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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적  다양  료  검   후 스트 마 닝 과 미래 측  퓨쳐스   그리고 

극 택  활용 여 크제에  미래 습  과 적  그 보고  다.   논 , 뉴스

사, SNS(트 , 블 그), 연 보고  등  수집 다. 수집  료   스트 마 닝  활용 여  

주제 단어에  키워드  고 퓨쳐스  과 극 택  활용 여 크제 미래 공에  종 

결  도 다. 결과 크제 미래 측  정적  측 었다.  5가지   주제  크제 

찬 논란과 크제 결과제는 정적  측 었지만 크제 경 나 크제  목적  ,

크제 안에 는 정적  측 었다. 라  종적  5가지  주제  3가지가 정적  측

어 크제에  미래는 정적  측 었다. 크제  목적  고  근 들  정년보 과 고용안정

 것 다. 그러나 크제가 공적  실  는 단순  연 만 고  삭감  아니라 근 시간

나 직원  직  형 등 다양  특 들  고 는 지원   것 다.

주제어 : 정 정책, 스트 마 닝, 퓨쳐스 , 극  택, 크제, 고 화 사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future of wage-peak system by using text mining, futures 

wheel and polarity voting (+, -) techniques after reviewing a variety of documents. For this study, we collected 
articles, news articles, SNS(Twitter, Blog), research report documents. Above all, we extracted keywords for 
main subject words by utilizing text mining techniques. Next, we drew a final conclusion about future of 
wage-peak system by using futures wheel and polarity voting techniques. The result showed that future of wage 
peak system is positive. Two of five main topics were negatively predicted (favor/oppose of wage-peak system, 
solving task of wage-peak system), however, three of five main topics were positively predicted (background of 
wage-peak system, purpose/reason of wage-peak system, alternative wage-peak system). Therefore, because three 
of the five main topics were positively predicted, the future for wage-peak system is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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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한국 사회 변동의 경향을 보면 출산·고령화

상이 뚜렷하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자녀 양육비 증가,

교육비 증가, 핵가족 등의 이유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

다. 한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고령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8년이 되면 고

령사회로 어든다. 통계청(2016)에 따르면 2015년 기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 9천명으로 체 인구(내국인)의

13.2%를 차지하고 10년 에 비해 약 220만 명이 증가함

으로써 노년부양비는 18.1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5.5명이고령자 1명을부양한다고 한다[1]. 이것은국내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하게 한다. 즉,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거나 고령자를 한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비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해서 사회 부담이 커지고 있다[2].

한 노동시장에서의 국내 고령자의 최종 은퇴연령은

67∼68세 정도이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약 54세 정도이다[3]. 주된 일자리에서 50 반에 퇴직

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

는 불안감이나 사기 하,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기업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고령자에 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한 응방안으로 크게 인원조

정, 연 제 등 성과 심 보상 환, 그리고 임 피크제를

들 수 있다[4]. 그러나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는 종업원

에게 부정 인 향을 미쳐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와 더

불어 행 연공 형태는 기업 입장에서 많은 인건비를

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자는 해고의 상이 될 수

밖에 없다[5]. 따라서, 연공 제로 고령자의 계속고용

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임 수 을생산성에 맞춰서

조정해야 하는 이른바 임 피크제를 도입하는것이 실

인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4].

임 피크제(wage peak system)는 일정시 (임 피

크)에 근속연수에 따라 임 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정년

을 보장하거나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6]. 즉,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근속연수가 오래 될수록 임 이

계속 상승하는데 임 피크제는 일정시 이 되면 임 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된다. 임 피크제는 기업입

장에서는 고용에 한 부담을 느끼고근로자의 입장에서

는 근로자의 임 을 단계 인 삭감 신 정년을 보장하

거나 재고용하기 때문에 노사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 피크제에 한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임 피크제

의 도입방안[4, 7, 8], 임 피크제 도입 기업에 한 사례

[9, 10], 임 피크제의 정책방안[9, 11], 임 피크제의 유

형[12], 임 피크제의 문제 개선방안[5]에 한연구

들이다.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 피크제에

한 도입방안이나도입 기업의사례, 정책방안, 유형, 문제

등에 한 것만 있을뿐 임 피크제의 미래 측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이런 에서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퓨쳐스

휠 기법 그리고 극성선택 기법 등의 미래 측기법을 활

용하여 미래 임 피크제에 한 모습을 과학 으로 그려

보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 피크제에 해

미래의 망을 좀 더 구체 으로 악하는 데 을 맞

추고 미래 임 피크제에 한 메인 주제 키워드를 5가지

에서 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임 피크제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틀인 미래 측 방

법론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퓨쳐스휠 기법, 그

리고 극성선택 기법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텍스트 마

이닝 기법과 퓨쳐스휠 기법 그리고 극성선택 기법을 활

용해 본 연구에 한연구설계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연

구설계를 바탕으로 임 피크제에 한 미래 측에 한

분석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결과

를 정리하고 본 연구에 한 시사 과 한계 을 기술한

다.

2. 크제  현황

임 피크제(wage peak system)는 일정시 (피크)에

근속연수에 따라 임 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정년을 보장

하거나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6]. 즉, 우리나

라의 기업에서는 근속연수가 오래 될수록 임 이 계속

상승하는데 임 피크제는 일정시 이 되면 임 이 더 이

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시킨다. 국내에서 임 피크제는

2003년 처음도입한 제도로 일본의 고연령 고용계속제도

를 모방한 제도이다[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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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피크제의 유형은 일반 으로 정년보장형과 고용

보장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고용보장형은 다시

정년연장형 임 피크제와 고용연장형 임 피크제로 구

분한다[15]. 따라서 유형별로 보면 임 피크제의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자산총액 기 상 30 그룹 계열사 임

피크제 도입여부에 한조사 결과, 계열사 378개 177

개사(47%)가 임 피크제를도입한 기업으로 조사되었고,

아직 도입되지 않은 그룹 계열사도 정년 60세 의무화시

기를 후하여 도입에 한 내용을 검토 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16]. 한 한국경 자총 회(Korea Employers

Federation)가 매출액 상 200 기업(공공기 제외)

상으로 임 피크제 도입 황을 조사한 결과, 도입 완

료 기업(51.4%), 도입에 한 상 진행 (23.5%), 도입

논의 없음(25.1%)으로 조사되었다[17].

임 피크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이기

한 목 인 기업의 경우 정년보장형임 피크제를 도입

(78%)한 것이 가장 높았고,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노

하우를 활용하기 한 목 인 경우에는고용연장형 임

피크제(68.3%)를 도입한 것이 가장 높았다[18].

한상공회의소(2011)에서 조사한 임 피크제 도입에

한 근로자들의 인식 조사연구에서 근로자들에게 임

피크제에 한 찬반의견에 해 조사한 결과, 극 찬성

(17.0%), 다소 찬성( 54.5%)으로 나타나 찬성(71.4%)에

한 의견이 다수높았으며 다소 반 (22.1%), 극 반

(6.5%)로 나타나 반 (28.6%)에 한 의견이 낮았다[19].

<Table 1>에 제시된 근로자들의 임 피크제 도입의 찬

성 이유는 노후를 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서

(38.5%)가 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되도록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서(37.3%), 퇴직에 한 불

안감을 좀 더 덜 수 있기 때문에(22.2%), 회사에 소속된

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서(2.0%) 순으로 도입에

해 찬성을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반 이유는 정

년연장은 필요하지만 임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

에(56.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나친 임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35.6%), 주변

인 업무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5.9%), 어린 상사 에

서 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2.1%) 순서로 도입에 한

반 입장으로 보 다.

<Table 1> Yes or No For Wage Peak System [19] 

Dev Survey Question
RN*

(%)

AR*

√ There are many time to prepare for

one's old age.

√ It is able to work until they want to

work longer.

√ It is able to decrease anxiety about

retirement.

√ It is able to keep position to the

company.

97 (38.5)

94 (37.3)

56 (22.2)

5 (2.0)

DR*

√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is

necessary, but it is difficult to

accept wage cut.

√ It can be used as a means of

excessive wage cut.

√ It can be assigned to peripheral

business.

√ It can be work under younger

bosses.

57 (56.4)

36 (35.6)

6 (5.9)

2 (2.1)

* AR : assent reason, DR : dissent reason, RN : response number

그 외에 임 피크제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임

피크제의 도입방안[4, 7, 8], 임 피크제 도입 기업에

한 사례[9, 10], 임 피크제의 정책방안[9, 11], 임 피

크제의 유형[12], 임 피크제의 문제 개선방안[5]에

한 연구들이다.

3. 연  절차  

3.1  수집

본 연구에서는 임 피크제의 문제 과 실 가능성에

한 미래 성공 측을 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 다.

우선, 임 피크제의미래성공 측을 해논문(Articles), 뉴

스기사(News Articles), 트 터(Twitter), 블로그(Blog),

연구보고서(Research Report) 등을 수집하 다. 데이터

수집 기 단어는 ‘임 피크제’를 키워드로 해서 수집하

다. 수집데이터에 한내용은다음의<Table 2>와같다.

<Table 2> Data Collection

Dev Contents

Articles
We collected title, subject, issues in domestic

thesis(38), articles in journals(42)

News Articles News articl (1,890) : 2010.07 ∼ 2013.07

Twitter Twitter contents (9,162) : 2013.01 ∼ 2013.12

Blog News articl (3,132) : 2013.01 ∼ 2013.12

Research Report

Documents
Research Report documents of a public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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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를 살펴보면, 논문은 국내의

학 논문(38개), 국내학술지 논문(42개) 등의 제목, 주제,

내용을 수집하 다. 네이버 뉴스기사 1890개(2010.07∼

2013.07)의 제목과 내용을 수집하 다. 한 트 터(7,162)

와 블로그(2,132)에서 2013년 1년간의 임 피크제에 한

내용을 수집하 다. 마지막으로 컨설 기업이나 공공기

에서 작성한 임 피크제에 한 각종연구보고서 문서

를 수집하 다. 한 이 과정에서 임 피크제에 한 선

행논문을 같이 연구하 다. 수집된 문서를 토 로 연구

자들 간의 토의와 상호 검토 과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

다.

3.2 연  계

미래를 측하는 분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 퓨쳐

스휠(Futures Wheel) 기법, 극성선택(Polarity Voting)

기법을 결합한 분석기법을 사용하 다. 특히 퓨쳐스휠

기법은 임 피크제의 미래 성공을 측하기 한 분석으

로 합하며 본 연구의 목 에 합한 분석기법이라고

단이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정부정

책의 미래 성공 측을 하는 것으로 임 피크제뿐만 아

니라 다른 정부 정책의 성공을 측하는데도 유용한 방

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단된다.

[Fig. 1] Research Process

본 연구의 체 인 연구 차는 [Fig. 1]과같다. [Fig.

1]은 본 연구를 한 체 인 연구 로세스로 자료수

집, 핵심이슈와 메인 주제단어를 추출하고 분석기법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 퓨쳐스휠(Futures

Wheel) 기법, 극성선택(Polarity Voting) 기법을 활용하

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 다. 수집된 자료로부터 임 피

크제에 한 핵심이슈와 메인 주제단어를 추출하 다.

메인 주제단어 추출에 한 기 은 임 피크제에 한

이슈와 쟁 과 련된 내용을 토 로 연구자간의 토의와

검토를 통해 추출하 다.

다음의 <Table 3>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텍스트 마이

닝 기법을 통하여 임 피크제에 한 주요 키워드를 추

출한 내용이다.

<Table 3> Main Keywords

Data Main Keywords

Articles

wage peak system of public, job sharing,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age peak system manual,

wage peak system determinants, aging society,

issues, awareness, aging society, settlement

improvements, optional wage peak system, wage

peak system model, wage cuts range per type of

business, introduction of wage peak system,

korean wage peak system, bank sector,

introducing background, wages peak system of

public enterprises, wage peak system of

japanese, justice and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 employ, policy issues,

differentiation on application of wage peak

system, professional, government aid

News

Articles

employ, job, layoffs, threats, criticism, retirement

funds, retirement pay, academy, wage peak

system, pip, retirement program academy, large

enterprises, adoption practices, policy, youth

unemployment, roadmap, reduce costs, official

wage peak system, part-time jobs, labor,

government, support fund, adjustment, strengths

and weaknesses, practices, employment rate,

youth, definition, maintenance allowance system,

institution, discriminati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department of labor, ageing,

personnel, problems, programs, union, social,

shonury party, baby boomers

SNS

(Twitter,

Blog)

daegyo eye level, wage, enterprise, academy,

education, employ, employee, severance pay, job,

congress, labor relations, aging society,

retirement, purpose, guarantee, elderly, shrink,

agreement, unions, park-geun-hye, national

pension, elections, USA, argument, funds,

burden, wage adjustment, layoffs, baby boom,

department, dispute, conflict, Japan, part-time

jobs, election, discrimination,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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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된 텍스트 마이닝은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 부터패턴을 추출하거

나 의미 있는 가치를 추출함으로써 지식을 발견하는 분

석 기법을 의미한다[20]. 따라서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패턴을 찾는것으로 자연어

처리, 정보검색, 정보추출, 텍스트 요약, 자동분류 등에

사용되어지는 기법들을 결합해서 사용한다[21]. 특히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각메인 주제단어

에 한 임 피크제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 다. 본 연

구에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R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다음의 <Table 4>은 처리과정을 한후의 임 피크

제에 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 내용이다. 키워드 추출

시 분석의 정확성을 해 복 키워드나 의미가 유사한

키워드에 해서는 하나로 통합하거나 제거하고 의미없

는 키워드에 해서 제거하는 처리 과정을 수행하 다.

앞에서 추출된 임 크제에 한 주요 키워드를 이

용하여 문가 자문을 종합 으로 활용하여퓨쳐스휠 기

법으로 정리하 다. 퓨쳐스휠 기법은 제롬클 (Jerome

Glenn)에 의해 1971년에개발 된 미래 측 분석방법론으

로 특정 기술이나 사회 이슈 트 드를 심에 놓고

미래 변화에 해 문가들의 토론과 인스토 등을

거쳐 1차, 2차, 3차의 효과와 향을 악하고 이를

수 바퀴 모형에 구조화하는 방법이다[22].

<Table 4> Keyword Extraction Examples
No Keywords Fre* No Keywords Fre*

1 Academy 3122 21 USA 447

2 Employ 2850 22 Burden 426

3 Government Funds 2750 23
Technology

Utilization
418

4 Education 2153 24
Wage

Adjustment
418

5 Retirement 2007 25 Possibility 404

6 Competitiveness 1410 26 Baby Boom 362

7 Congress 1173 27 Dispute 277

8 Old Age 1020 28

Labor Vs

Management

Conflict

251

9 Youth Unemployment 998 29 Working Hours 245

10 Argument 872 30 Japan 243

11 Aging Society 865 31 Part-Time Jobs 242

12 Reduction Rate 799 32 Expert 242

13 Election 757 33
Labor

Productivity
222

14 Agreement 568 34 Discrimination 214

15 Major Company 566 35 Seniority 200

16 Side Effect 557 36 Advantage 190

17 Policy 541 37
Public

Institutions
179

18 National Pension 539 38 Saenuri Party 178

19 Park-Geun-Hye 526 39 Finance 160

20 New Recruits 497 40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149

* Fre : Frequency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임 피크제 미래를

심 주제로 선정하고, 1차 생 향으로 임 피크제 배경,

임 피크제 목 과이유, 임 피크제 찬반논란, 임 피크

제 해결과제, 임 피크제 안의 5가지 메인주제를 작성

하 다. 이러한 메인 주제단어를 기 으로 2차 생 향,

3차 생 향으로 진행될수록 서로의 연 계를 용이하

게 하여 퓨쳐스휠을 작성하 다. 퓨쳐스휠 작성은 우선

분석의 정확성을 해 앞에서 추출된 키워드에서 복

키워드나 의미가 유사한 키워드에 해서는 하나로 통합

하거나 제거하고 의미없는 키워드에 해서도 제거하는

처리 과정을 수행하 다. 다음으로 연 계 검색에서

추출된 키워드간의 계를 바탕으로 연 키워드를 같은

분류로 정하고 키워드간의 연결을 하 다. 키워드 간의

연 성을 의미의 논리 이해를 검토하기 해 연구 참

여자를 비롯하여 HR(Human Resources) 문가 3명(교

수, HR 컨설턴트)을 상으로퓨쳐스휠 기법으로 작성된

구성도에 해 심층 인 검토를 수행하 다. 아래의 [Fig.

2]는퓨쳐스휠 기법으로 도출된 임 피크제 미래에 한

seniority, advantage, public institutions, saenuri

party, age, finance, aged employment Europe,

retirement age law, side effect, PIP, employment

rate, new recruits, hyundai, France, Germany,

youth unemployment, restructuring, outplacement,

opposition, issue, manufacturing, junior, kim

seong-tae, job insecurity, member of congress,

job sharing, youth employment, job education,

north korea, social consensus, government

support, labor productivity, employment

insurance act

Research

Report

Documents

wage design, job design, aging, reduced

productivity, reviewing factors, enacted 60 years

retirement age, former support, intergenerational

conflict, retirement program, adoption, baby

boomers, retirement funding,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definitions, application

materials and type of labor relations, job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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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이다.

다음으로 퓨쳐스휠 기법에서 도출된 임 피크제 미래

에 한 구성도를 바탕으로 임 피크제미래를 측하기

해 극성선택 기법을 용하 다. 방법은 심에서 멀

리 있는 키워드부터 심으로 갈수록 +, -를 선택한다.

즉 1차, 2차, 3차 등 여러 가지의 생 향이 있을 때 가

장 하 의 생 향부터 단하여 미치는 향이 정

이면 +, 부정 이면 -로 평가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장 상 인 1차 생 향의 키워드까지 추출되어 최종

으로 임 피크제에 한 미래를 측하 다.

4. 크제 결과

연구자들 간의 상호 검토과정과 문가 조언등을 통

해 임 피크제 미래에 한 메인주제단어를 최종 으로

5가지 추출하 다. 최종 으로 추출된 메인 주제단어 5

가지는 임 피크제 배경, 임 피크제 목 과 이유, 임

피크제 찬반논란, 임 피크제 해결과제, 임 피크제 안

5가지이다. 한 추출된 5가지 메인 주제 단어를 심으

로 하 생 향 키워드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

하여도출하 다. 다음은 5가지 메인주제단어각각에

한 임 피크제의 구성도로 메인 주제 단어인 임 피크제

의 배경부터 순차 으로 도식화 하 다.

[Fig. 3]은 퓨쳐스휠 기법과 극성선택 기법을 활용하

여 임 피크제 배경에 한 결과를 도출한 구성도이다.

임 피크제 배경에 한 퓨쳐스휠 기법 용 결과를 살

펴보면 정으로 측되었다. 임 피크제의 배경에는 크

게 정치 배경, 국가 배경, 사회 배경으로 살펴보았

다. 임 피크제가 정치 배경과 국가 배경에서는 매

우 정 으로 도출 되었다. 이것은 임 피크제의 배경

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일본, 스웨덴,

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정 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Fig. 3] Result Applied Futures Wheel Techniques

        (Background of Wage Peak System)

[Fig. 2] Result Applied Futures Wheel Techniques
* WPS : Wage Pea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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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 배경은 부정 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증가, 출산율 하, 결혼감소, 솔로족 증가 등에 따른 이

유로 부정 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는 체 노인에 비해 건강상태

나 부양의 교환수 , 경제수 이 매우 낮아 44.6%가 자

신의 건강상태를 부정 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상태

가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56.9%가평가하고 있

다[23]. 한 노인의 인지수 과 우울은 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2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사회 인 경제활동으로 월수입은 물론 여가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최혜정 등[25]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우울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는것으로 여

가의 만족도가 요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동반자가

없는 경우나 여가력이 낮으면 높은 퇴행 우울증상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

하는 경우가 증가하거나 자녀에 한 양육비 증가, 는

핵가족 등의 이유로 출산율이 감소되고 의료 기술의 발

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고령화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생산성

이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둔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임 피

크제 배경에 한 체 인 내용면에서는 정 으로

측 되었다.

[Fig. 4] Result Applied Futures Wheel Techniques

       (Purpose and Reasons of Wage Peak System)

[Fig. 4]는 임 피크제의 목 과 이유에 한 결과를

도출한 구성도이다. 임 피크제 목 에 한 퓨쳐스휠

기법 용 결과를 살펴보면 정으로 측되었다.

임 피크제의 목 에서 정 으로 도출된 것은 고령

자 노하우, 기술 활용, 고령화 비, 일자리 나 기, 신규

채용증가, 인건비부담감소등이 나타났다. 이것은인건

비 부담 감소를 정년보장형 유형의 목 에서 찾을 수 있

고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데 정 인 이유

는 고용연장형 유형에서의 목 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에 한 비나 고령자 노하우와 기술을 활

용한다면 고령자의 사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

나 부정 인 면은 비용 인사 체 해소인 것으로 도출

되었다. 원래 인사 체 해소는 정 인 면으로 단되

나 비용으로 인사 체 해소를 한다는 면에서 부정

으로 도출 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로부터 경력과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임 이 올라가는 형태이나 임

피크제의 목 은 일정시 이후부터는 임 이 어드는

반 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Fig. 5] Result Applied Futures Wheel Techniques

        (Yes or No of Wage Peak System)

[Fig. 5]는 임 피크제의 찬반논란에 한 결과를 도

출한 구성도이다. 임 피크제 찬반논란에 한 퓨쳐스휠

기법 용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 으로 측되었다. 임

피크제의 찬반논란에서 정 으로 도출된 것은 제조

업 부문, 정부 그리고 노사정합의 부분에서 정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원래 노사간 의되지 않은 임 삭감

률에 해서는 부작용으로 존재하나, 임 피크제로 기업

에서는 고령자의 기술이나 노하우 활용할 수 있거나

트타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찬성을 하는 견해

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년을 보장하거나 재고용하는 부

분에 있어서 노사정합의가 정 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정부입장에서는 임 피크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임 피

크제 상자로부터 삭감된 임 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를 충원할 수 있다는 기 가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있

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고령자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기

업 내 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 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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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마지막으로 임 피크제

도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노

사간에 임 피크제 도입이 좋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부정 인 면에서는 융권, 20 등의 반 그

룹들이 있었고 반 이유는 청년실업, 인사 체, 용 상

자 생산성 하, 마땅한 직무가 없기 때문, 임 피크제

상자 부 응 등이 나타났다. 여기서 임 피크제의 배경

이 인건비 부담 감소와 인사 체해소이지만 임 피크제

를 운 할 때 임 피크제 용 상자에게알맞은 직무와

직종 직무를 찾기가 어렵고 이에 따른 직무개발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한 임 피크제 상자에 한 후배지

시 불편으로 상자의 부 응을 찾을 수 있다. 그 기 때

문에 임 피크제 상자에 한 합한 직무를 찾기 어

렵고 리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시 하다고 생각한다. 임 피크제 용 상자에

한 훈련비 증가라는 부작용 한부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우·김학돈(2005) 연구에 따르면 임

피크제 용 상자에 한 활용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고 정년을 증가시킨다면 비용만 지출하게된다는 시각

도 있다[9].

[Fig. 6] Result Applied Futures Wheel Techniques 

        (Solution Task of Wage Peak System)

[Fig. 6]은 임 피크제의 해결과제에 한 결과를 도

출한 구성도이다. 임 피크제 해결과제에 한 퓨쳐스휠

기법 용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 으로 측되었다. 임

피크제의 해결과제에서 정 으로 측된 것은 임

피크제 구성요소 부분에서 정 으로 측되었다. 그러

나 부정 인 면은 노사간의 갈등과 삭감률 정도로 나타

났다. 이것은 노사간 의되지 않은 문제에 해 노사갈

등을 진하는 부작용이 있다. 즉, 근로자 주장은 임 삭

감 없는 순수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회사측 주장은 임

에 해 일정부분 삭감을 하는 임 피크제 도입을 주장

하는 데에서 오는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Fig. 7] Result Applied Futures Wheel Techniques 

        (Alternative of Wage Peak System)

[Fig. 7]은 임 피크제의 안에 한 결과를 도출한

구성도이다. 임 피크제 안에 한 퓨쳐스휠 기법

용 결과를 살펴보면 정 으로 측되었다. 임 피크제

의 안에서 정 으로 측된 것은 다른 인사제도 도

입, 신규인력 채용을 확 (Job Sharing), 다양한 임 피

크제 종업원 선택, 주 3일제 부분이 나타났다. 특히 고

령화에 한 기업의 응방안으로 인원조정(정리해고

는 희망퇴직), 성과 심의 보상 리로의 환, 그리고 임

피크제[4]가 있는데 임 피크제는 고령화에 한 기업

의 응방안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정 인

면은 임 피크제 변형이다. 임 피크제는 인사 체 해소

와 인건비 부담 경감이 요하지만 임 피크제를 도입해

서 운 하는 과정에 임 피크제 용 상자에게 합한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임 피크제 용 상자의 성

과나 몰입 하로 인해 근로자의 리의 어려움으로 이

에 한 해결이 시 하다. 이를 해서는 임 피크제

용 상자에 한 비 을 제시하고 비 에 한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단된다.

한 임 피크제의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을 찾고 정부와 기업, 노사간에 서로 균

형 있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지 까지 본연구의결과를종합해본 결과, [Fig. 8]과

같이 총 5가지 주제 단어에 해 3가지가 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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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었기 때문에 임 피크제 미래 측은 정으로

측 가능하다. 임 피크제 찬반논란과 임 피크제 해결과

제에 해서는 부정 으로 측되었지만 임 피크제 배

경, 임 피크제의 목 이유, 임 피크제 안에 해

서는 정 으로 측 되었다. 따라서 최종 으로는 임

피크제에 한 미래는 정 으로 측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자료나 선행연구를 비롯한 문가 조언 등

을 종합해 본 결과 임 피크제의 미래는 일 성 있게

정 으로 측되었다.

그러나 임 피크제의 목 은 고령 근로자들의 정년보

장과 고용안정일 것이다. 임 피크제가 성공 으로 실행

되기 해서는 단순히 연령만 고려된임 삭감이 아니라

근로시간, 직원의 직무 유형 , 임 피크제 용 상자에

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지원과 특성들을 고려하는 지

원이 필요할 것이다.

5. 논   결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퓨쳐스휠 기법 그리

고 극성선택 기법 등의 미래 측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임 피크제에 한 모습을 과학 으로 측해보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 피크제에 한 미래의

망을 좀 더 구체 으로 악하는 데 을 맞추고 미래

임 피크제에 한 메인 주제 키워드를 5가지 에서

악해 보았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한 메인 주제 키워드 각각에 해 키워드를 추

출하 다. 퓨쳐스휠 기법에서는 임 피크제 미래를 심

주제로 선정하고, 1차 생 향으로 임 피크제배경, 임

피크제 목 과 이유, 임 피크제 찬반논란, 임 피크제

해결과제, 임 피크제 안의 5가지 메인 주제를 작성하

다. 다음으로 퓨쳐스휠 기법에서 도출된 임 피크제

미래에 한 구성도를 바탕으로 연 계 검색을 활용

한 극성선택 기법을 용하 다. 방법은 심에서 멀리

있는 키워드부터 심으로 갈수록 +, -를 선택하 다.

즉 1차, 2차, 3차 등 여러 가지의 생 향이 있을 때 가

장 하 의 생 향부터 단하여 미치는 향이 정

이면 +, 부정 이면 -로 평가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장 상 인 1차 생 향의 키워드까지 추출되어 최종

으로 임 피크제에 한 미래를 측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이5가지를도출할수있다.

첫째, 임 피크제 배경은 정치 배경, 국가 배경,

사회 배경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 배경은 부정 으

로 도출되었지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Fig. 8] Final Result Applied Futures Wheel and Polarity Voting Techniques
* WPS : Wage Peak System



스트 마 닝과 퓨쳐스   활용  정 정책  미래 공 측 : 크제  미래 정책 측

15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Dec; 14(12): 141-153

일본, 스웨덴, 랑스, 독일등 여러 국가에서 정 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체 으로 정 으로 측되었

다.

둘째, 임 피크제 목 에 한 결과에서 정으로

측되었다. 고령자 노하우, 기술 활용, 고령화 비, 일자

리 나 기, 신규채용증가, 인건비부담 감소 등에서 정

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에 한 비나 고령자 노

하우와 기술을 활용한다면 고령자의 사기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정 인 면은 비용인사 체 해소

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원래 인사 체 해소는 정 인

면으로 단되나 비용으로 인사 체 해소를 한다는

면에서 부정 으로 도출 되었다.

셋째, 임 피크제 찬반논란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 으로 측되었다. 임 피크제의 찬반논란에서

정 으로 도출된 것은 제조업 부분과 노사정 합의 부분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 인 면은 고령자에 한

합한 직무를 찾기가 어렵거나 이에 따른 직무개발이 필

요하기 때문이 부정 으로 도출되었다. 한 임 피크제

상자에 한 후배지시 불편으로 상자의부 응을 찾

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사 체에 따른 인력 과다 부

분도 나타났다. 이것은 임 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감소

와 인사 체 해소이지만 임 피크제를 운 할때 임 피

크제 용 상자에게 알맞은 직무와 직종을찾기 어렵고

상자에 한 리상의 어려움 때문에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시 하다고 생각한다. 한 이것은 임 피크제

용 상자에 한 훈련비 증가라는 부작용을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임 피크제 해결과제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 으로 측되었다. 임 피크제의 해결과제에서

정 으로 측된 것은 임 피크제 구성요소부분에서

정 으로 측되었다. 그러나 부정 인 면은 갈등 부분

이 나타났다. 이것은 노사간 의되지 않은 문제에 해

노사갈등을 진하는 부작용이 있다. 즉, 근로자 주장은

임 삭감 없는 순수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회사측 주장

은 임 에 해 일정부분 삭감을 하는 임 피크제 도입

을 주장하는 데에서 오는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다섯째, 임 피크제 안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 으로 측되었다. 임 피크제의 안에서 정 으

로 측된 것은다른 인사제도 도입, 신규인력 채용을 확

(Job Sharing), 다양한 임 피크제 종업원 선택, 주

3일제 부분이나타났다. 특히고령화에 한 기업의 응

방안으로 인원조정(정리해고 는 희망퇴직), 성과 심

의 보상 리로의 환, 그리고 임 피크제[4]가 있는데

임 피크제는 고령화에 한 기업의 응방안의 한 방법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정 인 면은 임 피크제변형이

다. 임 피크제는 인사 체 해소와 인건비 부담 경감이

요하지만 임 피크제를 도입해서 운 하는 과정에 임

피크제 용 상자에게 합한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

거나 임 피크제 용 상자의 성과나 몰입 하로 인한

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한 해결이 시 하

다. 이를 해서는 임 피크제 용 상자에 한 비

을 제시하고 비 에 한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무

엇보다 요하다. 한 임 피크제의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을 찾고 정부와 기

업, 노사간에서로 균형 있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것으

로 단된다.

지 까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총 5가지

주제 단어에 해 3가지가 정 (+)으로 도출되었기 때

문에 임 피크제 미래 측은 정으로 측 가능하다.

임 피크제 찬반논란과 임 피크제 해결과제에 해서

는 부정 으로 측되었지만 임 피크제 배경, 임 피크

제의 목 과 이유, 임 피크제 안에 해서는 정

으로 측 되었다. 따라서 최종 으로는 임 피크제에

한 미래는 정 으로 측되었다. 그러나 임 피크제

의 실행에서 목 은 고령 근로자들의 정년보장과 고용안

정일 것이다. 그러나 임 피크제가 성공 으로 실행되기

해서는 단순히 연령만 고려된 임 삭감이 아니라 근로

시간, 직원의직무 유형 등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는 지

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으로 임 피크제 미래에 해 분석한 결과, 임

피크제에 한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 피크제는 노동시장을 둘러싼 미래 환경 변

화들을 고려하여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서로간의

할 수 있는 환경 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는 달리 노동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독 인

지 는 변화 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생각하는 기업 구조

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미래 임 피크제는 노

사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간의 있어서 자체

으로 력을 통한 노력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사

간 의되지 않은 문제에 해서는 노사갈등을 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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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있다. 즉, 근로자주장은임 삭감없는 순수 정

년 연장을 주장하고 회사측 주장은 임 에 해 일정부

분 삭감을 하는 임 피크제 도입을 주장하는 데에서 오

는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간 합의가 이

루어진 서로간의 할 수 있는 노동환경 체제를 구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임 피크제는기업에서 인건비를 이고인건비

를 삭감 한만큼 청년일자를증가 시킬 수있다고하는 청

년일자리 책의 목 이 있다. 이것은 인건비가 어든

만큼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임

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인건비가 었는데도 청년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임큼피크제의목 이 퇴색

될 수 있다. 따라서 임 피크제의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방향으로 개선 을 찾고 정부와기업, 노

사간에 서로 균형 있게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임 피크제에 한 사회 공감 를 이끌어 내

야 한다. 임 피크제의 확산이 강조되고 기업으로 확

됨에 따라, 일방 인 임 피크제의 도입이 아니라 청

년실업을 해결할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노사정 화

를 통한 합의, 임 피크제 상자에 한 리 교육을

통한 문가를 양성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비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임 피크제의 미래에 요할 것으로

상되는 역량들을 측하고, 기업이나 상자에게는 그에

따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임

피크제 시행은 국가의 경쟁력을 책임지는것으로 청년실

업률 해소라는 큰 목표를 향해 세부 으로 노사간 합의

를 마련하는 반 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에서 임 피크제 도입에 따른 미래 기업의

변화에 한 보다 거시 인 안목을 가지고 기업과 근로

자간의 더 나은 발 방향으로 발 시켜 나갈지에 해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

인 개선과 논의가 이루어 졌을 때 바람직한 임 피크제

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사회 체가 올바른 임

피크제에 한 미래 인 심을 가지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 라마련에 힘써야 한다. 특히 근로자에

을 둔 상생의 지원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임 피크제에 한 기존 연구

들과는 달리 미래 측기법을 통해 임 피크제도입에 따

른 미래에 가능한 문제 과 실 가능성을 제안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퓨쳐스휠 기법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트 드나 이슈에 한 측에 도움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정

부정책의 미래 성공 측을 하는 것으로 임 피크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정책의 성공을 측하는데도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도 임

피크제에 따른 미래의 변화에 해 해결과제나 안들을

상기시켰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임 피크제의 미래 측을 통해 논의된 문제

이나 이슈가 미래에 해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는 한계 을 가지고 있고, 임 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

업을 상으로 좀더 심층 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는 에서 한계 을 지닌다. 한 향후 임 피크제 도입

한 기업에 해 기업의 성과나 임 피크제 상자에

한 만족도 등을 실태조사 하여 정 효과에 한 유의

성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

구를 통해 연구 상을 임 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

으로 확 하고 방법론 으로도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하여

보다 포 이고 세분화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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