
(2016)

Rosenblatt

&Greenhal

gh(1984)

직무특성 상실 3

무력감 3

종속
변수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욕구

(14)

사회보험
정부지출 확대

4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
정부의 역할 평가의견

실태 8
2020년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가입 욕구 2

일반적인 사항 8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과목, 근무경력 
합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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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 코딩
(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IBM SPSS 27.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
석,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보험과 관련된 실태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측정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test, ANOVA 분석,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Scheffe와  Dunnett T3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고용불안정성과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
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고용불안정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와 현장과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원에서 근무 중인 강사, 
원장 등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제언을 검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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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이 고용,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사
회보험에 대한 태도 및 사회보험 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학원 강사의 고용
불안정성,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사회보험 가입의사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실시하였고, 고용불안정성이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와 가입 욕구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1. 주요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분석
  주요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Ⅳ-1>과 같다.

<표Ⅳ-1> 주요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N=215)

  분석결과 고용불안정성은 하위변인별 ‘직장상실’(M=3.06) ‘직무특성상
실’(M=3.42), ‘무력감’(M=3.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고용불안정성은 평균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고용불안정성

직장상실 3.06 .931
직무특성상실 3.42 .879

무력감 3.44 .880
전체 3.32 .738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정부지출)

고용보험 
정부지출

3.40 .830

산재보험 
정부지출

3.15 .785

전체 3.27 .726

사회보험 가입 욕구

고용보험 
가입욕구

3.70 .926

산재보험 
가입욕구

3.35 .899

전체 3.52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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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점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에 대한태도(정부지출)는 하위요인별 ‘고용보험 
정부지출’(M=3.40), ‘산재보험 정부지출’(M=3.15), 사회보험에 대한태도(정부지
출) 전체는 평균 3.27로 나타났고, 사회보험 가입의사는 하위요인별 ‘고용보험 
가입의사’(M=3.70), ‘산재보험 가입의사’(M=3.35), 전체는 평균 3.52로 나타났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학원 강사의 사회보험 관련 실태조사 분석

  1) 학원 강사의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출)
<표Ⅳ-2> 학원 강사의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정부지출)

 
  건강보험 및 보건 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에 대해 6명(2.8%)이 훨씬 덜 지출, 
57명(26.5%)이 조금 덜 지출, 139명(64.7%)가 현재수준으로 지출, 13명(6%)가 

구분 내용 빈도수(명) 구성비율(%)

건강보험 및 
보건

훨씬 덜 지출 6 2.8
조금 덜 지출 57 26.5

현재수준으로 지출 139 64.7
조금 더 지출 13 6

훨씬 더 많이 지출 0 0

국민연금
(노령연금)

훨씬 덜 지출 9 4.2
조금 덜 지출 63 29.3

현재수준으로 지출 122 56.7
조금 더 지출 20 9.3

훨씬 더 많이 지출 1 0.5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훨씬 덜 지출 5 2.3
조금 덜 지출 29 13.5

현재수준으로 지출 61 28.4
조금 더 지출 116 53.9

훨씬 더 많이 지출 4 1.9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

훨씬 덜 지출 7 3.3
조금 덜 지출 27 12.6

현재수준으로 지출 111 51.6
조금 더 지출 66 30.7

훨씬 더 많이 지출 4 1.9
전체 2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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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지출로 답하였고, 훨씬 더 많이 지출이라고 답한 사람은 없었다. 국민
연금(노령연금) 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에 대해 9명(4.2%)이 훨씬 덜 지출, 63명
(29.3%)이 조금 덜 지출, 122명(56.7%)가 현재수준으로 지출, 20명(9.3%)가 조
금 더 지출로 답하였고, 훨씬 더 많이 지출이라고 답한 사람은 1명(0.5%)이었
다.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에 대해 5명(2.3%)이 
훨씬 덜 지출, 64명(29.8%)이 조금 덜 지출, 122명(56.7%)가 현재수준으로 지
출, 20명(9.3%)가 조금 더 지출로 답하였고, 훨씬 더 많이 지출이라고 답한 사
람은 1명(0.5%)으로 나타났다.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영역에 대한 정
부지출에 대해 5명(2.3%)이 훨씬 덜 지출, 29명(13.5%)이 조금 덜 지출, 61명
(28.4%)가 현재수준으로 지출, 116명(53.9%)가 조금 더 지출로 답하였고, 훨씬 
더 많이 지출이라고 답한 사람은 4명(1.9%)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및 산재보
험 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에 대해 7명(3.3%)이 훨씬 덜 지출, 27명(12.6%)이 조
금 덜 지출, 111명(51.6%)가 현재수준으로 지출, 66명(30.7%)가 조금 더 지출
로 답하였고, 훨씬 더 많이 지출이라고 답한 사람은 4명(1.9%)이었다. 

  2) 학원 강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실태
  고용보험 관련 실태조사 결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본 결과 
185명(86%)가 미가입으로 답하였고, 25명(11.6%)은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어 있다고 답하였고, 5명(2.4%)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스스로 가입
했다고 하였다.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133명
(61.9%)가 있다고 답하였고, 82명(38.1%)가 없다고 답하였다. 고용보험에 가입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에 210명이
(97.6%)가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하겠다고 답하였고, 4명
(1.9%)은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 부담, 1명(0.5%)이 사업주도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되,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하겠다고 답하였다. 월평균 고용보험
료는 어느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138명(64.1%)가 월 소득의 
0.8%, 66명(30.7%)가 월 소득의 0.6%, 10명(4.7%)가 월 소득의 1.0%,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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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이 월 소득의 1.2%라고 답하였다.

<표Ⅳ-3> 학원 강사의 고용보험에 대한 실태

  
  산재보험 관련 실태조사 결과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본 결과 
173명(80.4%)가 미가입으로 답하였고, 37명(17.2%)은 학원에서 고용보험에 당
연가입되어 있다고 답하였고, 5명(2.4%)가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스스로 가입했
다고 하였다. 과거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138명
(64.2%)가 있다고 답하였고, 77명(35.8%)가 없다고 답하였다. 산재보험에 가입
하게 된다면,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에 178명이
(82.8%)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 27명(12.6%)가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하겠다고 답하였고, 10명(4.6%)은 종사자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되, 사업주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하겠다고 답하였다. 월평균 산재보험

구분 내용 빈도수(명) 구성비율(%)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25 11.6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스스로 가입 5 2.4

고용보험 미가입 185 86
과거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있다 133 61.9
없다 82 38.1

고용보험료
분담 관련

의견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

210 97.6

사업주도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되,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

1 0.5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 부담 4 1.9

적정 
고용보험료

의견

월 소득의 0.6% 66 30.7
월 소득의 0.8% 138 64.1
월 소득의 1.0% 10 4.7
월 소득의 1.2% 1 0.5

전체 2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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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어느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168명(78.1%)가 월 소득의 
0.6%, 41명(19.1%)가 월 소득의 0.4%, 4명(1.9%)가 월 소득의 0.8%, 2명
(0.9%)이 월 소득의 1.0%라고 답하였다.

<표Ⅳ-4> 학원 강사의 산재보험에 대한 실태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차이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고용불안정성,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사회
보험 가입 욕구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
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사후검정 방법으로는 Scheffe와 
Dunnett T3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제변인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과 학원 규모(학생 수 기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분 내용 빈도수(명) 구성비율(%)

현재 산재보험
가입

학원에서 산재보험 당연 가입 37 17.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스스로 가입 5 2.4

고용보험 미가입 173 80.4
과거 산재보험

가입 여부
있다 138 64.2
없다 77 35.8

산재보험료
분담 관련

의견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 178 82.8

사업주도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되,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

27 12.6

종사자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되, 
사업주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

10 4.6

적정 
산재보험료

의견

월 소득의 0.4% 41 19.1
월 소득의 0.6% 168 78.1
월 소득의 0.8% 4 1.9
월 소득의 1.0% 2 0.9

전체 2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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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분석결과 고용불안정성의 하위변인 직무특성상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특성상실
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지출, 전체 
사회보험 가입 욕구와 산재보험 가입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p<.05),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5> 성별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차이
(N=215)

*p<.05, **p<.01

구분
Levene
등분산
검정

성별

t-value p
남성

(n=98)
여성

(n=117)
M SD M SD

고용
불안정성

직장상실
F=.189
p=.664

3.06 0.88 3.06 0.97 -0.029 .977

직무특성
상실

F=.612
p=.435

3.28 0.89 3.52 0.85 -2.102* .037

무력감
F=.216
p=.643

3.38 0.92 3.49 0.85 -0.945 .346

전체
F=.004
p=.949

3.24 0.73 3.38 0.74 -1.401 .163

사회보험 
태도

(정부지출)

고용보험 
정부지출

F=20.54
p<.001

3.31 0.98 3.47 0.68 -1.402 .163

산재보험 
정부지출

F=.003
p=.957

3.02 0.83 3.26 0.74 -2.297* .023

전체
F=6.825
p=.010

3.16 0.81 3.37 0.64 -2.028* .044

사회보험 
가입 욕구

고용보험 
가입욕구

F=2.224
p=.137

3.57 0.96 3.80 0.85 -1.84 .067

산재보험 
가입욕구

F=6.640
p=.011

3.19 1.01 3.48 0.77 -2.284* .024

전체
F=7.739
p=.006

3.38 0.95 3.64 0.72 -2.20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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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원 규모(학생수 기준)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분석결과 학원 규모는 고용불안정성,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정부지출), 고용보
험 가입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학원 규모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 규모가 큰 학원 강사에 비해 고용불안정성의 하위 
요인 직장상실, 직무특성상실, 무력감,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사회보험 가입욕
구 모든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규모가 작
으면 학원 강사는 고용불안을 더 인식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와 가입욕구가 
규모가 큰 학원에서 근무하는 학원 강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Ⅳ-6> 학원 규모(학생 수)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차이

종속변수
학원 규모
(학생 수)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의
동질성
검정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정 
결과

고
용
불
안
정
성

직장상실

10인 미만(1) 3 1.41421

.001
23.521 /
<.001**

2>4>5
10~50인(2) 4.0278 0.40118
50~100인(3) 3.24 0.9489
100~300인(4) 3.2165 0.73565
300인 이상(5) 2.1875 0.76231

직무특성상실

10인 미만(1) 2.8333 1.64992

.002
15.786 /
<.001**

2>3,4>5
10~50인(2) 4.037 0.35954
50~100인(3) 3.7667 0.81996
100~300인(4) 3.4811 0.75763
300인 이상(5) 2.7083 0.85227

무력감

10인 미만(1) 3 1.41421

.006
6.266 /
<.001**

2>4>5
10~50인(2) 4.0278 0.55498
50~100인(3) 3.45 0.89357
100~300인(4) 3.5567 0.70296
300인 이상(5) 2.9896 1.07431

전체

10인 미만(1) 2.9286 1.51523

.002
22.420 /
<.001**

2>3,4>5
10~50인(2) 4.0317 0.27525
50~100인(3) 3.5257 0.74396
100~300인(4) 3.4271 0.57384
300인 이상(5) 2.6399 0.64091

사
회
보
험 

고용보험 
정부지출

10인 미만(1) 3.5 0.707

.034
11.794 /
<.001**

2>3,4>5
10~50인(2) 3.78 0.428
50~100인(3) 3.64 0.776
100~300인(4) 3.52 0.752
300인 이상(5) 2.7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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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태
도

산재보험 
정부지출

10인 미만(1) 3.5 0.707

.726
3.374 /
.011*

2>5
10~50인(2) 3.61 0.502
50~100인(3) 3.22 0.84
100~300인(4) 3.16 0.746
300인 이상(5) 2.88 0.815

전체

10인 미만(1) 3.5 0.70711

.327
8.144 /
<.001**

2,3,4>5
10~50인(2) 3.6944 0.42492
50~100인(3) 3.43 0.72146
100~300인(4) 3.3402 0.66359
300인 이상(5) 2.8125 0.74822

사
회
보
험 
가
입 
욕
구

고용보험 
가입욕구

10인 미만(1) 3.5 2.121

.007
7.384 /
<.001**

2>3,4>5
10~50인(2) 4.5 0.618
50~100인(3) 3.86 0.926
100~300인(4) 3.69 0.712
300인 이상(5) 3.25 1.12

산재보험 
가입욕구

10인 미만(1) 3 1.414

.753
3.308 /
.012*

2>5
10~50인(2) 3.94 0.873
50~100인(3) 3.48 0.909
100~300인(4) 3.29 0.777
300인 이상(5) 3.13 1.024

전체

10인 미만(1) 3.25 1.76777

.084
5.962 /
<.001**

2>4,5
10~50인(2) 4.2222 0.64676
50~100인(3) 3.67 0.8428
100~300인(4) 3.4897 0.67692
300인 이상(5) 3.1875 1.0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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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관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 변수를 제외한 고용불안정성,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고용, 산재보험
에 대한 정부지출), 사회보험 가입욕구(고용, 산재보험) 각 구성 변인들 간의 상
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Ⅳ-7>와 같다.
 

<표Ⅳ-7> 주요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p<.01

변수명
상관관계

1 2 3 4 5 6 7
고
용
불
안
정
성

1 직장상실 1

2
직무특성

상실
.659** 1

3 무력감 .349** .473** 1

사회
보험
태도

4
고용보험
정부지출

.533** .596** .401** 1

5
산재보험
정부지출

.448** .453** .281** .616** 1

사회
보험
가입
욕구

6
고용보험
가입욕구

.468** .571** .307** .655** .559** 1

7
산재보험
가입욕구

.389** .460** .124 .510** .566** .7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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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귀분석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에 대
한 태도와 사회보험 가입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
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 고용불안정성이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표Ⅳ-8> 고용불안정성과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회귀분석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5.8%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F=11.626, p<.001). 고용불안정성이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각 항목에 대한 공차와 분산팽창지수 (VIF)를 확인
한 결과 공차가 모두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0보다 작았다. 따라서 

종속
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β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
오차

공차
한계

VIF

사회
보험
태도

(상수) 1.772 0.363 4.877 0
성별더미 0.124 0.084 0.086 1.488 0.138 0.766 1.305
더미30대 -0.025 0.116 -0.017 -0.213 0.832 0.414 2.415
더미40대 -0.087 0.16 -0.047 -0.546 0.586 0.337 2.968

더미50대이상 0.585 0.321 0.109 1.823 0.07 0.708 1.413
더미4년제 0.071 0.213 0.036 0.331 0.741 0.214 4.665
더미대학원 -0.155 0.25 -0.071 -0.621 0.535 0.193 5.168
더미200299 -0.087 0.147 -0.06 -0.592 0.555 0.247 4.055
더미300399 0.396 0.18 0.231 2.202 0.029 0.23 4.345
더미400이상 -0.071 0.204 -0.038 -0.346 0.73 0.207 4.83
더미경력34 -0.047 0.175 -0.026 -0.268 0.789 0.275 3.631
더미경력45 -0.141 0.18 -0.077 -0.786 0.433 0.261 3.831
더미경력510 -0.16 0.19 -0.106 -0.84 0.402 0.16 6.268
더미경력10 -0.382 0.216 -0.201 -1.765 0.079 0.195 5.125
더미5099 -0.084 0.157 -0.049 -0.537 0.592 0.302 3.316

더미100299 -0.163 0.155 -0.112 -1.052 0.294 0.224 4.473
더미300 -0.241 0.182 -0.138 -1.319 0.189 0.231 4.334
고용불안 0.508 0.064 0.516 7.982 0 0.606 1.651

R²=.501, Adj. R²=.458, F=11.62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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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는 고용불안이 높을수록,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출 확대에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할 수 있다. 
   
  2) 고용불안정성이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

<표Ⅳ-9> 고용불안정성과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정부지출) 회귀분석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7.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고(F=12.276, p<.001) 고용불안정성은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정부지
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출확대 의견에는 정적(+)연관
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1은 채택할 수 있다. 
  

종속
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β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
오차

공차
한계

VIF

고용
보험
정부
지출

(상수) 1.946 0.41 4.751 0
성별더미 0.07 0.094 0.042 0.744 0.458 0.766 1.305
더미30대 0.091 0.131 0.053 0.693 0.489 0.414 2.415
더미40대 -0.115 0.18 -0.055 -0.639 0.524 0.337 2.968

더미50대이상 0.631 0.362 0.103 1.746 0.082 0.708 1.413
더미4년제 -0.345 0.24 -0.154 -1.433 0.154 0.214 4.665
더미대학원 -0.703 0.282 -0.282 -2.494 0.013 0.193 5.168
더미200299 0.11 0.166 0.066 0.661 0.509 0.247 4.055
더미300399 0.496 0.203 0.253 2.443 0.015 0.23 4.345
더미400이상 -0.026 0.23 -0.012 -0.111 0.911 0.207 4.83
더미경력34 -0.147 0.198 -0.071 -0.746 0.456 0.275 3.631
더미경력45 -0.199 0.203 -0.095 -0.98 0.328 0.261 3.831
더미경력510 -0.131 0.215 -0.076 -0.612 0.542 0.16 6.268
더미경력10 -0.253 0.244 -0.117 -1.037 0.301 0.195 5.125
더미5099 0.016 0.177 0.008 0.089 0.93 0.302 3.316

더미100299 -0.052 0.175 -0.031 -0.299 0.765 0.224 4.473
더미300 -0.33 0.206 -0.166 -1.605 0.11 0.231 4.334
고용불안 0.552 0.072 0.491 7.698 0 0.606 1.651

R²=.514, Adj. R²=.473, F=12.27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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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불안정성이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
<표Ⅳ-10> 고용불안정성과 산재보험에 대한 태도(정부지출) 회귀분석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2.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고(F=7.006, p<.001) 고용불안정성은 산재보험에 대한 태도(정부지
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출확대 의견에는 정적(+)연관
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2도 채택할 수 있다. 
 

종속
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β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
오차

공차
한계

VIF

산재
보험
정부
지출

(상수) 1.598 0.439 3.64 0
성별더미 0.179 0.101 0.114 1.769 0.078 0.766 1.305
더미30대 -0.14 0.14 -0.087 -0.999 0.319 0.414 2.415
더미40대 -0.059 0.193 -0.03 -0.307 0.759 0.337 2.968

더미50대이상 0.539 0.388 0.093 1.39 0.166 0.708 1.413
더미4년제 0.486 0.258 0.229 1.885 0.061 0.214 4.665
더미대학원 0.393 0.302 0.166 1.299 0.195 0.193 5.168
더미200299 -0.284 0.178 -0.181 -1.596 0.112 0.247 4.055
더미300399 0.297 0.217 0.16 1.364 0.174 0.23 4.345
더미400이상 -0.115 0.246 -0.058 -0.468 0.64 0.207 4.83
더미경력34 0.054 0.212 0.027 0.254 0.8 0.275 3.631
더미경력45 -0.084 0.218 -0.043 -0.386 0.7 0.261 3.831
더미경력510 -0.189 0.23 -0.115 -0.819 0.413 0.16 6.268
더미경력10 -0.511 0.261 -0.249 -1.953 0.052 0.195 5.125
더미5099 -0.185 0.19 -0.1 -0.972 0.332 0.302 3.316

더미100299 -0.274 0.187 -0.174 -1.462 0.145 0.224 4.473
더미300 -0.151 0.22 -0.08 -0.686 0.493 0.231 4.334
고용불안 0.464 0.077 0.436 6.029 0 0.606 1.651

R²=.377, Adj. R²=.323, F=7.00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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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용불안정성이 사회보험 가입 욕구에 미치는 영향
<표Ⅳ-11> 고용불안정성과 사회보험 가입 욕구 회귀분석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4%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F=7.900, p<.001). 고용불안정성이 사회보험 가입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각 항목에 대한 공차와 분산팽창지수 (VIF)를 확인한 결
과 공차가 모두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0보다 작았다. 따라서 학원 
강사는 고용불안이 높을수록,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욕구가 클 것이
다라는 가설 2은 채택할 수 있다. 사설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이 사회보험 가
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표본의 특성, 전문직 근로
자의 특성, 학원 강사의 직무 특성, 그리고 사설 학원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종속
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β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
오차

공차
한계

VIF

사회
보험
가입
욕구

(상수) 1.859 0.461 4.035 0
성별더미 0.141 0.106 0.083 1.33 0.185 0.766 1.305
더미30대 0.052 0.147 0.03 0.351 0.726 0.414 2.415
더미40대 0.329 0.203 0.153 1.62 0.107 0.337 2.968

더미50대이상 1.243 0.407 0.199 3.055 0.003 0.708 1.413
더미4년제 -0.009 0.271 -0.004 -0.032 0.975 0.214 4.665
더미대학원 -0.298 0.317 -0.117 -0.938 0.349 0.193 5.168
더미200299 -0.008 0.187 -0.005 -0.044 0.965 0.247 4.055
더미300399 0.241 0.228 0.121 1.056 0.292 0.23 4.345
더미400이상 -0.404 0.259 -0.188 -1.56 0.12 0.207 4.83
더미경력34 -0.006 0.222 -0.003 -0.028 0.977 0.275 3.631
더미경력45 0.209 0.228 0.098 0.913 0.362 0.261 3.831
더미경력510 0.172 0.242 0.098 0.714 0.476 0.16 6.268
더미경력10 -0.215 0.274 -0.097 -0.782 0.435 0.195 5.125
더미5099 -0.092 0.199 -0.046 -0.463 0.644 0.302 3.316

더미100299 -0.261 0.197 -0.154 -1.328 0.186 0.224 4.473
더미300 -0.01 0.231 -0.005 -0.043 0.966 0.231 4.334
고용불안 0.487 0.081 0.426 6.034 0 0.606 1.651

R²=.405, Adj. R²=.354, F=7.9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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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용불안정성이 고용보험 가입 욕구에 미치는 영향
<표Ⅳ-12> 고용불안정성과 고용보험 가입 욕구 회귀분석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9.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고(F=99.751, p<.001) 고용불안정성은 고용보험 가입 욕구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β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
오차

공차
한계

VIF

고용
보험
가입
욕구

(상수) 1.837 0.487 3.77 0
성별더미 0.093 0.112 0.05 0.833 0.406 0.766 1.305
더미30대 -0.197 0.155 -0.104 -1.266 0.207 0.414 2.415
더미40대 0.131 0.215 0.056 0.609 0.543 0.337 2.968

더미50대이상 1.095 0.43 0.16 2.544 0.012 0.708 1.413
더미4년제 0.141 0.286 0.056 0.494 0.622 0.214 4.665
더미대학원 -0.383 0.336 -0.137 -1.14 0.255 0.193 5.168
더미200299 -0.019 0.197 -0.01 -0.098 0.922 0.247 4.055
더미300399 0.408 0.241 0.187 1.691 0.092 0.23 4.345
더미400이상 -0.291 0.274 -0.124 -1.063 0.289 0.207 4.83
더미경력34 0.043 0.235 0.018 0.183 0.855 0.275 3.631
더미경력45 0.263 0.242 0.113 1.088 0.278 0.261 3.831
더미경력510 0.218 0.255 0.113 0.854 0.394 0.16 6.268
더미경력10 -0.149 0.29 -0.061 -0.512 0.61 0.195 5.125
더미5099 -0.175 0.211 -0.08 -0.83 0.407 0.302 3.316

더미100299 -0.374 0.208 -0.202 -1.801 0.073 0.224 4.473
더미300 -0.171 0.245 -0.077 -0.697 0.486 0.231 4.334
고용불안 0.578 0.085 0.461 6.768 0 0.606 1.651

R²=.447, Adj. R²=.399, F=9.37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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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용불안정성이 산재보험 가입 욕구에 미치는 영향
<표Ⅳ-13> 고용불안정성과 산재보험 가입 욕구 회귀분석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3.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고(F=4.831, p<.001) 고용불안정성은 산재보험 가입 욕구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β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
오차

공차
한계

VIF

사회
보험
가입
욕구

(상수) 1.859 0.461 4.035 0
성별더미 0.141 0.106 0.083 1.33 0.185 0.766 1.305
더미30대 0.052 0.147 0.03 0.351 0.726 0.414 2.415
더미40대 0.329 0.203 0.153 1.62 0.107 0.337 2.968

더미50대이상 1.243 0.407 0.199 3.055 0.003 0.708 1.413
더미4년제 -0.009 0.271 -0.004 -0.032 0.975 0.214 4.665
더미대학원 -0.298 0.317 -0.117 -0.938 0.349 0.193 5.168
더미200299 -0.008 0.187 -0.005 -0.044 0.965 0.247 4.055
더미300399 0.241 0.228 0.121 1.056 0.292 0.23 4.345
더미400이상 -0.404 0.259 -0.188 -1.56 0.12 0.207 4.83
더미경력34 -0.006 0.222 -0.003 -0.028 0.977 0.275 3.631
더미경력45 0.209 0.228 0.098 0.913 0.362 0.261 3.831
더미경력510 0.172 0.242 0.098 0.714 0.476 0.16 6.268
더미경력10 -0.215 0.274 -0.097 -0.782 0.435 0.195 5.125
더미5099 -0.092 0.199 -0.046 -0.463 0.644 0.302 3.316

더미100299 -0.261 0.197 -0.154 -1.328 0.186 0.224 4.473
더미300 -0.01 0.231 -0.005 -0.043 0.966 0.231 4.334
고용불안 0.487 0.081 0.426 6.034 0 0.606 1.651

R²=.294, Adj. R²=.233, F=4.831, p<.001



- 46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및 사회보험 가입 욕구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고용불안정성과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및 사
회보험 가입욕구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들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였
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용불안정성, 사회보험에 대한 실태
  고용불안정성의 경우 유사 직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비하여 더 낮은 수
준인 반면, 하위 변인인 무력감의 경우 선행 연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무력
감이 높다는 것은 해고에 대한 불안이 타 직종에 비해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고용불안정성 평균은 3,32로 나타났으며, 하위 변인별로는 직장
상실 평균 3.06, 직무특성상실 평균 3.42, 무력감 평균 3.44으로 나타났다. 직
업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연구는 전체 평균 3.38, 직장상실 3.12, 직
무특성 상실 3.69, 무력감 3.24이다(임지연, 2020).
  사회보험의 실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86%이며,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80.4%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서울시 청년일
자리허브에서 청년 비전형노동실태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
울시 소재 보습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남녀 만 20~39세의 전·현직 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지역 학원 강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86.7%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
고, 여전히 사설 학원에 종사하는 학원 강사들이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화물기사, 퀵서비스기사, 레
미콘기사, 덤프트럭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7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
의 사회보험 적용률을 조사한 정흥준 외(2017)의 연구결과(고용보험 미적용 비
율 91.1%, 산재보험 미적용비율 71.0%)와 비교하여도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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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박찬임(2018)의 연구결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11.9% 과도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 강사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는 61.9%로, 산재보험 가
입 경험이 있는 경우는 64.2%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 고용노동부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3,35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다’라고 대답한 
54.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비율
을 조사한 결과, 학원 강사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하
자는 답이 97.6%였는데, 이는 2020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4개 직종 3,350여 명에대한 조사 결과 87.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차이
  학원 강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근무지역을 제외한 
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 소득, 강사 경력, 과목, 학원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
안정성의 하위요인인 직무특성상실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
석결과는 직업상담사의 고용불안정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임지연(2020)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였다.
  둘째, 사후검정결과 학원 규모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 규모가 큰 학원 
강사에 비해 고용불안정성의 하위 요인 직장상실, 직무특성상실, 무력감, 사회보
험에 대한 태도, 사회보험 가입욕구 모든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평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규모가 작으면 학원 강사는 고용불안을 더 인식하고, 사
회보험에 대한 태도와 가입욕구가 규모가 큰 학원에서 근무하는 학원 강사에 비
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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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불안정성이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가입 욕구에 미치는 영향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은 사회보험에 대
한 태도(정부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β=.516, p<.001)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원 강사는 고용불안이 높을수록, 고용보험(산재보
험) 지출확대에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1은 채택할 수 있다. 
  둘째, 가설 1-1.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출
확대 의견에는 정적(+)연관이 있을 것이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β=.491,  p<.001), 고용불안정성의 하위요인별 직무특성상실, 직장상실, 무력감
이 높을수록 학원 강사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정부지출)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1-2.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출
확대 의견에는 정적(+)연관이 있을 것이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436, 
p<.001), 고용불안정성의 하위요인별 직장상실, 직무특성상실이 높을수록 학원 
강사의 산재보험에 대한 태도(정부지출)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의 안정성이 낮을수록 복지태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
고한 고용불안정성과 복지태도의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는
데, 그 이유는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대한 참여가 고임금･안정 일자리로 올라
서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생계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과 연관
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병희, 2011).
  넷째,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은 사회보험 가입 욕구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β=.426, p<.001)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원 강사는 고용불안이 높을수록,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욕구가 클 
것이다.’라는 가설2는 채택할 수 있다. 
  다섯째, 가설 2-1.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고용보험 가입 욕구는 정적
(+) 연관이 있을 것이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461, p<.001), 고용불안
정성의 하위요인별 직무특성상실, 직장상실이 높을수록 학원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 욕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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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가설 2-2.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산재보험 가입 욕구는 정적
(+) 연관이 있을 것이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426,  p<.001), 고
용불안정성의 하위요인별 직무특성상실, 직장상실이 높을수록 학원 강사의 산재
보험 가입 욕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복지적 함의
  본 연구는 특고종사자로서 학원 강사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있어 일반 근
로자에 비해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특히 직장 가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특고종사자의 사회보험 배제를 
법적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사회보험 제도와의 부정합의 결과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5).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특고종사자의 사회보험 
배제의 문제를 대상자 적용에 대해서만 국한시켜 설명하고 있어 동일한 법적 지
위 하에 있음에도 실제 사회보험 가입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서효진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학원 강사를 중심으로 특고종
사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원인 중 고용불안정성이라는 초점을 둔 연구라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원 강사가 제공하는 교
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원 강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인 
고용불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불안을 낮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를 중심으로 정부가 학원 강사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
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학원 강사들의 모든 고용 형태를 엄밀하게 특수형태고용으로 분류할 수는 없
겠지만, 다른 업·직종과 비교해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취
약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법적 보호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2014). 학원 강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은 사회안전망의 일부로서 또 사회복지의 문제로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고용취업형태의 차이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회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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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일종으로 전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
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에 ‘모든 국민은 사회
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학원 강사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사회보장수급권’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8년 성과목표
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방안의 마련을 제시한 바 있
다. 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
히 이미 도입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의 가입 확대, 이들을 
위한 고용보험 신규 도입 문제가 당면 현안이 되고 있고, 복잡한 노동시장의 변
동성을 고려할 때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향후 핵심과제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박지순, 2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과 관
련된 선행연구들은 복지패널자료, 배달기사, 미용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
보험 가입실태 및 사회보험배제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로서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진 논문은 찾아보기 어
렵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0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사설학원은 
81,762개, 수강인원은 18,058,845명, 강사 수는 310,476명에 이른다. 이렇듯 사
설학원과 학원 강사가 한국의 경제 및 교육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에도 학원 강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 강
사의 교육시스템 내에서 존재감과 역할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
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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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의사 결정요인 연구에서 국민연금제도의 형
평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수록,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인식과 
국민연금제도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국민연금 가입의사가 높았다고 하였
으며, 이러한 가입의사 욕구를 토대로 특수형태 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을 효과
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보험료 국고지원 방안과 국민연금제도에 대
한 지속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황석영,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
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
원해 주는 소규모 학원에서 근무하는 학원강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
는 좋은 지원 사업임에도 일선에 있는 학원장과 학원 강사들은 이러한 지원사업
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두루누리 사업 등 사회보험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험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 고용주가 전액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을 피고용인인 학원 강사가 전부 부
담 하거나 학원장과 학원 강사가 분담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
고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 하기 위해서는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특고종사자 중 학원 강사를 중심으로 고용불안정성과 사회보험에 
대한 초기 단계의 연구로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 일상
에 많은 변화가 생긴 2021년이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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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의 상황으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코로나19는 이미 한국의 교육 환경(온라인 수업 등)과 학원 
및 학원 강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의 변화 또한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교육환경에 따른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
정성과 사회보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경력이 1년 이상인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라는 매우 
한정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교육 기관(성인 대상) 강
사 및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사회보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표본을 표집하는 과정에 있어 확률표집이 아닌, 인터넷 학원 
강사 커뮤니티에 가입된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편의표집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의 대다수(87.4%)가 수도권의 학원 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울 및 수도권 지역의 학원 강사의 근무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지
역별 학원 강사의 고용불안정성과 사회보험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 활용한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정부지출)는 복지패널조사 부가
조사 정부의 역할 평가의견 중 일부 문항을, 사회보험 가입 욕구는 2020년 고
용노동부에서 실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문
항 중 일부 문항을 사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 무리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학원 강사의 사회보험에 대한 태
도(정부지출)와 사회보험 가입 욕구를 고용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
라서 이를 제외한 다른 관련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
를 지니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 학원 강사의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복지인식) 및 
사회보험 가입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적용하여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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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pecial-type Workers’ Employment 
Instability on Their Attitude Towards and Desire to 

Join the Social Insurance: Focusing on Private 
School Instructors’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is study investigates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towards 
and desire to subscribe to social insurance, focusing on employment 
inst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instability of special-type workers, especially private 
school instructors, on their attitude towards and desire to join social 
insurance.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consisting of 30 questions for four 
scales, including demographic variables, employment instability, 
attitude towards the social insurance, and desire to join the social 
insurance, was performed with private school instructors with more 
than one year of experience, and 215 answer sheet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with SPSS 27.0. T-test and ANOVA analysis were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if the variables differ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cheffe’s method and 
Dunnett’s T3 post hoc test to explor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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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on their attitude towards and 
desire to subscribe to the social insur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employment instability of the private school instru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ttitude towards the social insurance; 
the higher the employment instability perceived by the instructors, the 
more positive their attitude towards the social insurance. This result is 
equivalent to previous studies that concluded that the lower the 
employment stability, the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welfare 
system. The reason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reality that having a 
low-income and an unstable job does not lead to a higher-income and 
stable job, only causing chronic livelihood insecurity.

Second, the employment instability of the private school instructor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desire to join the social insurance; 
the higher the employment instability perceived by the instructors, the 
higher their desire to subscribe to the social insurance. As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revealed that the employment status of 
full-time or part-time workers affects the desire to join the social 
insurance, the employment status of private school instructors, who 
are mostly special-type workers, affected their desire to join the social 
insuranc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research that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instability and the 
attitude towards and the desire to join the social insurance in special 
type workers in Korea who are marginalized from workers' benefits 
and rights, especially private school instructors that are mostly sought 
after by young people and have unique and rar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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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is study also discussed its implications 
on social welfare, limitations, and the direction for follow-up research 
along with the study results.

Keywords: special type workers, private school instructors, employment 
instability, attitude towards the social insurance, desire to subscribe to 
the social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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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지
■ 부탁드립니다 ■

1. 각 설문 항목에 대해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느낌이나 생
각을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답하지 마시고, 귀하의 실제 느낌이
나 생각을 사실 그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설문에는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문항이 있을 수 있으나, 상관하지 마시고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고용불안정성
다음은 고용불안정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최근 경영난으로 인하여 우리

학원도 불안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원은 인력감축, 임금삭감
등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원에서는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원은 급여동결 가능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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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
다음은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
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B-1. 다음에 열거된 각 영역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5
우리 학원은 급여 인상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부당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도 도움받을 곳이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학원은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나의 해고는
상급자의 평가에 좌우된다.

① ② ③ ④ ⑤

구분 구분
훨씬
덜

지출

조금
덜

지출

현재
수준
으로
지출

좀 더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1 건강보험 및 보건 ① ② ③ ④ ⑤

2 국민연금(노령연금)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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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다음은 고용보험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상황 및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까?
   ①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 당연 가입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스스로 가입 
   ③ 고용보험 미가입

2. 귀하는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4.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좋겠습니
까? 
  ※현재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근로자와 사업
주가 5:5로 납부하며, 종사자의 보험요율은 현재 0.8%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고용보험료는 월 1만 6천원 정도가 됩니다.)

3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① ② ③ ④ ⑤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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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         
   ② 사업주도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되,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
   ③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 부담

5. 귀하의 월평균 고용보험료는 어느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0.8%임)
   ① 월 소득의 0.6%                    ② 월 소득의 0.8%
   ③ 월 소득의 1.0%                    ④ 월 소득의 1.2%

B-3. 다음은 산재보험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상황 및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습니까?
   ① 학원에서 산재보험 당연 가입 
   ②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스스로 가입 
   ③ 산재보험 미가입

2. 귀하는 과거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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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좋겠습니
까? 
  ※현재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납부
하며 학원 강사의 산재보험료율은 현재 0.6%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학원에서 납부해야하는 산재보험료는 월 1만 
2천원 정도가 됩니다.)
   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         
   ②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
   ③ 종사자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되, 사업주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

5. 귀하의 월평균 산재보험료는 어느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 강사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은 0.6%임)
   ① 월 소득의 0.4%                    ② 월 소득의 0.6%
   ③ 월 소득의 0.8%                    ④ 월 소득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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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본 문항

※ 다음 질문은 자료 분석을 위한 기본 문항입니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답변 후 응답 내용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태어난 해) _____년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월 70만원 미만                      
   ② 월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③ 월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④ 월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⑤ 월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⑥ 월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⑦ 월 4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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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의 학원 강사 경력은?
   ① 1년 이상 ~ 2년 미만                  ② 2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6. 귀하의 담당 과목은?
   ① 국어(논술)    ② 영어    ③ 수학    ④ 과학    ⑤ 사회     ⑥ 기타

7. 귀하가 근무하는 학원의 지역은?
   ① 서울,경기,인천     ② 부산,대구,경상권     ③ 대전,세종,충청권     
   ④ 전주,광주,전라권        ⑤ 강원권     ⑥ 제주

8. 귀하가 근무하는 학원의 규모는? (학생수 기준)
   ① 10인 미만     ② 10인 이상~50인 미만     ③ 50인 이상~100인 미만  
   ④ 100인 이상~300인 미만       ⑤ 300인 이상     

※ 모든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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