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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의 역설: 인사시스템의 합리화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가?
신 민 주*⋅장 희 은**

전 세계적으로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관심과 더불어 실천적 해
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조직 수준에서 인사시스템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등 합리성을 추
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별임금격차는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인사시스템의 합리
성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의 노력들이 합리적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
았다.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의 대표적 특징인 인사제도의 공식
화, 투명성 그리고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여성관리자패널> 2차(2008년)와 3차(2010년) 자료를 이용
해 기업 110개, 관리자 1,12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관리자 사이에 성별임금격차는 존재하였다. 같은 조직에서 직급, 교육수준, 노동
시간, 근속연수 등을 통제하고도 여성의 월급은 남성보다 약 3%가량 적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둘째, 인사시스템의 공식화는 성별임금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셋째,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은 성별임금격차를 심화시켰다.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여성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임금을 높여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직 내 여성 비율이 높을 때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모두 높이고 결과적으로 성별임
금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성별임금격
차를 심화시켰다. 여성과 남성이 유사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더라도 남성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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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본격화되면서 성별임금격차(gender pay gap)의 존재와
규모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성별임금격차 지수에 따
르면 전일제를 기준으로 남성의 임금 중위값이 100라고 할 때 여성의 임금 중위값은 약 86
수준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14%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OECD,
2019). 이에 전 세계적으로 임금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는 여성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

며, 최근에는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페이미투(#PayMeToo) 운동’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다. 이러한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래 줄곧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
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중 일각에서는 직종, 노동시간, 교육수준, 근속, 기업규모 등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왜곡된 통계 결과라는 비판
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별임금격차를 추정한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 의하
면 직종, 노동시간, 근속과 같은 요인으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적게 버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김난주, 2017; 신광영, 2011; Blau & Khan,
2007; Rubery, Grimshaw, & Figueiredo, 2005).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의 도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동안은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노동
시장의 공급요인, 직종 간 성별분리, 돌봄노동의 여성 편중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지목되
어 왔다(김난주, 2017; 정진화, 2007).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속성
이나 인적자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성별분업구조와 같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측면과 사
회문화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중심을 이루었고(Becker, 1971; Polachek, 1987),
노동력의 수요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의 특성은 최근에서야 주목받기 시작했다(신광영,
2011; Reskin, 2003). 본 연구는 다양한 조직의 특성 가운데 인력의 운용은 물론 보상과

직접 관련된 조직의 인사시스템에 주목한다.
인사시스템에 대해 현재까지 단일한 정의는 없지만(Boselie, Dietz, & Boon, 2005;
Chadwick, 2010) 조직 운영상의 인사 정책(policies), 제도(practices)와 과정(processes)

의 집합으로써 조직에서 다층적으로 작동한다(Becker & Gerhart, 1996).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성과는 조직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인사시스템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같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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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동일한 인사시스템을 경험하였더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Kinnie et al., 2005). 따라서 조직의 인사시스템은 구체적이며 객관적이고 타당하면서 합

리적이어야 한다. 조직은 조직 내 개인과 조직의 목표 및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효율적 배분
을 위해(Meyer & Rowan, 1977) 인사시스템 합리성을 추구하게 된다. 오늘날의 인사시스
템은 중앙집중화된 형태의 공식적 체계와 보상과 제재에 대한 명시적이고 표준화된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Weber, 1947) 효율성과 합리성을 조직운영의 목표로 하는 관료제적 특징
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직 내 인사시스템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효율적인 형태로 작동되고 운영상
의 원리가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임금격차를 정당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Castilla 2008, Castilla & Benard, 2010). 이에 본 연구는 인사시스템의 합리성
을 인사시스템의 공식화, 인사시스템의 투명성, 성과주의 임금체계 세 종류로 세분화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Dobbin, Schrage, and Kalev (2015)는 조직 운영방식에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조직 내 다양성 수
준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 둘째, 직원들의 평가와 보상에 있어서 의사결
정을 실시하는 관리자들의 재량을 제한하여 차별의 여지를 줄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셋째, 조직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조직 내 자체적인 노력이
아닌 외부의 규제기관이나 조절장치들을 활용하여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다.
Dobbin et al.(2015)의 제언에 따르면 조직 내부 수준에서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

시스템은 의사결정 과정의 명문화와 공식성 확보, 의사결정과 정보공유의 투명성 향상 그리
고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사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공식성과 투명성 그리고 성과주
의 임금체계를 인사시스템 합리화를 제고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생산량이나 판매량 등 개인이 창출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기반한 보상을 지급
하는 임금체계로써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분배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Rynes, Gerhart, & Park, 2005)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는 인사시
스템의 하위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정교한 경험적인 분석을 위해 <여성관리자패널>을 활용하여 조직 수준과 개인
수준을 결합한 다층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성별임금격차
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인사시스템의 합리성이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
여 정리한다. 이후 인사시스템의 합리성의 하위요소로 인사위원회의 공식화, 인사시스템의
투명성, 그리고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보고 각각의 요소들이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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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화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 자료 특성과 변수의 조작화,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연구결과
와 토론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 속성인 인적자본의 차이로 인해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인적자본이론(Becker, 1971; Mincer, 1974)에 따르면 조직의 목표를 달
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 수준이 높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직원
들에게 교육이나 훈련 등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는 개인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에도 기여하게 되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여성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기대되는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짧고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의 입장에서 여성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유인
이 적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에게 암묵적으로 주어진 사회문화적 성역할의 차이가
여성의 역량개발 기회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성과 및 보상 측면에서 남성보다 부족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낮은 인적자본투자는 여성이 고생산성, 고임금 직
종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저생산성, 저임금 직종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집중되는 성
별에 따른 직종분리까지 야기하게 된다(금재호, 2002, 2004).
그러나 인적자본에 의한 성별임금격차 설명은 한계를 지닌다. 요인분해기법을 이용하여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전체 성별임금격차 중에서 개인적 속성인 인적자
본의 영향이나 직업적 특징과 같은 차이보다 설명되지 않는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된다(김난주, 2017; 김수현, 2015; 장지연･오선영, 2017; Blau & Kahn,
2007). 뿐만 아니라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가진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하더라도 남성보다 더 일찍 퇴장하는 현상은 인적자본이론에 의해 충분한 설
명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안태현, 2012; 장지연･오선영, 2017).
한편, 인적자본의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 제도적 요인, 종사상 산업과
같은 수요적 측면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설명하려는 시도 또한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Bergmann(1974)의 과밀가설(Crowding hypothesis)은 노동시장 자체가 분절되어 있으므

로 여성들이 집중되는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몰리게 되면서 여성의 임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의 특성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화 수준의 차이는 또 다른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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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에 기여한다. 제조업, 건설업, 광산업은 일반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고 노동조
합 조직률 또한 높지만, 일반 사무 보조나 서비스 직종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여성 비율
이 낮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금 프리미엄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이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
므로 이로 인해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Blau & Kahn, 2007).
그러나 노동력의 수요적 측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평가 및 보상을 실행
하는 조직 수준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조직 수준에 주목한 기존의 일부 연구들은
주로 조직 내 성별에 따른 인적 구성의 차이, 관리자 성비, 조직 내 권력구조에의 접근과
같은 역학관계와 같은 미시적인 특성에 주목하는데 그쳤다(Abendroth, Melzer, Kalev, &
Tomaskovic-Devey, 2017; Hultin & Szulkin, 1999; Srivastava & Sherman, 2015). 본

연구는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특성 중에서도 인사시스템에 주목한다. 인사
시스템은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공정한 평가 및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하여 조직성과로 이어
지게 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배종석, 2003).

2. 인사시스템 합리성이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조직은 운영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의사결정 방식의 공식화, 규칙의 객
관화, 계층적 구조화, 실적과 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인사시스템을 설정
한다(Scott & Davis, 2003). 인사시스템의 합리화는 구성원들에게 기회의 공정성을 부여하
고, 조직 내 효율성을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운영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조직에서도 소수자가 차별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사
시스템의 합리화가 기존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Acker, 1990).
따라서 인사시스템의 합리성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수평기(Leveler)로 또는 성별
에 따라 다르게 작동되는 불공정한 기제를 감추는 연막(Smokescreen)으로도 작용할 수 있
다(Acker, 1990; Baron et al., 2007; Elvira & Graham, 2002; Reskin, 2000). 합리적 인
사시스템 구축은 내 집단 편애를 방지하고 관리자의 재량과 주관적 편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속적 불평등(ascriptive inequality)을 완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방식이 될 수 있다. 기존
의 성별에 따른 차별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는 조직 내 의사결정방식과 집행과정에서의 모
호성이었다. 남성 위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동질적 재생산(Homosocial
reproduction) 논리는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개인 간의 우호적 감정 및 신뢰와 같

은 정서가 그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여성이나 소수자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
하였다(Ely & Meyerson, 2000; Kanter, 1977; Hultin & Szulkin, 1999). 그러나 합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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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으로 하는 관료주의적 조직에서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비인격화하고 조직 내 고용관
계를 공식화 및 표준화하여 개인이 조직에 기여한 정도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
게 제도화하기 때문에 평가나 결과에 대한 편향성을 방지할 수 있다(Baron et al., 2007).
관료제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개인적, 비합리적, 정서적
요인들이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Weber, 1921). 운영상의 합리화를 위한 관료주의적 개
혁 방안이 조직 내 다양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Dobbin et al., 2015).

반면 인사시스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들이 오히려 성별에 따른 불평등
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Bielby, 2000; Reskin,
1988; Tomaskcovic-Devey, 1993). 합리적 인사시스템 구축은 규칙에 기반을 두어 객관적

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목적을 바탕에 둔다. 제도와 정책들은 구체적인 기준과 목표를 결
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며 그 운영원리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이행
을 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실시하며 관련한 재량을 갖고 행사를 하는
것은 관리자들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가진 고정관념에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Abraham, 2017; Bielby, 2000). 또한, 개인은 본인이 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하므로 그 결과가 만약 성별에 따른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면 제도와 정책의
객관성에 기반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발생한 차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Dencker(2008)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유연하고 느슨한 제도적 상황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재검하고 검열할 수 있게 하는 기회로 활용
되어 불공정성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Acker(1990)는 관료제가 표면상으로만 성 중립적으로 보일 뿐 오히려 성별에 따라
분리된 조직 내 하부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복잡성과 합리성이 높은
관료제 조직일수록 가족이나 가정에 관한 문제와 개인의 정서를 억압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여성에게 차별을 야기하게 되는데(Burrell, 1984; Mills, 1988), 가령 직
무 사다리 제도는 육아휴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업무 단절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남성에게 평가 및 보상에 있어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용
하게 된다는 것이다(DiPrete, 1989).
종합하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낳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합리성을 높일 방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
으며, 둘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일련의 제도나 정책들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 그리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셋째, 조직이 기대하는 제도적 방향성에 따라 관리자들의 동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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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bin et al., 2015).

(1) 인사시스템의 공식화
인사시스템의 공식화는 인사관리 전반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규칙, 절차,
지시사항, 의사소통 방식 등이 명문화되어 공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Konrad
& Linnehan, 1995; Pugh, Hickson, Hinings, & Turner, 1968). 따라서 공식화 수준이

높은 조직은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방식과 그에 수반하는 결과들이 제한적이며(Schminke,
Ambrose, & Cropanzano, 2000),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모호성과 상급자의 주관성이 개입

될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의사결정과정의 공식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는 낮아진다. Elvira &
Graham(2002)은 공식화 수준이 높은 임금결정제도일수록 성별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사시스템의 공식화 수준이 낮을수록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공식화는 남성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동되어 온 내집단 편
향적인 프로세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nderson & Tomaskovic-Devey(1995)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이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분

위기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조직 내 문서화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제도 및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면 성별에 따른 임금불평등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사시스템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권자의 가치관에 좌우되지 않고, 기존의 남성 중심적 조직의 명맥
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기제 또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남성과 여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데 있어서 인사시스템의 공식화는
상급자의 주관성을 줄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모호성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시
스템의 공식화는 관리자의 재량이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성과를 창출했다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받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사시스템의 공식화 임금인상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강하게 나
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 1: 인사시스템의 공식화가 임금인상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여성일 때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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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시스템의 투명성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은 조직 운영상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직 내에서 시행된 의
사결정과정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이 누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조직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한다(Castilla, 2015). 조직의 인사시스
템 투명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는 기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조직 내 정보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무공고제도(job posting)와 직무사다리
(job ladder)와 같은 제도들은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자신이

적합하다고 예상되는 일자리를 공지하여 지원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Dobbin et al.,
2015). 따라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상의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직원들에게 공지함으

로써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기회의 공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한다. 정보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힘의 불균형은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
에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은 조직 내 열위에 있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한다(Rosenfeld & Denice, 2015).
둘째, 조직 내 투명한 인사시스템은 관리자에게 자신이 실시한 의사결정에 대한 큰 책임
감을 갖게 한다. 조직 운영상의 투명성은 공정성 및 책임성과 연계되어 구성원들이 예측가
능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정진우, 2017). Castilla(2015)는 임금 결정 프로세스가 투명할
때,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관리자의 주관적 편향으로 인해 불
공정성이 발생하면 그 결과와 절차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
다. 관리자가 그들의 의도 여부는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불공정하고 개인적인 주관성이 투영
된 의사결정을 했다면,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결정을 스스로 재검토하
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조직 내 동료나 그들이 채용하고 평가하는 사람들로부
터 편견에서 비롯된 의사결정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관리자로서 부정적 평판을 얻
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스스로 의사결정에 대해 검열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귀속적 차
이로 인한 차별을 없앨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성별임금격차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의 성과와 실적을 보상으로 전환하는 의사결정이 공식적인 절차와 제도에 근거하여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의 역량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승진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자는 것은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
고, 관리자 스스로도 자신들의 판단을 재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Castilla, 2008). 의사결정권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정보 공개와 절차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립한다면 기존에 저평가되어왔던 여성의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
서 임금인상 효과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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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인사시스템 투명성이 임금인상에 미치는 효과는 정(+)의 효과는 여성일 때 강화
될 것이다.

(3) 성과주의 임금체계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조직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제도 중에서 개인이 기여한 바
에 따라 보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Sandberg, 2017). 구체적으로 임금인상
이나 개인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에 관한 결정 등을 개인별 평가와 조직성과에 대한
기여 수준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동배, 2006; 유규창･박우성, 2007). 그 핵
심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수준과 개인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와
임금인상에 관한 결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평가를 보상으로 환산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부장적 조직 문화가 남아있는 한국의 일부 조직사회에서는 업무 외적 시간 및
공간에서 발생하는 회식,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불필요하게 사무실에 남아 있는 행동, 또
는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적인 모임에의 참석에의 유무 등이 조직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평가되는 경우가 흔하게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회식 자
리에서 조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등은 비공식적 활동이 조직의 공식적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차별로 작용하여 여
성 배제의 논리가 된다(이성은, 2005; Kelly, Ammons, Chermark, & Moen, 2010).
이러한 사회문화적 바탕에서 성과평가와 임금인상 결정이 분리되어 있는 성과주의 시스
템은 성별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데 일종의 상승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 그리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주관과
편향성이 개입될 여지는 커진다(Castilla, 2008; Rubery, 1995; Salimaki & Jamsen,
2010). 즉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개인의 성과, 성과에 기반한 평가, 그리고 평가를 보상으로

환산되는 과정 전반에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에 필요하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관리자의 과도한 재량이 투여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결여되
는 것이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Rubery, 1995; Sandberg,
2017). 상대적으로 성과평가 기준이 객관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조직 내

핵심권력을 가진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성과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oth, Huffcut, & Bobko, 2003). 여성의 노동참여 수준과 학력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아졌지만, 여전히 조직은 남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성 관리자의 의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종선호 현상이 사회심리학적 기반이 되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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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원리에 투영되기도 한다(Bielby, 2000). 자신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개인을 선호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남성의 생산성이 여성의 생산성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조직의 목적에 더
기여했다고 판단하게 한다. 동일한 생산성이라도 속한 성별 그룹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현상은 탈가치화 이론(Devaluation theory)으로 설명되는데 동종선호 현상과 함께 작용하
여 성별임금격차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탈가치화 이론(Devalution theory)은 성별
에 따른 직종분리로 인한 성별임금격차 확대를 설명하였으나(Steinberg, 1990; England,
1992; Cohen & Huffman, 2003) 개인 및 조직 수준에서 여성의 생산성이 남성의 생산성보

다 저평가되는 현상 또한 설명한다. 탈가치화 이론에 근거하면 여성이 남성과 다른 개인적
속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임금결정 과정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 Quintana-Garcia & Elvira(2017)은 개인의 생산성이 객관적으로 평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성별 그룹에 기인하여 인식된다고(perceived) 주장하였다.
따라서 최고경영층이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며, 성별에 따라 주관적으
로 판단되는 노동의 탈가치화(devaluation)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성과에 기반한 임금결정방식은 오히려 임금결정에 있어서 관리자의 재량을 투영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더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성과 여성 종업원 간의 임금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ubery, 1995). Castilla & Benard(2010)의 연구에서도 승진
과 임금인상 결정이 성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 문화에서 성과평가가 같더라도 오히려
남성에게 더 많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조직 내에 “성과주의
의 역설(The paradox of meritocracy)”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과주의는 성별, 인종, 개인적 속성 등에 비롯한 불평등을 없애고 조직에서 개인의 기여
도와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Jackson,
1998; Castilla 2008). 그러나 성과평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 성 중립적이지

않은 성과평가 방식, 여성의 노동 가치가 남성의 가치보다 평가절하되는 현상, 그리고 성과
를 보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성별에 따른 편향성 등은 성과주의 제도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없애는데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 뿐만 아니라 조직 내 배태되
어 있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고 차폐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성과에 대한 평가와 평가가 보상으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편향적 의사결정들은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인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
과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3: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임금인상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여성일 때 약화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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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자료
여성관리자와 남성관리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격차가 조직특
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하는 <여성관
리자패널>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성관리자패널>은 여성관리자의 경력개발, 보상, 조직
내 지위와 경력발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패널자료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격년으로
발표되고 있다. 현재 2016년도 자료까지 공개된 <여성관리자패널>은 젠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고안된 자료로서 성별임금격차를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분석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수준의 조사와 함께 조직수준에서 인사관리자에 대
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조직특성이 성별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조직 내에 발생하는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성관리자와 여성관리자의 자료
를 모두 활용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성관리자패널>에서 남성관리자
에 대한 조사는 2차(2008년)와 3차(2010년)에 걸쳐 단 두 차례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관리자패널>로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약 10년 전의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
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과거의 자료라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리자패널>은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가
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층화표본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로서 대표성이 있는 자료라는 큰 장
점을 갖고 있다. 또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지속해서 감소해왔던 성별임금격차가 2000
년대 이후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중위임금층과 고위임금층의 임금격차 속도
의 완화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과거의 자료이기는 하나 현시점에서도 중위임금층 이
상에 해당하는 남녀관리자의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무엇보다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자주 활용된 자료로서 선행연구와의 비교
를 통하여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국내 문헌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이처럼 과거 자료라는 단
점보다 이점이 더 크다는 판단으로 본 연구는 <여성관리자패널>을 활용하여 성별임금격차
를 분석하였다. 2차연도와 3차연도 자료 가운데에서도 더 최근의 자료인 동시에 다양한 변
수를 포함하고 있는 3차연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2차연도 자료를 활용한 결과와
3차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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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1) 개인수준 변수(within-organizational variables)
본 연구의 변수는 크게 개인수준 변수와 조직수준 변수로 나뉘며 개인수준 변수는 모두
관리자 스스로 응답하였다. 종속변수인 임금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월 단위 임금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된 성별 변
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핵심 설명변수인 성별은 여성은 1, 남성은 0으로 측정되었다.
이외에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으로 본 연구는 교육수준, 직급, 노동시간, 근
속연수, 업무 분야, 혼인상태, 자녀 유무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이 가운데 교육수준은
<여성관리자패널>의 조사방식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 졸

업, 석사 졸업, 박사 졸업으로 나뉜다. 즉 교육연수가 아니라 학력 수준으로 측정된 순차변
수이다. 마찬가지로 직급은 사원급에서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구분된 순차변수이다.
한편 노동시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하는 주단위 노동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이 외에도 업무 경험이나 직업경력이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근속연수와
연령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한편 업무성과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여성관리자패널> 내에는 개인성과를 직접 측정한 변수가 없기에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관리자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업무역량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업무역량은 5

점 척도의 단일지표(single indicator)로 측정되었다.
같은 조직 내에서도 수행하는 직무나 업무에 따라 임금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 분야도 통제하였으며, 연구개발, 경영기획, 마케팅, 서비스, 교육 등 22개 분야로 구분
된다. 끝으로 혼인상태나 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임금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Fortin, Bell, & Böhm, 2017). 혼인상태는 배우자의 유무로
측정하였으며, 자녀의 유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이 큰 미취학 자녀의 존재 여부로 측정하였다.

(2) 조직수준 변수(between-person variables)
조직수준의 변수는 조절변수와 통제변수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변수가 인사관리자가 응
답한 것이다. 앞서 가설화한 조절요인인 인사관리 시스템의 합리화는 세 가지로 측정되었
다. 인사시스템의 공식화는 주요 인사 결정이 명문화된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
도를 의미하며 인사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공식화된 구조(formalized structure)의 존
재는 공식화의 정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요 인사 결정(승진, 근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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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훈 등)을 담당하는 인사관련위원회의 존재 여부”로 측정하였다. Fuller & Cooke
(2018)은 인사시스템의 공식화가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공식화의

지표로 인사부서의 존재 여부와 단체협약을 활용하였으나, <여성관리자패널> 내에 단체협
약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는 인사부서(인사관련위원회)의 존재
여부만으로 공식화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 조절요인인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은 인사와 관련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해당 조직의 전반적 인사
관리 방식을 묻는 문항들 가운데 정보제공과 관련된 세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승진규정을 사원들이 잘 알고 있다,” “경영방침, 성과 등 경영 관련 사항을 사원들
에게 자주 알린다,”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이며, 해당 문항에 탐
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각각의 문항들은 높은 요인 적재값(0.77~0.83)을 보였다.
끝으로 성과주의 인사관리는 개인이나 집단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나 승진 등의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는 성과급제의 도입 여부로
개인성과급제와 집단성과급제를 도입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성과주의의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를 구하였다.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성과 간 연결을 강화하는
임금지급 방식으로 전체 임금의 비중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 그리고 이것
이 성과가 뛰어난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인 임금지급 경향을 반영
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방식이 성과주의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수
준의 성과급 비중을 합산(aggregation)하여 조직 수준의 성과주의를 반영하는 변수로 측정
하였다. 성과급의 비중은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조직의 인사관
리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합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한 ICC1
와 ICC2 값은 각각 0.46, 0.90이었다.
조절변수 이외에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직의 규모, 업
종, 노동조합 유무,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여성관리자패널>은 조직
규모를 종업원의 수로 측정하고 있는데, 연속변수가 아닌 순차변수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
다. 때문에 본 연구는 1) 100명 미만, 2) 100명 이상~300명 미만, 3) 300명 이상~1000명
미만, 4)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5) 2000명 이상으로 구분한 순차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 사회서비스업, 기타
업종으로 구분된 업종 더미 변수도 포함하였으며,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또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성별분
업구조에 의하여 여성이 많은 조직일수록 임금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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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성의 비율도 통제하였다. 다만 <여성관리자패널>은 정규직 인력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
어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전체 정규직 인력 대비 정규직 여성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조직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위
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위계적 선형모형은 개인을 집합하여 조직의 특성으로 환원하
거나 개인의 행위를 조직특성의 결과로 해석하지 않고도 다층의 변수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분석방법이다(손성철, 정범구, & 주지훈, 2013). 무엇보다 위계적
선형모형의 준거로써 기울기(slope-as-outcome) 모형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인 다수준 조절효과(multilevel interaction effect)를 수행할 수 있어 개
인수준의 특성인 성별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조직 수준의 인사관리 시스템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은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개인수준의 다양한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추가로 조직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조직특성이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준별로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00/10의 경험법칙(rule of thumb)을 따르고자 하였
으나(Hox, Moerbeek, & Van de Schoot, 2017), 조직별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설정하게
되면 분석 가능한 조직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조
직특성이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수준에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여 100개 이상의 기업이 분석에 포함될 수 있도록
1수준의 최소 표본 수는 5명으로 제한하였다. 대신 조직 내 성에 따른 임금격차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로 관리자의 수가 2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
준에 따라 분석에 활용된 전체 표본의 수는 기업 110개, 남녀관리자 1,129명이다.
본 연구는 분석에서 더미변수를 제외한 조직수준 변수들은 전체평균중심화(grand-mean
centering)

하였으며,

더미변수를

제외한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집단평균중심화

(group-mean centering) 하였다. 위계적 회귀모형에서 1수준 변수의 효과나 다수준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면 집단 간 차이(between-group variance)를 제거하기
위해 집단평균중심화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기 때문이다(Hoffman & Gavin, 2005).
다만 본 연구의 핵심적인 설명변수인 성별이 더미변수이고 평균중심화의 대상이 되는 대부
분의 개인수준 변수들이 통제변수이기 때문에 집단평균중심화가 아닌 전체평균중심화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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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심화 방식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결과에서
는 집단평균중심화한 결과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Ⅳ. 결 과
1. 기초 통계량 및 변수 간 상관관계
측정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상관관계
는 개인수준 변수와 조직수준 변수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표 1>의 기술통계치에 의하면
관리자들의 평균 임금수준은 월 기준으로 388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리급 이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임금수준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근로자 임금보다는 높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0년의 조사결과이므로 현시점의 관리자 임금과 비교하면 낮을 가능성
이 크다. 한편 성별의 경우 표본의 62% 정도가 여성관리자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관리자
패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비교할 때 타당성 높은 통계치를
얻기에 적합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평균연령은 36세이며 70% 이상이 기혼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의 특성으로는 78%의 기업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공식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외에 절반 정도의 기업에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은 평균 28%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과 근속연수,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와 같이 상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0.4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성별과 임금 간 관계의 경우에는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r=-.08, p<.05). 성별 이외에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
수준, 직급, 노동시간, 연령 등이 임금수준과 보여준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도 예상대로 대부분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사시스템의 합리성과 관련된
변수 간의 관계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존재 여부와 성과주의 임금체계 간의 상관관계(r=.07,
n.s.)를 제외하고 모두 예상되는 방향대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

직규모와 인사시스템의 합리성과 관련된 변수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조직규
모의 증가는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중앙집중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Kimberly,
1976; Schminke et al., 2000), 조직 운영에 필요한 공식성과 절차 및 정보공개의 명확성과

투명성과 같은 인사시스템의 하부요소들과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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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들의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
변수
1 임금수준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62

3 직급

2.91

.95 .49* -.16*

4 교육수준

5.72

.82 .30* -.01 .17*

.49 -.08*

5 주간노동시간

48.59

6.80 .10* .07* .00 .11*

6 연령

36.56

4.82 .49* -.25* .64* .03 -.02

7 근속연수

4.61

.57 .25* .19* .23* -.18* .00 .45*

8 업무역량

3.27

.59 .21* -.13* .21* .10* .07* .15* .01

9 혼인 여부

.72

.45 .18* -.14* .20* -.02 -.04 .29* .16* .06*

10 자녀 유무

.38

.49 .00 -.07* -.02 .01 -.01 -.04 -.01 -.04 .48*

11 인사시스템 공식화

.78

.41

12 인사시스템 투명성

3.64

.70

.26*

13 성과급 도입 여부

.44

.50

.20* .16

6.59

6.33

15 노조 유무

.47

.50

.15 .17 .05 .11

16 조직 내 여성 비율

.28

.17

.14 .03 .21* .12 .17

1.87

1.07

17 조직규모

16

388.22 150.82

2 성별

14 성과급 비중

13

.07 .26* .11

.23* .48* .14 .40* .28* .08

주: 1차 수준 n=1,129, 2차 수준 n=110, * p<.05
업종, 업무분류 등은 제외함.

2. 위계적 선형모형 결과
위계적 선형모형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설검정에 앞서 다수준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금의 계층 간 분산(ICC1)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영모
형을 통해 확인한 임금의 계층 간 분산은 0.42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임금수준의 총 변량
가운데 조직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약 40%에 달한다는 의미로 위계적 선형모형의 적
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 10~15%의 경험법칙을 넉넉하게 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하여 임금결정에 조직특성이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별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인적자원이론의 한계와 기업에 대한 더 세밀한 분
석이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3% 수준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하였을 때의 값으로 수치상으로
는 낮아 보이지만, 그 시사점은 작지 않다.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같은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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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사이에서도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성별임금격
차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이를 일종의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ship)로 보고 노동시간이
나 근속연수, 업무 특성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성에 따른 임금격차는 유의미하
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주요
임금 결정요인으로 알려진 직급, 교육수준, 노동시간, 연령, 근속연수, 결혼상태, 업무 등을
통제하고 나아가 조직수준에서 규모, 업종, 노동조합 유무 등의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성별 고유의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동안 성별임금격차 주로 성별업종분리에 따른 것
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남녀 근로자 사이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여겨져
왔다(장지연 & 오선영, 2017).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임금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동일한 기업 내에
서 함께 일하는 남녀 근로자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것으로 차별적인 임금격차의 존재를 보여
주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모형 2~6은 이 같은 성별임금격차가 인사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줄어들거나 혹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가설1에
서 인사시스템의 공식화는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것으로 가설화하였으나 지지되지 않았다(γ
=-4.88, n.s). 또한, 인사시스템의 투명성 역시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것으로 가설화하였지

만 예상과 다르게 성별임금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기각되었다(γ
=-23.82, p<0.01). 반면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경우 성과급제의 도입과 성과급의 비중 모두

성별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을 지지하였다(γ=-2.38, p<0.05).
분석결과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조절효과를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각 그림은 Aiken &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성별로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성과주의가 평균에서 1표준편차 위인 경우와
1표준편차 아래인 경우의 임금수준을 시각화한 것이다. 실선으로 그려진 선은 남성의 임금

수준을, 점선은 여성의 임금수준이다. 이에 따르면 두 그림 모두에서 남성의 임금은 여성의
임금보다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성별임금격차의 존재를 보여준다. 또한, 기울기
의 차이는 인사제도의 특성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거나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에 의하면 인사시스템 투명성은 성별임금격차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임금격차를 줄일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르게 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그림 1]에 의하면 성별임금격차가 심화하게 된 이유는 여성의 임금이 저하
해서가 아니라 남성의 임금이 더 많이 상승해서 발생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인사시스
템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성관리자의 임금만 오르고 여성관리자의 임금은 정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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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임금수준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의 결과
변수
상수
성별(여자=1)
직급
교육수준
주간노동시간
연령
근속연수(로그)
업무역량
혼인상태(결혼=1)
미취학 자녀 유무
(있음=1)
인사위원회 존재 여부
(존재=1)
인사시스템 투명성
성과급제 도입 여부
(도입=1)
성과급 비중
노동조합 유무
(있음=1)
조직 내 여성 비율
조직규모
성별×인사위원회
성별×
인사시스템 투명성
성별×성과급제 도입
성별×성과급 비중
Model Deviance
1차 수준 분산
2차 수준 분산

영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5
모형6
373.92*** 196.91*** 181.19*** 145.10*** 178.97*** 178.11*** 149.97***
(9.83)
(32.01)
(34.09)
(36.17)
(33.64)
(33.67)
(36.26)
-12.43*
-11.74
76.91*
-25.67**
5.68
57.83+
(6.12)
(7.53)
(31.47)
(9.35)
(9.52)
(34.84)
52.13*** 51.61*** 52.03*** 52.24*** 51.91*** 52.64***
(4.20)
(4.16)
(4.15)
(4.16)
(4.15)
(4.15)
11.54**
10.50**
10.60**
10.50**
10.39**
10.61**
(3.71)
(3.69)
(3.67)
(3.68)
(3.68)
(3.68)
0.38
0.39
0.44
0.37
0.36
0.39
(0.41)
(0.40)
(0.40)
(0.40)
(0.40)
(0.40)
7.49***
7.60***
7.67***
7.48***
7.57***
7.54***
(0.89)
(0.88)
(0.88)
(0.88)
(0.88)
(0.88)
-6.98
-7.63
-8.74
-8.10
-7.87
-9.09
(6.42)
(6.39)
(6.38)
(6.38)
(6.37)
(6.37)
11.59*
11.16*
10.66*
10.93*
11.47*
10.85*
(4.60)
(4.52)
(4.52)
(4.52)
(4.52)
(4.52)
6.88
6.55
6.44
6.53
6.80
6.64
(6.64)
(6.53)
(6.52)
(6.52)
(6.52)
(6.51)
-1.84
-1.84
-1.47
-1.57
-2.32
-1.75
(5.97)
(5.90)
(5.89)
(5.89)
(5.88)
(5.89)
23.20+
22.59
21.26
20.51
20.96
15.33
(13.52)
(15.73)
(14.13)
(14.22)
(14.23)
(15.83)
17.03+
20.14*
30.21**
20.02*
19.54*
27.75**
(8.95)
(9.46)
(10.05)
(9.41)
(9.41)
(10.23)
9.96
12.78
12.48
24.67*
12.10
22.94+
(10.79)
(11.47)
(11.32)
(12.58)
(11.41)
(12.62)
5.56***
5.84***
5.72***
5.79***
6.87***
6.44***
(0.92)
(0.97)
(0.96)
(0.97)
(1.06)
(1.07)
16.26
17.40
17.93
16.73
17.37
17.31
(11.62)
(12.32)
(12.16)
(12.24)
(12.25)
(12.12)
-44.33
-41.34
-42.84
-44.59
-40.39
-44.54
(32.23)
(34.30)
(33.84)
(34.11)
(34.10)
(33.72)
15.33*
14.84*
15.44*
15.25*
15.14*
15.89*
(6.17)
(6.53)
(6.45)
(6.49)
(6.50)
(6.43)
4.60
-12.40
(15.60)
(15.52)
-23.82**
-18.32*
(8.32)
(9.09)
-27.74*
-23.11+
(12.17)
(11.92)
-2.36*
-1.57
(0.95)
(0.98)
822.95*** 11.51*** 19.08*** 16.49*** 17.44*** 25.79***
9121.88
2058.49
1135.52
830.90
982.02
958.36
677.43
12395.04 6376.11
6014.29
6035.54
6017.07
6014.38
6027.41

주: 1차 수준 n=1,129, 2차 수준 n=110
+ p<.10, p<.05*, p<.01**,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업종, 업무분류 결과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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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사시스템 투명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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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되면서 결과적으로 성에 따른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이 여성의 임금 상승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인사제도의 투명성이 조직 내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인사제도의 투명성
은 관리자들의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관리자의 임금을 떨어뜨리
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정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는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화한 것으로 예상대로 성과

주의 임금체계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유리한 경향을 보여준다.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조직이 미도입한 조직보다 성별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급의 비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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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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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높아질수록 성별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업무역량에 대한 자
기평가를 포함하여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특성을 통제하였음을 고려
할 때 이러한 결과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하에서는 유사한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도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 하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편애(favoritism)가 더욱 강화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추가분석: 조직 내 여성 비율의 조절효과
위계적 선형모형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이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효
과는 가설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이처럼 예상과는 다른 연구결과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계분석을 하였다. 저자들은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이 실
질적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권력 배분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사와 관련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조직 구성
원들에게 적절하고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
의 귀속적 특징으로 인해 여성이 소수자가 되고 권력 분배과정에서 불공정성이 발생한다면
그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시스템 투명성이 남성관리자의 임금만
상승시키고 여성관리자의 임금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제도의 효과가 조직 내
성별에 따른 권한의 배분 혹은 여성의 비공식적 지위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제도의 투명성이
임금격차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여성의 지위와 대표성이 함께 향상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Hultin & Szulkin, 1999; Srivastava & Sherman, 2015).
Abendroth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이 5.5% 미만일 때는 여성의 임금

이 남성의 임금수준에 못 미치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이 5.5% 수준에 도달해야 여성의 임금
과 남성의 임금 간의 격차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여성이 조직 내 권력구
조에서 배제되지 않고 핵심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물리적 성비가
적정선까지 도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증적인 추가 분석을 위해 이와 같은 조직 맥락
을 확인 할 수 있는 변수로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조직 내 여성의 비율
이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이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 내 남성관리자와 여성관리자의 권력배분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조직
내 여성관리자의 비율과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전체 자료를
여성표본과 남성표본으로 나눈 뒤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의 효과를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이

합리성의 역설: 인사시스템의 합리화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가? (신민주 ･ 장희은)

47

<표 3> 인사시스템 투명성의 효과에 관한 추가분석 결과
변수
상수
직급
교육수준
주간노동시간
연령
근속연수(로그)
업무역량
혼인상태(결혼=1)
미취학 자녀 유무
(있음=1)
인사위원회 존재 여부
(존재=1)
인사시스템 투명성
성과급제 도입 여부
(도입=1)
성과급 비중
노동조합 유무
(있음=1)
조직 내 여성 비율
조직규모
조직 내 여성 비율
×인사시스템 투명성
1차 수준 표본 수
2차 수준 표본 수
Model Deviance
1차 수준 분산
2차 수준 분산

여성관리자
모형 7
모형 8
214.59***
342.15***
(34.08)
(67.18)
59.34***
59.54***
(5.65)
(5.64)
3.19
2.88
(5.01)
(5.01)
0.39
0.37
(0.52)
(0.52)
7.93***
7.95***
(1.12)
(1.12)
-14.61
-15.58+
(9.22)
(9.21)
6.52
6.68
(5.85)
(5.85)
-0.28
0.12
(7.89)
(7.88)
-0.35
-0.92
(7.71)
(7.70)
31.68*
28.27*
(14.48)
(14.29)
11.01
-23.67
(9.66)
(18.44)
1.95
1.29
(11.27)
(11.05)
4.47***
4.59***
(0.96)
(0.94)
10.07
12.58
(12.26)
(12.08)
-48.76
-427.46*
(33.84)
(175.89)
21.14**
21.26***
(6.54)
(6.41)
102.98*
(46.99)
700
700
110
110
4.71*
1769.85
1655.12
6125.23
6120.11

남성관리자
모형 9
모형 10
169.28***
251.25**
(43.87)
(82.89)
40.61***
40.60***
(6.12)
(6.11)
14.64**
14.89**
(5.46)
(5.46)
0.94
0.95
(0.63)
(0.63)
7.64***
7.63***
(1.45)
(1.45)
-5.79
-5.74
(8.61)
(8.61)
18.54**
18.42**
(6.89)
(6.89)
36.66**
36.82**
(11.49)
(11.49)
-6.53
-6.35
(8.76)
(8.76)
10.44
8.22
(18.19)
(18.18)
24.88*
2.89
(12.10)
(22.40)
18.36
18.10
(14.79)
(14.70)
6.82***
6.90***
(1.25)
(1.25)
20.34
21.60
(15.69)
(15.63)
-41.39
-300.79
(44.05)
(227.21)
11.77
11.57
(8.29)
(8.24)
70.39
(60.48)
429
429
110
110
1.35
3698.63
3636.89
4514.20
4514.25

주: + p<.10, p<.05*, p<.01**,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업종, 업무분류 결과는 생략함.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 7과 8의 결과에 의하
면 여성관리자의 경우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조
직 내 여성의 비율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낮은 조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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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420
400
380
340

360

임금 수준 (남성관리자)

420
400
380
360
340

임금 수준 (여성관리자)

440

[그림 3] 인사시스템 투명성과 조직 내 여성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

-1 s.d.

인사시스템의 투명성

+1 s.d.

-1 s.d.

여성비율 낮음 (-1 s.d.)
여성비율 높음(+1 s.d.)

인사시스템의 투명성

+1 s.d.

여성비율 낮음(-1 s.d.)
여성비율 높음(+1 s.d.)

다는 높은 조직에서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이 갖는 임금상승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모형 9과 10에 제시된 남성관리자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관리자와 달리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고 조직 내 여성의 비
율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림 3]은 조직 내 여성의 비율에 따른 조절효과를 각각 여성
관리자와 남성관리자별로 보여준다. 먼저 여성관리자의 경우에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남성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이 임금 상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비율이 낮은 조직에서 인사시스템 투명성은 여성의 임금을 약간 떨
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관리자의 경우에는 조직 내 여성 비율이 높은 곳이 낮은 곳
보다 인사시스템 투명성에 의한 임금상승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관리자처
럼 기울기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 인사제도의 투명성이 임금 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남성관리자나 여성관리자의 경우 모두 비슷하였지만, 여성의 비율이 낮은 곳에서는 정반대
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낮아도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이
임금 상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임금의 하락을
가져왔다. 여기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조직에서 평균적인 여성의 비율이 약 49%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조직이어야 인사시스템의 효과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유사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비율이
10% 수준으로 낮은 조직에서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은 남성관리자에게는 임금 상승을, 여성

관리자에게는 오히려 임금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시스템의 합리화 그
자체로는 성중립적(gender-neutral)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성차별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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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조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목적의 인사시스템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거나 늘
리는 조직특성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인사시스템 합리화가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시스템의 합리화를 구성하는 하부요소로
인사시스템의 공식화, 인사시스템의 투명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분류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여성관리자가 남성관리자에 비해 약 3% 정도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요 임금 결정요인으로 알려진 직급, 교육수준, 노동시간, 연령, 근속
연수, 결혼상태, 업무 뿐만 아니라 조직규모, 업종, 노동조합 유무 등의 요인들을 통제한 이
후에도 성별 고유의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 차이에 의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성별임금격차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같은 일을 함께 일하는 남녀 근로자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리적
인사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로써 인사시스템의 공식화는 성별임금격차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은 예상과 달리 성별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이 갖는 긍정적 효과는 남성관리자에
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면서 여성관리자와 남성관리자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와 정보 공개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의 실행이 공정성 강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여부와 실행보다 우선되어
야 할 것은 제도의 효과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수
준의 대표성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조직적 맥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
서 이를 위해 조직 내 여성 비율을 조절변수로 추가하였으며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조직
내 여성 비율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여성 비율이 높은 조직에서 인사시스템의 투명
성은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
사시스템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합리적 인사시스템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
되기 위한 조직적 맥락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성별임금격차를 심
화시키는 조직특성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시스템의 특징이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함으로써 그동안 간과되어 온 조직 수준에서의 분석을 확장하
였다. 조직의 맥락이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인사시스템을 세분화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는 드물었다. 성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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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격차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실천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정작
개인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조직 수준에서의 연구는 부
족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일한 인사시스템이 조직 내에서 작동하고
있더라고 개인에 따라 인사시스템의 경험으로 투영되는 개인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Kinnie et al., 2005) 확인하였으며 조직 내 근간을 구성하는 조직의 인사시스템이 성
별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성별임금격차는
산업이나 직종에 제한될 뿐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남녀노동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으나(장지연･오선영, 2017) 동일 조직 내 남녀 관리자 사이에서 개인적 속성
에 기인한 성별임금격차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합리적 인사시스템의 실행이 비합리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으며, 합리적 결과로 반전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조직적 맥락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합리적 인사시스템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일련의 제도들은 여성과 남성이 동
등한 수준의 권력자본과 정보공유 등 동등한 지위확보가 되어 있을 때는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지만, 여성이 조직
내 소수자가 되어 권력분배나 정보공유에서 열위에 있거나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보다
저평가될 때에는 합리적 인사시스템이 오히려 성별임금격차를 확대하여 공정하지 못한 부
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이 구축되
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 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수
자로 배제된다면 인사시스템의 결과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
과 남성이 정보의 불균형, 힘의 불균형 그리고 대표성과 지위 측면에서 불합리한 차이를 갖
지 않고 성별에 귀속되지 않는 동등한 입장의 개별 구성원이 될 때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동시에 향상하고 성별임금격차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일련의 제도나 정책들이 의도치 않은 역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일부 부작용들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인사시스템의 합리화가 조직 수준에서 충분히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결국, 합리적
운영을 목표로 제도가 도입되거나 프로세스의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울어진 운
동장 위에 존재하는 한 과정 자체가 공정할 수 없고 결과 또한 공정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 측면에서 동질적이라고 여겨지는 관리자 집단 내에
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리자는 내부노동시장에서 승진
을 통해 선발된 집단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차이가 적고, 직업 지향성이나 동기수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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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동질적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 여겨진다(Bertrand & Hallock, 2001). 이러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적자본, 노동시간, 업무 분야, 혼인상태, 기업 규모 등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확인된 성별임금격차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측정된 수치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 연구는 이론 및 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동일한 조직 내의 동일
한 업무를 하는 남성관리자와 여성관리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여성관리자패널> 2
차자료와 3차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는 관리자 집단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그 외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였
다는 점은 본 자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약 10년 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업, 직종, 조직들을 대상으로 관리
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 등으로 보완한다면 근래의 성별임
금격차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인사시스템의 합리화를 구성하는 하부요소로써 인사시스템의 공식화를
제안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유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인사위원회는 일반적인 사규와는 별
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조직 내의 인사 관련 의사결정이 제도화되
어 있으며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사시스템의 공식
화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보았으나 인사위원회의 유무만으로는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결과
인지, 제도적 동형화에서 비롯된 상징적 동조의 결과물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특정 제도 도입의 여부보
다는 공식화 수준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한다면 인사시스템의
공식화가 갖는 효과를 명확하게 규명할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성별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조직특성으로 제안하
면서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성별임금격차를 낮출 수 있는 맥락적 요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인사시스템의 합리화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써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 및 성과를 평가와 보상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
가체계라고 볼 수 있다(Chang, 2006). 본 연구에서는 성과주의의 임금체계가 성별임금격차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조직특성을 제안하였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조직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동시에 활용한다
면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합리적 인사시스템과 제도의 정교한 수준은 조직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
으로 보임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조직 규모와 인사시스템 간의 관계와 함께 성별임금격차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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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radox of Rationality:
Does rationalization of HR practices reduce the gender pay gap?
Minju Shin ․ Heeeun Jang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as a factor affecting
the gender pay gap. Specifically, we will pay attention to the double-sideness of
the rationalization of the HR systems in the organization. And we examine whether
the efforts of the organization to pursue the rationality of the HR system lead to
substantial rational results. To analyze whether thi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reduces or increases the gender pay gap, we pay attention to the formalization of
HR system, the transparency of HR system, and the pay-for-performance. The data
is obtained from 110 companies and 1,129 managers using the 2nd(2008) and
3rd(2010) data of <Korean Women Manager Panel>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gender pay gap between men and women working in the same
workplace. Specifically, it has been confirmed that women’s salaries are about 3%
lower than men’s, even though it controls the positions, education levels, working
hours, and tenures of men and women working together in the same organization.
Second, the formalization of the HR systems is not related to gender pay gap.
Third, the transparency of the HR system does not lowers the wage of women but
increases men’s contrary to hypothesis. Fourth, the pay-for-performance increases
gender pay gap. The pay-for-performance wage systems appears to be more
beneficial for men than for women, confirming that more compensation was being
made for men, even if women and men had similar work performance.

Keywords: gender pay gap, HR rationalization, female manager, multilevel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