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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구현 등을 국정 과제로 하여 공공분야의 여성관

리자 확대를 위한 목표제와 평가제 도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과 10만 여성 인재풀 확충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으로, 공

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에 따르

면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2016년까지 10%, 2019년까지 30%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말 기준 공공기관 288곳의 임원 

2천 993명 중 여성은 9.1%인 272명,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전체의 

5.6%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여성근로자 확대 정책은 2006년도에 시행된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법적, 사회적인 

근거에 의해 여성인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조직내 여성인력 증가로 인한 성 다양성의 확보를 통해 조직의 경

영성과와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여 왔으며, 이러한 

논의는 국내․외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한편, 공공부

문은 주로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인력 및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여성인력이 조직의 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인력과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

구가 그간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공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므로, 여성인력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독립변수를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 비율

로, 28개 공기업의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및 1인당 매출액을 종속

변수로 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패널데이터로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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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여성인력을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직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행

한 결과, 노동생산성 및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인당 매출액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기업에 있어 여성인력이 

증가할수록 1인당 매출액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기

업을 유형별(시장형, 준시장형), 규모별(중간값 이상, 이하) 및 연령

별(중간값 이상, 이하)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행한 결과 앞서 

28개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

다. 또한 현재 공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탄력근무, 원

격근무, 시간제근무)를 다양성 친화제도로 정의하여 여성인력이 공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조절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

한 검증 결과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우선적으로 본 연구가 기존 연

구와는 달리 계량적으로 측정된 공기업의 지표들을 사용하여 분석

함에 따라 분석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패널데

이터 분석으로 기업 고유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나, 대표적

인 속성(기업연령, 기업규모, 산업분류 등)에 대한 통제만으로 공기

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적절하게 통제되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부문의 기업 내부정부에 대한 정보공

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된 연구가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여성인력 채용 현황에 따르면 민간부문 

대비 여성인력 채용 및 여성관리자 수 등 저조한 여성의 대표성과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에 대한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등에 대한 

승인권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의 통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여성

인력을 경쟁우위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인사정책에 대한 자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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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유

의미한 효과를 미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연근무제

도의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에 포함된 다양성 친화제도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기간이 짧으며, 성상헌(2006)의 연

구에서와 같이 채용, 승진 및 교육 등 다양성 친화제도와 관련한 변

수를 적절히 추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장하는 결론은 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기업

여성임원비율의 경영실적평가 반영 등 정책들은 성평등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여성인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들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공기업의 경쟁우위 요소

로서 여성인력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여성인력, 다양성 관리, 고정효과모형, 공공기관

학  번 : 2013-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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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공기업을 포함하여 공공기

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

성노동 인력 활성화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임직원수(직제상 정원기준)는 25만 4천여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며, 국가공무

원 전체 인력과 비교할 때는 40% 정도로 조사되었다(2013년 공공기

관현황편람, 기획재정부). 이 중 여성고용 비율은 3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3. 9).

헌정이래 최초로 여성대통령 취임 후 새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맞춤형 고용․복지’라는 국정목

표 하에 ‘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 확대‘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여 실질적

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정책 과제로 하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

중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은 공공분야(공직, 교직, 공공기관) 여

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목표제와 평가제를 도입하고, ‘17년까지 정부

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달성과 10만 여성 인재풀 확충을 목표로 하

고 있다(청와대, 2013. 5).

한편으로, 2013. 1월 새누리당 정몽준의원은 여야의원 62명과 함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2015년까지 15%, 2017년까지 30%로

늘리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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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 연차별 목표를 세워서 이행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

특정 성별이 5년 내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남성 임원 비율을 70%로 제한, 여성임원을 30%까지 늘린다는 방안

이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경영

실적평가에 반영,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 여성인재 활용 현황을 보면 2012년말 기준 공

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 공시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288곳의 임원 2천 993명 중 여성은 9.1%인 272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은 단 한 명의 여성임원도 두고 있지 않으

며 공공기관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전체의 5.6% 수준으로, 최근

정치권이 여성임원 확대비율 기준치로 제시한 30% 이상을 충족한

공공기관은 15개로 전체의 5.2%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

기관연구센터, 2013. 3).

새 정부의 여성 근로자 확대 정책은 2006년도에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시행된 ‘남여고용평등법’의 연장선

상에서 보다 강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할당제’, ‘양성채용

목표제’, ‘의원 수 지정’과 같은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성평등 달성을

위해 추진된 조치들이 이러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김영옥, 2002).

이러한 정책들은 다분히 법적, 사회적인 이유에서 여성인력과 여성

관리자 비율의 향상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 조직내 여성인력 증가를 통한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 확보를 통해 조직의 경영성과와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고려한 분석,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김주희, 2009). 이러한 논의는

국내․외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내의 성 다양성이 재무적 성과

또는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주제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공공부문에서는 주로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인력 증가 및 여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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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직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여성인력

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공공부문에서 여

성인력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

작하였는데, ‘한국 여성공무원의 잠재적 생산성와 관한 실증적 연구

(박천오 외, 2000)‘, ’공직내 여성의 대표성과 조직문화, 직무행태 및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권경득, 2009)‘, ’공공부문 여성비율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김주희, 2009)‘ 등이 있다. 더욱이,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여성인력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는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성평등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조치의 효

과 분석이나 정책제언 또는 여성공무원이나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

한 정책제언 등을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조치 대상이 민간기업도 물론 포함하지만 공공부

문을 우선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그 실적이 부진

한 이유는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

려 및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고려한 반발 등의 근거 외에도 정부로

부터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공기업 스스로 다양성에 바탕을 둔 인

사정책을 수립,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여성고용 확대’라는 국정과제 추진과 정부 경영평가

실적 반영에 따라 향후 강제적, 의무적으로 공기업 내에 여성고용

및 여성임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기업 입장에서

는 과거와 같이 수동적으로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차원의 대응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며, 여성고용 확대 정책을 인적자원 관리 차원

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

인력 증가에 따른 성 다양성 증가가 공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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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양성관리 이론 및 자원기반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주요 공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인력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간 논의되어 온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고용 및 여성임원 확대가 아니라 조직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적자원 관리 및 경쟁우위 요소라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여성고용 정책을 논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공공기관의 구분은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서 동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자체

수입액 비중, 자산규모, 기금관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부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표 1>, 공공기관 지정현황

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3년 9월말 현재 공운법 제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295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형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공기

업형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고, 국가에서 위탁받아 기

금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준정부기관 등과 비교하여 재무성과 등의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기관에 대한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구축․운영 중인 ‘공

공기관 통합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과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되는 공공기관현황편람 등을 통

해 활용하며, 기타 자료는 각 기관 홈페이지, 유선통화 및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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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공기관 지정요건

유형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

흥공사등)

② 준정부기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

은 준정부기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

술위원회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과학창의재단등)

③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자료 : 공공기관현황편람 201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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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3년도 공공기관 현황(기타공공기관 178개 제외)

유형구분 공공기관

공기업

(30)

시장형

(14)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

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

전,한국중부발전,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인

천항만공사

준

시장형

(16)

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마사회,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

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방송광고진

흥공사

준정부

기관

(87)

기금

관리형

(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공무원연금

공단,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

흥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원자력환경공

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기

술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

집행형

(70)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장학재단,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산업

진흥원,우체국금융개발원,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

관리원,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한국농어촌공

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너지관리

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

산업기술시험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기

술평가관리원,한국석유관리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

가원,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거래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

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복

지정보개발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환경

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교통안전공단,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대한지적공

사,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한국소비자원,

독립기념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임업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

재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소상공인진흥원,축산물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원,한국기상산업진흥원,도로교통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료 : 공공기관현황편람 2013(기획재정부), 2013년도 신규․변경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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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다양성관리(Diversity Management) 이론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라는 용어의 유래는 본 논문

작성을 위해 참고한 대다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1987년 미국 노동

부의 의뢰를 받아 허드슨 연구소(The Hudson Institute)에서 발간된

‘노동력 2000(Workforce 2000)'에서 등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1987년

기준 47%를 차지하는 신규 노동인력 중 백인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

이 2000년대에는 15%로 줄어들고, 이를 여성과 다양한 국가에서 이

민을 온 소수민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특히 미국의 경우 일찍이 활발하게 시작된 이유는

미국사회의 다양한 인종, 문화적 구성 때문이다. 이상호(2002)는 미

국 사회의 다양한 인구집단과 그에 기인한 차별의 역사가 그 원인

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다양성관리는 고용평등을 위

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점차 조직설계와 인력관리에

관한 중심원리로 부각되었다고 하였다.

다양성관리라는 용어의 개념은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지

만, 용어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개념 또한 다양한 의미로 제시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연구에서 비교적 공통

적으로 제시된 견해는 Cox(1993)에 따라, “다양성이 갖는 잠재적 장

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할 수 있게끔 사람을 관리하는 조직

의 시스템과 실무관행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Cox의 견해에 따르면 다양성 자체는 잠재적으로 장점

과 단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양성 자체는 양

날의 칼(Double-Edged Sword)로 비유가 되는데, Milliken &

Martins(1996)에 의하면 ‘조직의 창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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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을 흐트러 뜨리고 조직내 불만 또한 증가시킨다.’고 하였

으며, Moore(1999)는 ‘느슨하게 결합된 이질적 집단은 과도하게 통

합된 동질적 집단 만큼이나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성 자체는 긍정적․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중립

적인 개념이지만, 다양성 관리는 기존의 동질적․획일적인 조직문화

를 변경하고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호, 2002).

Thomas & Ely(1996)는 다양성 관리의 개념 설명을 하며 기존에

설명되어 왔던 차별-공정성 패러다임(Discrimination and Fairness

Paradigm)과 접근-정당성 패러다임(Access and Legitimacy

Paradigm)을 설명하고, 새로운 접근법인 학습-효율성 패러다임

(Learning and Effectiveness Paradigm)을 제시하였다.

차별-공정성 패러다임에 의하면 기회의 균등, 평등한 대우 등을

제공하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러한 조직의 경

우, 여성이나 소수인종에게도 똑같이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

고, 이들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제도와 경력개발을 위

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공정성 패러다임은 여

성 및 소수인종 등 다양한 인력들이 조직 내에서 그들의 다양성에

바탕을 둔 자산과 관점들을 통해 그들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는지 보다는 다양성에 기반한 채용 및 유지에 기준을 두고 있다.

접근-정당성 패러다임은 여성 및 소수인종 등의 독특한 차별성을

경쟁요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처럼 되기보다는 여성특유

의 장점을 살려서 조직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패

러다임은 차별-공정성 패러다임에 비해 조직내 다양성을 더욱 적극

적으로 존중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많은 경우 여성들의 독특성을 발

휘하는 대신 특수한 부서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거나 승진의 전망이

없는 자리에서 여성적인 특유성을 요구함으로써 기업 내의 중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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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기회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남아있게 되는 한계점을 갖는다.

셋째, 학습-효과성 패러다임은 다양성을 직무과정과 조직혁신을 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근로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으로부터 조직의 주요과제, 시장의 재정의, 업무관행 및 문화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조직 인적자원 구조의 다양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

구로는, 조직 내의 다양성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를 발생시

키고 의사결정 지연, 복잡성과 혼란성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며, 조직

내의 양극화 및 냉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호, 2002; 유재

민, 2012).

또한 Liber(2008)의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예로 들어, 2007년에 미국의 평등고용위원회(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접수된 다양성관리 관련

제소가 약 80,000건에 이른다고 밝히며, 기업은 다양성관리 관련 소

송과 조직내 갈등 등으로 인한 잠재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

혔다(유재민, 2012).

인력 다양성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임희정(2008)의 또 다른 연구

에서는, 미국기업계에서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 많은 이니셔티

브가 20년 이상 계속해서 시도되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

업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된 경우 보다는 오히려 직장에서 다양성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역효과를 나타내어 종업원들 사이의 긴장 상태

를 조장하고 회사의 실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런

점에서 관리하지 않은 인력 다양성은 조직에 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편으로, 여성인력과 기업의 성과에 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성 관리이론 외에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여 연구하는 시도도 이

루어 졌다. 엄동욱(2009)의 연구에서는 ‘어메니티(Amenity)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성과가 좋은 기업이 조직의 어메니티를



- 10 -

높이기 위해 여성을 많이 고용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성과가 좋을수

록 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조직분위기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

게 되고, 상대적으로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하면 조직분위기나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여성을 고용하게 된다는 것이

다. 두 번째 가설은 ‘사회적 책임 가설’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가설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큰 기업(상장기업 및 대기업) 일수록 여성을 보다 많이

채용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여성고용 비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고유요인 가설’이 있다. 이에 따르

면, 여성고용비율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해 외관상 보이는 관계보

다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여성고용비율과 기업성과를 동

시에 높이는 별도의 요인이 존재한다고 한다. 즉, 여성고용비율과

기업성과간의 영향에 대한 방향성을 떠나 두 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요인’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관상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한다.

(2)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 Theory)

자원기반이론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Physical), 인적(Human), 조직적(Organizational) 자원을 획득하고

발전시키며,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원기반이론은 경영학 분야에서 기업의 경쟁 및 성공요소가 무

엇인지, 어떠한 기업은 성공하고 다른 기업은 망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연구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학자 중 마이클 포터(Michel Porter)의 "Five Forces Model"에 따르

면, 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원천은 기업을 둘러싼 산업환경,

즉 경쟁자, 구매자, 공급자, 대체제 및 신규진입자 등 5가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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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마이클 포터의 이론

은 같은 환경에 처한 기업의 성과가 다양하다는 점 등 현실을 반영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으로, Barney(1991)는 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를 기업의 외부환경 보다는 기업 내부의 요소

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가치 있고

(Valuable), 드물며(Rare), 모방할 수 없고(Inimitable), 대체불가능

(Non-substitutable)할 경우, 기업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지속적인 기업성과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

다.

기업의 물리적, 인적, 조직적 자원 중 Sharaderetal(1997); 임희정

(2007)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기업의 내부자원, 특히 인적자원을 잘

관리할 때,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기업성과도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배종석(2009)은 자원기반이론에 따라 지

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확

실한 모방장벽(Imitation Barrier)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모방장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모호하고 복잡한 사람과

관련된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기

업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점하여 기업성과의 향

상을 위해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확보에서

더 나아가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조치는 원래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작된 반차별 정책(anti-discrimation policy)의 하나이다. 그러나

반차별만으로는 인종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할 수는 없었다. 따

라서 반차별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쟁의 조건을 같이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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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서 적극적 조치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적극

적 조치는 이러한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과 현재의 왜곡된 불평등

상황을 고치기 위한 치료책으로 흑인과 여성에게 이를테면 채용․승

진․훈련 등에서 백인과 남성보다 우선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

인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1941년 루즈벨트대통령 시절 인종

에 근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가 처음 등

장하는 것은 1961년 케네디대통령 시절이었다.

적극적조치의 기본원칙은 성별․인종 등 타고난 특질에 기초한 고

용차별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하고, 차별에 의하여 왜

곡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로 잡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여

야 하며, 나아가 소극적인 '차별 안하기'로는 그간의 차별로 인하여

불평등에 시달리는 집단의 고용평등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좀 더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조치가 고용분야에 도입되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로서 다양한 법제와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1989년

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 적극적조치를 언급하면서 구조적차별

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의 여성우대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1996년부터는 적극적조치의 한 유형인 ‘공

무원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공기업과 정부투자기

관에 적극적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후 2006년부터는 공공부문과 민

간 대기업 부문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

격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고용평등을 추구하게 되었다.(김향

아, 성혜진. 2006)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고용

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사업주가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

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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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말하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능력주의

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

시켜나가는 방식이다. 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였거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간접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모든

인사관리 단계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발굴,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

도라 할 수 있다.

2006년 제도시행 당시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을 고

용하는 민간기업(약 500개) 및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14개, 정부산

하기관 92개) 이었다가 2012년말 기준 공공기관 247개, 민간기업

1,427개(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677개)의 기관이 대상 기관이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반대이론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재호(2002)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조치의 긍정적 효과 외에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적극적 조치에 따라

기업이 여성고용의 목표치를 달성하여야 할 경우 기업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자격요건이나 생산성을 요구한다. 여성근로자들은

자격이 미달되더라도 채용되거나 승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

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동기가 발생하며, 그 결과 남녀간 능력의

불일치는 지속된다. 이는 여성의 생산성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

을 고착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기업은 이 경우 적극적 조치에

의한 여성고용을 규제에 의한 비용으로 이해하고 그 상태를 지속한

다. Coate and Loury(1993)는 이를 ‘Patronizing Equilibrium'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이 경우 적극적 조치를 영원히 계속할 수 밖에 없다

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여성의 상대적 비율이 낮을수록

‘Patronizing Equilibrium'이 나타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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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여성인력 활용 등 성 다양성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

국 등 인구 구성이 다양한 선진국에서 선구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국

내의 경우는 적극적조치(Affirmative Action)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

에 대한 성과분석 또는 제도적 개선 등에 대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

어 졌으나 점차 여성인력 활용에 따른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성상현(2006)은 인력구성의 다양성 정도와 기업성과의 관계

에 대한 연구에서 2004년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실태조사 자

료와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성상현, 2004)를 활용하여 기

업내 여성근로자 비율 및 여성 관리자 비율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

에 대한 실증연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근로자 비율과 여

성관리자 비율 모두 매출액 증가율 간에는 유의미한 부(－)의 관계

를 보였으나, 변화율을 활용한 결과에서는 여성관리자 비율의 변화

율과 총자본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증가율 간에는 유의미한 정(＋)

의 관계를 보였다. 이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비율

과 절대적인 재무적 성과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상대적 이익

률에는 긍정적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의 증가가 기업의 성과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는 책임과 직위가 높은 직무에 여성인력을 보다 많이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반면에, 재무적

성과가 기업의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및 변화율에 영향

을 미치는지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무적

성과가 여성 고용 등 다양성 인력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재무성과가 좋은 경우 가용 자원에 여유가 생

겨 여성 및 장애인 등 다양한 인력에 대한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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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어메니티(Amenity)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기업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여성 고용비율과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인 Kawaguchi(2007)의 연구에서는 6년간

의 일본 기업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여성 고용률의 증

가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기업의 성과

는 여성고용의 증가에는 무관한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여성인력을 여성 관리자와 여성 근로자로 구분하여 연구한 임희

정(2008)은 2007년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기업 중 700개 기업을

표본 추출하여 방문, fax, e-mail을 통해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활용

하여 여성 근로자 비율과 기업의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 대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관리자 비율과 기

업성과(매출액, 당기순이익)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

근로자와 기업성과(매출액, 당기순이익)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임희정(2010)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종전의 성별 다양성에 따른 기

업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성관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다양성관리의 영역을 다양성친화형

인사관리, 가족친화제도, 다양성수용 조직문화로 분류,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기업의 혁신성, 이미지와 근로자의 직장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양성

친화형 인사관리(채용, 평가, 승진 및 교육훈련)는 직장만족과 조직

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무

제 등 가족친화제도 또한 직장만족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혁신성과 기업이미지와도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다양성관리가

운영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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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과 기업성과에 관한 이현실(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

연구원의 2002, 2003, 2007년 사업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여성인력(여성관리자,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과 기업성과(HR성과:이직률, 노동생산성, 조직성과:제품/

서비스 질, 재무성과:당기순이익)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관리자와 기업성과 중 이직률, 노동생산성, 제품/서비스 질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기순이익은 '02, '03년

Data에서는 기각되었고, '07년 Data는 정(+)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기업성과의 관계는 기업성과 중 이직률과 노

동생산성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서비스

질과 당기순이익은 ‘02, ’03년 Data는 정(+)으로 지지 되었으나, ‘07

년 Data는 기각되어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 셋째, 비정규직 여성근

로자와 기업성과의 관계는 기업성과 중 이직률은 모든 Data에서 정

(+)으로 지지되었고, 노동생산성과 제품/서비스 질은 각각의 Data에

서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고, 당기순이익은 모든 Data에서 지지되

지 않았다. 이현실(2011)의 연구는 기업성과를 재무적 성과에만 한

정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HR성과(이직률)와 조직성과(제품/서비

스 질)로 확대해서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HR성과와 조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엄동욱(2009)의 연구에서는 여성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

(HCCP :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2005년, 2007년) 자료를 활

용하여 성과변수로는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을, 설명변수로는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을 활용하여 패널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인적자본기업패널 횡단면

자료를 활용한 OLS 분석결과에서는 여성고용비율과 기업성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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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관계로 나타났고, 패널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

결과에서는 별다른 유의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추가적으로 시행

한 여성고용비율의 내생성을 감안하여 도구변수 모형을 추정한 결

과 당기순이익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1인당

매출액의 경우 유의미한 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과 같은 결

과가 나온 이유로는 첫째, 패널데이터 특성상 패널조사의 모집단에

서 표본을 잘 추출했다 하더라도 조사에 대한 응답은 결국 기업 담

당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정오차의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둘째 여성 고용률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있어 기업 고

유의 특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40년간 이루어진 약80여 편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사회

범주화 이론, 사회적 정체성 이론, 유사성/유인이론, 정보/의사결정

이론 등을 통합한 모델을 제시한 Williams & O'Reilly(1998)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다양성이 증가할 경우 집단과정(갈등, 의사소통, 통합

수준 등)과 성과(문제해결수준, 창의성, 조직몰입, 실행능력 등)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중 성다양성이 집단과정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 다양성(Sex Diversity)

은 집단과정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집단성과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이 모두 남성인 집단과 혼성으로

구성된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혼성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갈등과 대인간의 긴장이 나타났으며, 표본이 여성 주류인 집

단이 남성 주류인 집단보다 성과가 더 낮게 나타났다.

그간 이루어진 조직 내 여성인력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일부 긍정적 효과를 보이거나 상반

된 결과를 보이는 등 일관적이지 않다. 이는 연구자가 속한 국가,

민족 및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연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분석

에 활용된 데이터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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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가설 설정

(1) 연구변수 및 분석틀 설정

본 연구에서는 여성 근로자(여성노동자, 여성관리자)가 조직의 경

영성과(재무성과 및 고객만족도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으

로, 그간 이루어진 대다수의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민간기업

이 아닌 우리나라 공기업을 대상으로 수행 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되는 기초데이터는 2013년말 기준 국내 공공기관 중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기관 통합 공시 사이트인 알리오

(www.alio.go.kr)에 등록된 공기업별 재무제표와 인력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①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종속변수는 생산성 지표로서 노동생산성,

서비스 품질과 기업이미지 및 친절도 지표로서 공공기관 고객만족

도 평가점수, 재무적 성과지표로서 1인당 매출액을 설정하였다.

노동생산성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계량지표 평가산식에 따라 산

출된 평균인원당 부가가치를 적용하였다. 부가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은 통상적으로 산출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의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한

다. 산출접근법은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물

과 중간 투입물의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사

용하는 방식이며, 비용접근법은 부가가치를 구성항목별로 합산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물에 대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 비용방향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성명재, 2011).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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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비용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성명재외, 2010), 본 연구에서는 비용접근법에 의해

산출된 부가가치 자료를 적용하였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2항

과 시행령 제 17조 제 1항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매

년 실시되고 있다. 2013년 기준 대상기관은 295개 공공기관 중 276

개 기관이며, 이 중 181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통합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평가점수는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의 국

민평가 지표로 반영(100점 중 5점)된다. 성상현(2006)의 연구에서는

성별 다양성이 조직의 성과(이미지, 창의성, 고객만족도 등)에 미치

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에 있어 여성인력 활용에 따라 조직적 차원에

서 기업의 이미지 등 주관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점수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조사대상 공기업 중 전력사 6개 기관(한국수력원

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

국중부발전)에 대한 평가는 제외되었으며, 모회사인 한국전력에 대

한 평가만 반영됨에 따라 종속변수로서 위 6개 회사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반영할 수 없었다.

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측정, 적용하였다. 1인당 매출액은 기업의 이익 실

현을 목표로 하는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수익 사항으로써 기업

활동 자체에 있어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조직성과를

재무성과 중에서 1인당 매출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이성 외,

2010, 278-279) 엄동욱(2009, 2012)의 성고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성고용율이 1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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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변수

독립변수로서 여성인력을 여성근로자 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 공

시되고 있는 각 공기업별 여성근로자에 대한 자료는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숫자만 공시되고 있어 여성관리자에 대한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노사발전재단

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에 따른 각 공

기업별 여성 관리자 자료를 통해 본 연구에 필요한 여성 관리자 자

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

여성 근로자 비율을 총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독립변수간 상간관계가 높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 있

듯이 조직의 의사결정과 경영참여 정도에 있어서 여성 관리자 비율

이 총 여성 근로자 비율보다 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기 때문에, 총 여성 근로자 비율과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③ 통제변수

본 연구에 있어 어떠한 통제변수를 적절히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

할 것인가가 연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판단하

였다.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능한 과거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를 참고하여 그 중 유의미하고 널리 인정되는 요인들을 본 연구에

서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선,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인사제도 및 기타 제도의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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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따라 총 직원 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연령이 오래될수록 기업성과에 있어서

학습효과가 발생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따라 오

래된 기업일수록 기업성과도 좋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통제변

수로 설정하였다. 부채비율의 경우 부채가 높은 기업일수록 가용자

원의 활용도가 달라지며, 특히 일부 공기업의 경우 국책사업 추진

또는 정부의 가격정책에 따라 부채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분석대상 공기업의 유형이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되

는데, 이 중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에서 자

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인 공기업이며, 기타 공기업

은 준시장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장형 기업의 경우 자체수입액 비

중이 85% 이상으로, 이는 정부의 보조금 또는 기금 등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과 달리 순수 사업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라 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공기업(준시장형)과의 구분이 필요

하기 때문에 이를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공기업 유형 외에도 공기업의 산업별 구분에 따른 영향도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 김지영(2011)의 연구에서는 개별 공기업의

성과가 해당되는 산업의 성과와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

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공기업의 사업 성

격에 가장 근사하거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속하는 산

업부문에 속하도록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공기업에 대한 통제

도 필요하다. 기업이 시장에 공개되어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경

우, 시장으로부터 통제 및 감시로 인해 기업경영이 투명해지며, 증

권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등 비상장 기업과 차별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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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공기업산업별 분류＊ >

No.
산업

대분류
공 기 업 명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한국감정원,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

공사,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한국마사회

4 광 업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5 운 수 업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6 건 설 업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7

전기, 가스,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

공급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

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8 제 조 업 한국조폐공사,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
부동산 및

임대업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기업 생산성에 관한연구(김지영, 2011) 분류 참조

**, ***, **** 알리오 공시 주요사업을 참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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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절변수

공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에 있어 추가적인 연구로 조절변수를 도입하여 효과를 분석하였

다. 임희정(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무제, 반일휴가제도 등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재민(2012)의 연구에서는 재택근무비율, 탄력근무제, 업무로

테이션 실시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과 재택근무비율이 유의미한 양의 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근로자 비율과 공기업의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탄력근무제 등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제도(다양성 친화제도라 한다.)가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즉, 단순히 여성 근로자가 기업내 차지하는 숫자에 의해 기업의 성

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성 근로자들의 존재로 인해

조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성 친화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

향을 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는 시간제근무제, 탄력근무제 및 원격근무제

로, 동 제도는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근무시간, 근무장소,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정부에서 공공부문을 우

선으로 시행하였으며, 현재 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서

각 공공기관별 ‘유연근무제 현황’을 통해 공시되고 있어 동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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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변수의 측정 >

구 분
변 수

조작적 정의
상위변수 하위변수

독 립

변 수

성별 다양성

수준

여성근로자

비율

(fe_ratio)

•여성근로자수 ÷임직원 총계 × 100

* 임직원 : 상임임원 +현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여성관리자

비율

(m_fe_ratio)

•여성관리자수 ÷임직원 총계 × 100

* 관리자 : 3급 이상

종 속

변 수

노동생산성

평균인원당

부가가치

(prduct)

•ln(총부가가치 ÷평균인원)

서비스품질및

고객인지도

고객만족도

평가점수

(ev_cus)

•기획재정부 실시 고객만족도 평가점수

재무성과

1인당

매출액

(per_sle)

•ln(매출액 ÷총인원)

통 제

변 수

기업규모(cop_size)
•총 임직원 수

(상임임원+현원+무기계약직+비정규직)

기업연령(cop_ag) •해당연도 -설립연도

공기업별 산업분류

(indus)
•별도표 참조

공운법상 공기업 유형

(pub_ind)
•시장형 = 1, 준시장형 = 0

부채 비율(det_ratio) •총부채 ÷자기자본

상장 여부(stc_opn) •상장 = 1, 비상장 = 0

조 절

변 수

다양성 친화

제도

시간제근무

•적용인원 ÷현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탄력근무

원격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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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성근로자 비율

 (현원대비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비율

 (과장급 이상)

•노동생산성

 (평균인원당 부가가치)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도 평가점수)

•재무성과

 (1인당 매출액)

조절변수 통제변수

•다양성친화제도

 - 시간제근무

 - 탄력근무

 - 원격근무

•기업규모(인원수)

•기업연령

•공기업 산업분류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분류

•부채 비율

•기업상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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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설정

여성 근로자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간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

에 수행하는 패널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 방법을 활용하

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은 횡단면 자료(Cross-section Data)를 시간적으

로 연결한 자료이기 때문에 횡단면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분

산의 문제와 시계열 자료의 계열상관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계열․횡단면 자료를 통합

한 패널자료를 형성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패널자료 분

석은 순수한 횡단면이나 시계열분석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 없는 랜

덤효과들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시간

에 따른 개체특성의 변동효과(Individual Specific Effect)와 개체에

따른 시간특성의 변동효과(Time Specific Effect)를 복합적으로 반영

하여 신뢰할 수 있는 모수들의 추정과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곽철

효외, 2007). 패널데이터는 합동(Pooled) 횡단면데이터와는 구별되는

데, 시계열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를 합쳐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합동 횡단면 데이터에서는 동일한 개체를 반복적으로 관

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체가 매 시점에서 조사된다. 이에

반해 패널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따라 반

복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분석모형의 추정에서 성별다양성과 기업성

과 간에 나타나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의 처리 여부에 따라서

분석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패널데이터 분석은 추정방법에 있어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나누어진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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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패널 선형회귀모형이 있을 경우,

уit = α + β + i + , i = 1, 2,…, n 및 t = 1, 2,…, T

위 모형의 경우 오차항이 2개로 나누어 구성되는데, 이 오차항은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이질성을 나타내지만, 하나의 패널개체 내

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나타내는 와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인 로 구성되어 있

다.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위 식의 상수항들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각 개체내에서는 고정되어(Fixed) 있다고 가정하여 처리하

는데 반해 확률효과모형은 상수항을 확률변수로 간주한다(민인식외,

2012, 111～145). 위 두 가지 모형 중 본 연구에 적용할 모형은

Hausman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Hausman Test의 경우 귀무가

설 H0 : cov(xit, ui) = 0, 대립가설 H1 : cov(xit, ui)≠ 0 으로 쓸 수 있

다. 만약 귀무가설이 맞다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통한

추정량 모두 일치추정량이므로 서로 비슷한 값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귀무가설이 틀리다면 확률효과모형을 통한 추정량은 일치추

정량이 아니게 되고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추정이 일치추정량이 된

다.

(3)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공기업 내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가 공기업의 경

영성과(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및 매출액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고용시장의 성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고용조치로부터 시작한 여성

인력의 확대를 위한 정책추진은 현재 여성인력 활용에 따른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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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효율성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현실(2011)의 여성

인력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 관리자와 노동생산성, 제품/

서비스 질 및 당기순이익은 유의미 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동 연구의 기본적인 가정은 ‘공

기업 내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등 성별 다양성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가설 1 > 공기업 내 여성 근로자는 공기업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거론하였듯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생산성 측면에서 노동생산

성을, 서비스품질 및 고객인지도 측면에서 고객만족도 평가점수를,

재무성과 측면에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 가설

을 세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 가설 1-①) 공기업 내의 여성 근로자는 공기업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②) 공기업 내의 여성 근로자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③) 공기업 내의 여성 근로자는 공기업 매출액 영업이

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성상현(2006)은 다양성에 친화적인 인사제도(채용, 교육

및 평가 등)를 독립변수로 하여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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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양성 친화제도와 기업성과 간에 유의미

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기업의 가족친

화경영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홍승아외, 2011, 61-77)에서는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하는 2005, 2006, 2008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에서 각 기업

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지수화하여 1인당 매출액 및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가족친화 지수는 기업의 1인당 매출에 유의미한(유의수준 5%) 정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친화 지수가 1단위

증가하면 1인당 매출액은 약 0.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단순히 조직 내 여성 근로자의 존재 유무 및 숫자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내 다양성 친화제도 등의 기

업에서 인력구성의 다양성 정도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활

용 정도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연구에 대한 실증 분석

을 위하여, 위 가설 1번의 연구에 각 기업의 다양성 친화제도를 조

절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 2 > 공기업 내 여성 근로자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서 다양성 친화제도는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 가설 2-①) 공기업 내 여성 근로자가 공기업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양성 친화제도는 조절효과를 보일 것

이다.

( 가설 2-②) 공기업 내 여성 근로자가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양성 친화제도는 조절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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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것이다.

( 가설 2-③) 공기업 내 여성 근로자가 공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양성 친화제도는 조절효

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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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분석

(1) 기초 통계량 분석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여성근로자 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의 경우 평균은 각각 14.0%,

2.3%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 비율의 경우 최대값은 46.3%, 최소값

의 경우 0.0%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 비율의 최소값이 0.0%로 나

타난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합병으로 인해 2008년 자료 값이

0명으로 됨에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할 경우 최소값

은 1.8%이다.

<표 5> 독립변수 기술 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여성근로자비율 0.141 0.095 0.000 0.463

여성관리자비율 0.023 0.020 0.000 0.091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점수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평균은 각각 429.963백만원, 91.970점, 4.4%로 산출되었다.

<표 6> 종속변수 기술 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노동생산성 6.796 0.683 0.003 7.694

고객만족도 91.970 4.694 77.100 99.200

(ln)1인당 매출액 1.976 1.174 -0.485 4.447

통제변수로 설정된 기업연령, 기업규모의 평균은 각각 24.807년,

4,902명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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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통제변수 기술 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업연령(년) 24.807 18.317 0.000 63.000

기업규모(명) 4902.424 7960.450 88.000 36239.000

산업분류 5.214 2.419 1.000 10.000

공기업유형 0.500 0.502 0.000 1.000

부채비율 7.659 62.952 -44.007 712.200

상장여부 0.107 0.310 0.000 1.000

<표 8>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로서, 실제 통계분

석에서 적용할 통제변수의 영향이 고려가 되지 않았지만 변수들 간

의 방향성과 선형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간 상관관계에서 독립변수 중

여성근로자 비율의 경우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및 1인

당 매출액과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관리자 비율의 경우 노동생

산성과는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고객만족도와는 유

의미한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1인당 매출액과는 부(－)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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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표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노동생산성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부채비율 기업연령 기업규모 산업분류 공기업유형 상장여부

여성근로자
비율

1

여성관리자
비율

0.3157 1

노동생산성 0.0895 -0.0754 1

고객만족도 0.1914 0.3382 0.2910 1

1인당
매출액

0.0701 -0.4045 0.3088 0.1594 1

부채비율 0.3642 -0.3145 0.0798 0.0006 0.1141 1

기업연령 0.0529 0.1855 -0.4665 -0.1513 -0.1039 -0.2217 1

기업규모 -0.2459 -0.1675 -0.0931 -0.1186 -0.0497 -0.0429 -0.3489 1

산업분류 -0.1201 -0.1116 0.1088 0.2839 0.4630 -0.0111 -0.2319 0.1416 1

공기업유형 -0.2301 -0.1229 0.3321 0.2447 0.2288 -0.1088 -0.4716 0.0313 -0.0644 1

상장여부 -0.1380 -0.1672 0.0731 0.2438 0.4536 0.1136 -0.1423 0.2718 0.3324 0.52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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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동(Pooled) OLS분석

먼저 패널데이터 분석에 앞서 합동 OLS로 여성인력이 공기업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우선 독립변수를 여성근로자

비율로 하여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및 1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으나, 1인당 매출액의 경우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 여성근로자 비율→공기업 성과 합동 OLS 결과

구 분 Coef. Std. Err. t P>｜t｜

노동생산성 0.1274792 0.8811328 0.14 0.885

고객만족도 -1.372226 4.969709 -0.28 0.783

인당 매출액 4.541149 0.9191775 4.94 0.000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여성관리자 비율로 하여 OLS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및 고객만족도의 경우 5% 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1인당 매출액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여성

관리자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 여성관리자 비율→공기업 성과 합동 OLS 결과

구 분 Coef. Std. Err. t P>｜t｜

노동생산성 4.98518 1.06908 4.66 0.000

고객만족도 85.45255 21.03457 4.06 0.000

인당 매출액 -0.552348 3.897812 -0.65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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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동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1인당 매출액을

제외한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없으며, 여성관리자는

노동생산성 및 고객만족도 등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고 할 수 없다. 이는 OLS 추정에서 기업고유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

이 적절하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추정계수의 편의로 인

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엄동욱, 2009).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3) 패널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

① Hausman Test

패널데이터 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오차항을 고정효과로 볼 것인지

확률효과로 볼 것인지에 대한 Hasman Test를 실행하였다. 패널데

이터 분석을 위해 고정효과 모형 또는 확률효과 모형 중 어떠한 모

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패널회귀식에서 패

널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에 대한 추론이다. 패널 개체들이 모집

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개념이라면 오차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

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집단 그 자체라면 오차항 는 고정효과로 간

주하는 것이 적절하다(민인식외, 2012, 174-175).

먼저 독립변수를 여성근로자 비율로 하고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및 1인당 매출액에 대한 Hausman Te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를 여성근로자 비율로 하여 수행한 Hausman Test

결과 종속변수에 상관없이 모두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5% 유

의수준에서 귀무가설(H0 : cov(xit, ui) = 0)이 기각된다. 따라서 고정효

과 모형을 통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 36 -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여성관리자 비율로 하여 Hausman

Test를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종속변수를 노동생산성 및 1인당 매

출액으로 하였을 때 모두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5% 유의수준

에서 귀무가설(H0 : cov(xit, ui) = 0)이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을 통

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종속변수를 고객만족도로 한 결과는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르면 고정효과 모형보다 확률

효과 모형을 통한 추정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1 > Hausman Test(독립변수=여성근로자 비율)

구 분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Chi2 p > Chi2 Chi2 p > Chi2

노동생산성 32.83 0.0000 12.84 0.0121

고객만족도 13.48 0.0091 3.72 0.2937

1인당 매출액 90.65 0.0000 55.28 0.0000

② 패널데이터 분석

패널데이터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우선, 독립변수를 여

성근로자 비율로 하여 실행 후 여성관리자 비율로 동일한 과정을

실행하였다. 두 번째로 조절변수(다양성 친화제도)를 추가하여 분석

을 실행 후 마지막으로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조절변수와 독립변수

를 곱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음의 <표 12>, <표 13>는 독립변수인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관

리자 비율과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의

패널데이터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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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립변수를 여성근로자 비율로 하여 실행한 분석결과 노동

생산성과 1인당 매출액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만족도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분석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비율이 증가할 수록 노동생산성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노동생산성과 1인당 매출액에 유의미한 정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연령의 경우 노동생

산성, 고객만족도 및 1인당 매출액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는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여성근로자 비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고정효과 모형의 F 검

정 결과는 모두 p값이 5% 유의수준에서 0.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패널의 개체특성을 고려한 패널데이터 분석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2 >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독립변수=여성근로자)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P>t Coef. t P>t Coef. t P>t

여성근로자 -12.723 -4.14 0.000 10.479 0.60 0.553 -4.204 -2.92 0.004

부채비율 0.0041 4.61 0.000 0.0023 0.45 0.651 0.001 0.20 0.838

기업연령 0.1065 2.86 0.005 0.7021 3.12 0.002 0.1225 7.51 0.000

기업규모 0.0001 0.81 0.421 -0.002 -2.07 0.042 -0.001 -0.95 0.342

F Test that all u_i=0 ............... Prob > F = 0.0000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여성관리자 비율로 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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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 중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의 경우

여성관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관리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공기업의 노동생산성

과 고객만족도 점수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인당 매출액의

경우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

비율은 모든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업

연령의 경우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종속변수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기

업규모의 경우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다른 종속변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3 >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독립변수=여성관리자)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P>t Coef. z P>z Coef. t P>t

여성관리자 3.3388 2.55 0.013 101.52 3.94 0.000 -9.899 -3.06 0.003

부채비율 -0.0362 -1.26 0.210 1.3382 2.51 0.012 0.01112 0.16 0.870

기업연령 -0.0079 -0.82 0.417 0.4234 2.84 0.004 0.15169 6.98 0.000

기업규모 0.0001 2.37 0.020 0.0001 0.88 0.381 -0.0001 -1.46 0.148

F Test that all u_i=0 ............... Prob > F = 0.0000

③조절효과 분석

다음으로 여성인력과 공기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다양성 친

화제도가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분석을 실행하였다. 우선 조절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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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기업에서 시행중인 유연근무제도(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

격근무제)로 하여 이러한 다양성 친화제도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독립변수에

조절변수를 곱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절변수인 다양성친화제도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행한 결과 <표14>, <표15>에

따르면 독립변수를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로 분석한 결과 모두

유연근무제도는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독립변수=여성근로자, 조절변수 추가)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P>t Coef. t P>t Coef. t P>t

여성근로자 -12.557 -3.98 0.000 9.0035 0.50 0.618 -4.5379 -3.09 0.003

부채비율 0.00409 4.60 0.000 0.0022 0.43 0.666 0.00006 0.16 0.877

기업연령 0.11257 2.55 0.012 0.6480 2.49 0.015 0.11119 5.82 0.000

기업규모 0.00013 0.84 0.403 -0.0022 -2.09 0.039 -0.0001 -1.16 0.248

조절변수 -0.2461 -0.26 0.797 2.3376 0.42 0.674 0.49944 1.14 0.258

F Test that all u_i=0 ............... Prob > F = 0.0000

<표15>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독립변수=여성관리자, 조절변수 추가)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P>t Coef. z P>z Coef. t P>t

여성관리자 3.87895 2.44 0.004 103.76 3.90 0.000 -10.264 -3.08 0.003

부채비율 -0.0663 -2.00 0.049 1.0004 1.57 0.117 0.02850 0.37 0.713

기업연령 -0.0191 -1.71 0.092 0.3992 2.21 0.027 0.15905 5.98 0.000

기업규모 0.00001 1.80 0.076 0.0001 0.60 0.549 -0.0002 -1.27 0.208

조절변수 0.39673 1.88 0.063 4.0036 0.87 0.386 -0.2584 -1.85 0.068

F Test that all u_i=0 ............... Prob > F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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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성근로자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성 친화제도(시간제․탄력․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조절효

과를 미치는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각각의 독립변수에 조절

변수를 곱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한 후 패널데이터 분석을 수행하

였다. 독립변수를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로 하여 각각 실행한 결

과 < 표16> 및 < 표17>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를

독립변수로 하였을 경우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성 친화제

도는 노동생산성 및 1인당 매출액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도의 경우 유의미한 부(－)의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여성근로자가 고객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서 부(－)의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를 여성관리자로 하여 실행한 결과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조절작용

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16 , 독립변수=여성근로자, 조절효과 분석 >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P>t Coef. t P>t Coef. t P>t

조절변수 -0.0611 -0.04 0.971 16.301 1.62 0.109 0.85478 1.10 0.275

조절효과 -1.1301 -0.13 0.894 -81.94 -1.66 0.000 -2.1590 -0.55 0.581

F Test that all u_i=0 ............... Prob > F = 0.0000

< 표 17, 독립변수=여성관리자, 조절효과 분석 >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P>t Coef. z P>z Coef. t P>t

조절변수 -0.1387 -0.38 0.702 1.5213 0.17 0.867 0.40884 0.45 0.656

조절효과 37.2195 1.81 0.074 158.84 0.32 0.746 -46.596 -0.90 0.371

F Test that all u_i=0 ............... Prob > F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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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여성인력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 표 18>와 같다.

< 표 18, 분석 결과 요약 >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t Coef. t

①

여성근로자 -12.723 -4.14 10.479 0.60 -4.204 -2.92

부채비율 0.0041 4.61 0.0023 0.45 0.0001 0.20

기업연령 0.1065 2.86 0.7021 3.12 0.1225 7.51

기업규모 0.0001 0.81 -0.0022 -2.07 -0.0001 -0.95

②

여성근로자 -12.557 -3.98 9.0035 0.50 -4.538 -3.09

부채비율 0.0041 4.60 0.0022 0.43 0.0001 0.16

기업연령 0.1126 2.55 0.6480 2.49 0.1112 5.82

기업규모 0.0001 0.84 -0.0022 -2.09 -0.0001 -1.16

조절변수 -0.2461 -0.26 2.3376 0.42 0.4994 1.14

③

여성근로자 -12.554 -3.96 9.7251 0.55 -4.536 -3.08

부채비율 0.0041 4.58 0.0023 0.46 0.0001 0.16

기업연령 0.1127 2.54 0.6804 2.64 0.1110 5.79

기업규모 0.0001 0.82 -0.0022 -2.01 -0.0001 -1.21

조절변수 -0.0611 -0.04 16.301 1.62 0.8548 1.10

조절효과 -1.1301 -0.13 -81.94 -1.66 -2.1590 -0.55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z Coef. t

①

여성관리자 3.339 2.55 101.52 3.94 -9.899 -3.06

부채비율 -0.0362 -1.26 1.3382 2.51 0.0111 0.16

기업연령 -0.0079 -0.82 0.4234 2.84 0.1517 6.98

기업규모 0.0001 2.37 0.0001 0.88 -0.0001 -1.46

②

여성관리자 3.879 2.44 103.76 3.90 -10.264 -3.08

부채비율 -0.0663 -2.00 1.0004 1.57 0.0285 0.37

기업연령 -0.0191 -1.71 0.3992 2.21 0.1591 5.98

기업규모 0.0001 1.80 0.0001 0.60 -0.0002 -1.27

조절변수 0.3967 1.88 4.0036 0.87 -0.2584 -1.85

③

여성관리자 4.115 3.14 103.70 3.89 -10.468 -3.13

부채비율 -0.0658 -2.11 0.9998 1.56 0.0369 0.47

기업연령 -0.0266 -2.25 0.3757 2.03 0.1660 5.98

기업규모 0.0001 1.78 0.0001 0.57 -0.0001 -1.23

조절변수 -0.1387 -0.38 1.5213 0.17 0.4088 0.45

조절효과 37.2195 1.81 158.84 0.32 -46.596 -0.90

＊결과 ②는 결과 ①에 조절변수 추가, 결과 ③은 결과 ①에 조절효과 변수 추가

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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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중 여성근로자는 노동생산성 및 1인당 매출액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객만족

도의 경우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의 경우 노동생산성 및 고객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매출액은 유의미

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설 1-①)과 (가설 1-②)는 여성관리자의

경우 지지되나 여성근로자의 경우 기각되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

지 않으며, 1인당 매출액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

으나 (가설 1-③)과 정반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과 달리 공기업내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가 증가할 수록 경

영성과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임희정

(2010) 및 이현실(2011)의 선행연구에서 성별 다양성이 기업의 노동

생산성 및 당기순이익과 기업이미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공기업

의 성다양성 관리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승계(2011)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성 관리에에 대한 경영관리적

접근의 경우 다양성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최고경영자의 주도 하에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성 통계

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조직문화의 개선, 소수인종과 여성의 고용 증가, 공정

한 대우 등을 통해 종업원들의 몰입 제고, 이직률과 결근율 감소,

주식수익률 향상 등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흔히 조직

내 성별 다양성을 양날의 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Cox(1993)가 말

한 바와 같이 다양성관리는 “다양성이 갖는 잠재적 장점을 극대화하

고 단점을 극소화할 수 있게끔 사람을 관리하는 조직의 시스템과

실무관행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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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한 활동은 기존의 동질적․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변경하고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전략(이상호, 2002)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내 성별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경쟁요소

로 고려할 때 경쟁우위를 달성하며 기업성과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민간부문

처럼 고용․채용 및 인사정책에 자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재민

(2012)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인력운용에 있어 과거 많은 부정채용

사례 및 방만한 인력운용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인해 직급별 정원책

정 및 직급별 보수체계, 인력채용 형태 등 인력관리에 민감한 통제

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인력운용의 재량권은 정부조직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성비율과 같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소극적인 측면의 다양성 확보에만 머무르고 있어 민간기업에 비

해 재량권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 공기업의 경우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의 2012년말 기준 평균은 각각 14.1%, 2.2%로 민간

부문 평균 35.7% 및 17.6%와 비교시 극히 저조하며, 주로 하위직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기업의 경우 성별 다양성에

대한 정책은 정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등 소극적인 여성고

용 및 활용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력을 경

쟁우위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성과 향상에 기

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조직내 갈등과 긴장, 의사결정의 지연 등을

야기하여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기업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인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다양성 친화제도(원격근무,

시간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는 모든 변수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 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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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관리자의 경우 노동생산성 및 고객만족도의

경우 정(＋)의 조절효과를, 1인당 매출액의 경우 부(－)의 조절효과

를 나타냈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난 이유는 첫째로 분석대상 공기업의 유연근무제도가 2010년에 도

입되었으나 실적이 미비하다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기업에서

도입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2년치 데이터로 한정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상헌(2006)의 연구에서는 다양성 친화제도를 채용,

육성, 평가, 보상, 승진 및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계량적으로 측정되

고 활용 가능한 자료로 한정함에 따라 다양성 친화제도의 조절효과

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④공기업 유형별 분석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그 이외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

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주제인 여성인력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하여 공기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자산규모별․자체수입액에 기준에 의한 공기업 유

형에 따라 여성인력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실증분

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9>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고객만족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다른 변수 및 여성관리자의 경우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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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여성인력이 경영

성가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조절효과 또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19, 공기업 유형 : 시장형, 분석 결과 요약 >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t Coef. t

①

여성근로자 -1.862 -0.92 -75.824 -2.01 -0.586 -0.19

부채비율 -0.2761 -3.18 -0.3008 -0.19 0.3695 3.26

기업연령 0.0203 1.16 1.2885 3.83 0.1220 5.23

기업규모 0.0001 2.03 -0.0026 -2.14 -0.0001 -1.20

②

여성근로자 -1.787 -0.84 -54.587 -1.33 -1.0356 -0.32

부채비율 -0.2739 -3.06 -0.0227 -0.01 0.3636 3.17

기업연령 0.0214 1.09 1.5104 4.00 0.1157 4.32

기업규모 0.0001 1.69 -0.0020 -1.61 -0.0001 -1.26

조절변수 -0.0911 -0.13 -27.3598 -1.25 0.5049 0.49

③

여성근로자 -1.400 -0.58 -53.262 -1.18 -3.573 -1.00

부채비율 -0.2796 -3.04 -0.0580 -0.03 0.3695 3.26

기업연령 0.0215 1.08 1.5043 3.83 0.1196 4.50

기업규모 0.0001 1.53 -0.0021 -1.54 -0.0001 -0.95

조절변수 0.3055 0.22 -23.8747 -0.47 -1.9987 -1.04

조절효과 -3.9793 -0.34 -22.1065 -0.08 25.6945 1.53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z Coef. t

①

여성관리자 3.892 1.52 81.925 1.67 -4.118 -1.11

부채비율 -0.3139 -2.81 -0.8320 -0.39 0.3546 2.73

기업연령 -0.0087 -0.45 0.8041 2.05 0.1381 6.17

기업규모 0.0001 2.18 -0.0021 -1.69 -0.0001 -1.35

②

여성관리자 3.858 1.48 76.365 1.57 -3.987 -1.05

부채비율 -0.3100 -2.70 -0.3467 -0.16 0.3508 2.65

기업연령 -0.0062 -0.26 1.1342 2.44 0.1330 4.34

기업규모 0.0001 1.84 -0.0016 -1.18 -0.0001 -1.23

조절변수 -0.1373 -0.20 -27.5475 -1.28 0.2594 0.25

③

여성관리자 3.239 1.22 72.010 1.45 -2.822 -0.69

부채비율 -0.2688 -2.22 0.6556 0.25 0.3442 2.59

기업연령 -0.0103 -0.44 1.0811 2.27 0.1317 4.27

기업규모 0.0001 1.88 -0.0014 -1.02 -0.0001 -1.19

조절변수 -0.8122 -0.87 -45.1893 -1.37 0.9899 0.72

조절효과 44.7043 1.06 696.257 0.72 -51.0741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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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노동생산성 및 1

인당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만족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성

관리자는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에는 정(＋)의 효과를 미치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으며, 1인당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또한

앞서 실증분석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여성인력이 노동생산성 및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으나, 1인당 매출액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인력이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는 모든 변수에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었다.

< 표 20, 공기업 유형 : 준시장형, 분석결과 요약 >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t Coef. t

①

여성근로자 -13.464 -2.93 22.198 1.02 -5.7151 -3.12

부채비율 0.0041 3.38 0.0029 0.50 0.0000 0.00

기업연령 0.1350 2.00 0.6878 2.15 0.1013 3.75

기업규모 0.0002 0.56 -0.0017 -1.07 -0.0001 -0.78

②

여성근로자 -13.093 -2.74 18.986 0.84 -6.2688 -3.33

부채비율 0.0041 3.36 0.0027 0.46 -0.0000 -0.07

기업연령 0.1492 1.83 0.5650 1.47 0.0801 2.50

기업규모 0.0002 0.59 -0.0018 -1.13 -0.0001 -0.94

조절변수 -0.4480 -0.32 3.8779 0.58 0.6686 1.20

③

여성근로자 -13.031 -2.70 20.514 0.92 -6.2382 -3.28

부채비율 0.0041 3.34 0.0028 0.50 -0.0000 -0.06

기업연령 0.1524 1.83 0.6422 1.67 0.0817 2.50

기업규모 0.0002 0.62 -0.0015 -0.96 -0.0001 -0.88

조절변수 0.1269 0.05 17.9967 1.55 0.9511 0.96

조절효과 -3.4371 -0.28 -84.4162 -1.48 -1.6892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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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z Coef. t

①

여성관리자 0.8122 0.81 70.199 1.67 -12.786 -2.40

부채비율 -0.0117 -0.67 0.9347 1.26 -0.0407 -0.43

기업연령 0.0069 0.93 0.7164 2.30 0.1547 3.90

기업규모 0.0000 1.15 -0.0004 -0.35 -0.0002 -1.10

②

여성관리자 1.380 1.34 81.201 1.82 -13.285 -2.33

부채비율 -0.0285 -1.44 0.6092 0.71 -0.0260 -0.24

기업연령 -0.0021 -0.23 0.5438 1.41 0.1619 3.28

기업규모 0.0000 0.86 -0.0006 -0.48 -0.0002 -1.02

조절변수 0.2337 1.72 4.5249 0.76 -0.2050 -0.27

③

여성관리자 0.277 0.24 70.577 1.34 -16.135 -2.42

부채비율 -0.1599 -0.79 0.7295 0.79 0.0063 0.05

기업연령 0.0126 1.08 0.6847 1.29 0.1997 2.97

기업규모 0.0000 1.20 -0.0005 -0.40 -0.0001 -0.86

조절변수 0.6773 2.48 8.7969 0.71 0.9409 0.60

조절효과 -35.8003 -1.85 -344.800 -0.39 -92.4922 -0.83

⑤공기업 규모별 분석

다음으로 연구대상 공기업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여성인력이 공기

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

시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유형인 시장형 공기업 내에도 직원수로

나타낸 기업규모의 경우 최대 27,400명(한국전력공사)에서 최소 168

명(부산항만공사)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공기업을 규모(직원

수)를 기준으로 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여성근로자가 기업성과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공기업 규모가 중간값(2,150명) 이하인 공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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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기업규모 : 중간값 이하, 분석결과 요약 >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t Coef. t

①

여성근로자 -13.023 -2.96 13.549 0.73 -4.258 -2.46

부채비율 0.0041 3.26 0.0026 0.50 0.0002 0.32

기업연령 0.1409 2.00 0.1847 0.61 0.1200 4.55

기업규모 -0.0002 -0.13 0.0038 0.57 0.0011 1.76

②

여성근로자 -12.588 -2.77 11.552 0.60 -4.564 -2.58

부채비율 0.0041 3.24 0.0025 0.48 0.0001 0.29

기업연령 0.1604 1.93 0.0909 0.26 0.1069 3.47

기업규모 -0.0003 -0.20 0.0045 0.66 0.0011 1.85

조절변수 -0.9459 -0.45 4.6086 0.51 0.6825 0.84

③

여성근로자 -12.998 -2.77 6.024 0.31 -5.178 -2.88

부채비율 0.0041 3.20 0.0024 0.46 0.0001 0.23

기업연령 0.1596 1.90 0.0954 0.27 0.1031 3.38

기업규모 -0.0004 -0.25 0.0043 0.62 0.0010 1.68

조절변수 2.0589 0.26 54.4508 1.41 4.9841 1.69

조절효과 -11.5164 -0.40 -186.643 -1.32 -16.3861 -1.52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z Coef. t

①

여성관리자 3.384 1.15 16.251 0.44 -14.171 -2.00

부채비율 -0.0205 -0.46 1.2728 2.29 0.0505 0.47

기업연령 -0.0219 -1.27 0.2272 1.01 0.1508 3.63

기업규모 -0.0002 -0.56 0.0042 1.05 0.0009 1.19

②

여성관리자 3.654 1.16 2.272 0.06 -17.831 -2.47

부채비율 -0.0400 -0.48 2.1104 1.91 0.3268 1.68

기업연령 -0.0255 -1.16 0.3707 1.33 0.2032 3.98

기업규모 -0.0002 -0.49 0.0031 0.73 0.0007 0.88

조절변수 0.2162 0.27 -9.3653 -0.88 -3.0855 -1.68

③

여성관리자 5.856 1.75 24.236 0.60 -22.383 -2.86

부채비율 -0.0477 -0.58 2.6885 2.44 0.3449 1.79

기업연령 -0.0230 -1.08 0.4608 1.70 0.1978 3.92

기업규모 0.0000 0.13 0.0046 1.12 0.0003 0.32

조절변수 -3.1375 -1.44 -87.2274 -2.00 3.6046 0.70

조절효과 13.9792 1.65 289.9224 1.84 -27.9642 -1.40

규모가 중간값 이하인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행한 결과 여

성근로자의 경우 노동생산성과 1인당 매출액에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객만족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성관리자의 경우는 1인당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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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실행한 결과

와 동일한 것으로, 여성인력이 규모가 중간값 이하인 공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의 경우 유의미한

효과는 보이지 않지만 1인당 매출액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양성 친화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모든 변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기업 규모가 중간값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행한

결과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 기업규모 : 중간값 이상, 독립변수 :여성근로자 >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t Coef. t

①

여성근로자 -0.430 -0.20 -172.382 -1.46 9.598 1.55

부채비율 -0.1005 -2.92 0.1012 0.07 -0.0396 -0.44

기업연령 0.0291 2.82 2.0807 3.94 0.0673 2.35

기업규모 0.0000 3.35 -0.0010 -0.90 -0.0001 -2.24

②

여성근로자 -1.374 -0.59 -195.481 -1.49 7.728 1.14

부채비율 -0.1004 -2.92 0.1183 0.08 -0.0436 -0.48

기업연령 0.0274 2.62 2.0693 3.87 0.0645 2.22

기업규모 0.0274 2.62 -0.0010 -0.93 -0.0001 -2.33

조절변수 0.1614 1.03 3.0044 0.43 0.3297 0.70

③

여성근로자 -2.326 -0.94 -180.232 -1.20 6.972 0.97

부채비율 -0.0935 -2.69 0.0650 0.04 -0.0399 -0.43

기업연령 0.0298 2.80 2.0317 3.57 0.0668 2.22

기업규모 0.0001 3.20 -0.0011 -0.92 -0.0001 -2.26

조절변수 -0.1145 -0.40 5.4069 0.41 0.0785 0.09

조절효과 2.8397 1.14 -25.5421 -0.22 2.554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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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z Coef. t

①

여성관리자 0.158 0.10 83.862 1.31 -8.563 -1.99

부채비율 -0.1267 -2.75 -1.5727 -0.77 0.1347 1.12

기업연령 0.0334 3.05 1.2639 2.54 0.1255 4.51

기업규모 0.0001 3.24 -0.0012 -1.03 -0.0001 -1.28

②

여성관리자 0.7508 0.47 94.039 1.34 -8.285 -1.79

부채비율 -0.1279 -2.78 -1.5731 -0.76 0.1325 1.08

기업연령 0.0240 1.69 1.1088 1.70 0.1213 3.32

기업규모 0.0001 2.79 -0.0013 -1.08 -0.0000 -1.26

조절변수 0.1694 1.04 2.7229 0.38 0.0858 0.18

③

여성관리자 0.7925 0.48 98.490 1.37 -8.275 -1.74

부채비율 -0.1290 -2.74 -1.7229 -0.81 0.1325 1.07

기업연령 0.0246 1.66 1.2106 1.75 0.1213 3.24

기업규모 0.0001 2.75 -0.0012 -0.95 -0.0001 -1.23

조절변수 0.2195 0.68 8.9281 0.62 0.0950 0.10

조절효과 -3.7015 -0.18 -455.353 -0.50 -0.6674 -0.01

⑥공기업 연령별 분석

다음으로 기업연령에 따라 공기업을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여성

근로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패널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기업연령이 중간값 이하인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행한 분석

결과는 다음 < 표 >, < 표 >와 같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앞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노동생산성과 1인당 매출액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매출액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리자의 경우는 노동생산성, 고객

만족도 및 1인당 매출액에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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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기업연령 : 중간값 이하, 독립변수 :여성근로자 >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t Coef. t

①

여성근로자 -17.389 -3.16 28.212 1.02 -0.765 -0.72

부채비율 0.0039 3.04 0.0029 0.45 0.0002 0.93

기업연령 0.1971 2.43 0.1702 0.35 0.0858 6.39

기업규모 0.0001 0.42 -0.0031 -1.46 -0.0001 -1.98

②

여성근로자 -16.468 -2.85 30.449 1.04 -1.285 -1.19

부채비율 0.0039 3.05 0.0030 0.47 0.0002 0.81

기업연령 0.2353 2.20 0.2697 0.45 0.0660 3.86

기업규모 0.0002 0.62 -0.0030 -1.30 -0.0002 -2.62

조절변수 -1.6249 -0.55 -4.7587 -0.29 0.9673 1.80

③

여성근로자 -16.584 -2.82 29.318 1.02 -1.395 -1.28

부채비율 0.0039 3.01 0.0031 0.50 0.0002 0.79

기업연령 0.2355 2.17 0.4317 0.72 0.0644 3.75

기업규모 0.0002 0.61 -0.0026 -1.17 -0.0002 -2.80

조절변수 -0.6584 -0.13 42.2695 1.16 1.7140 1.85

조절효과 -5.4145 -0.24 -220.578 -1.44 -4.1479 -0.99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z Coef. t

①

여성관리자 0.830 0.57 -0.893 -0.02 1.0209 0.43

부채비율 -0.0977 -1.98 -3.6029 -1.83 -0.2372 -3.40

기업연령 0.0201 1.63 0.7256 1.48 0.0865 5.47

기업규모 0.0001 2.06 -0.0044 -2.45 -0.0001 -3.26

②

여성관리자 1.201 0.80 -4.303 -0.08 2.071 0.93

부채비율 -0.0931 -1.88 -3.6932 -1.77 -0.2498 -3.89

기업연령 0.0083 0.51 0.8220 1.29 0.0540 2.87

기업규모 0.0000 1.44 -0.0043 -2.28 -0.0002 -4.38

조절변수 0.2997 1.09 -2.4942 -0.25 1.1146 2.72

③

여성관리자 0.825 0.55 -5.922 -0.11 2.604 1.11

부채비율 -0.0813 -1.64 -3.5573 -1.64 -0.2478 -3.83

기업연령 0.0010 0.06 0.5561 0.70 0.0554 2.91

기업규모 0.0000 1.18 -0.0047 -2.29 -0.0001 -4.08

조절변수 0.0278 0.08 -6.8828 -0.55 1.3891 2.51

조절효과 28.9160 1.32 535.401 0.61 -25.1205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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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령이 중간값 이상인 그룹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독립변수가 여성근로자인 경우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및 1인당 매

출에 모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매출액

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리자의 경

우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매출액에는 유의미한 부(－)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연령이 중간값 이상인

공기업의 경우 여성인력이 노동생산성 및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효

과는 일관적이지 않으나, 여성인력이 증가할수록 1인당 매출액은 감

소한다고 할 수 있다.

< 표 24, 기업연령 : 중간값 이상, 독립변수 :여성근로자 >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t Coef. t

①

여성근로자 -2.151 -1.81 -42.621 -1.75 -12.527 -4.38

부채비율 -0.0217 -0.62 1.1713 1.63 0.1535 1.82

기업연령 0.0064 0.54 1.0622 4.36 0.1737 6.08

기업규모 0.0001 1.09 -0.0016 -1.42 0.0000 0.38

②

여성근로자 -2.223 -1.86 -42.491 -1.72 -12.459 -4.31

부채비율 -0.0413 -0.97 1.2067 1.37 0.1720 1.67

기업연령 0.0021 0.16 1.0700 3.97 0.1777 5.63

기업규모 0.0001 1.00 -0.0015 -1.39 0.0001 0.41

조절변수 0.2383 0.81 -0.4323 -0.07 -0.2258 -0.32

③

여성근로자 -2.224 -1.84 -42.826 -1.78 -12.490 -4.37

부채비율 -0.0383 -0.71 2.3937 2.24 0.2821 2.22

기업연령 0.0021 0.16 1.0898 4.14 0.1796 5.75

기업규모 0.0001 1.00 -0.0013 -1.15 0.0001 0.61

조절변수 0.2692 0.60 11.9084 1.34 0.9187 0.87

조절효과 -0.2629 -0.09 -104.835 -1.86 -9.722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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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기업연령 : 중간값 이상, 독립변수 :여성근로자 >

구 분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1인당 매출액

Coef. t Coef. z Coef. t

①

여성관리자 4.156 2.22 108.291 2.91 -15.368 -3.12

부채비율 -0.2417 -0.68 0.9782 1.38 0.0423 0.45

기업연령 -0.0171 -1.31 0.6503 2.51 0.1789 5.21

기업규모 0.0000 1.12 -0.0001 -0.80 -0.0000 -0.44

②

여성관리자 4.847 2.50 114.845 2.95 -17.400 -3.44

부채비율 -0.0576 -1.32 0.6613 0.75 0.1406 1.23

기업연령 -0.0265 -1.79 0.5612 1.88 0.2065 5.32

기업규모 0.0000 1.07 -0.0009 -0.82 -0.0000 -0.37

조절변수 0.3978 1.30 3.7671 0.61 -1.1680 -1.46

③

여성관리자 6.001 3.07 113.612 2.77 -19.944 -3.86

부채비율 -0.0583 -1.38 0.6620 0.74 0.1421 1.27

기업연령 -0.0422 -2.60 0.5779 1.70 0.2410 5.61

기업규모 0.0000 1.04 -0.0009 -0.81 -0.0000 -0.33

조절변수 -0.7303 -1.18 4.9725 0.38 1.3200 0.81

조절효과 71.9009 2.08 -76.8278 -0.11 -158.585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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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1) 분석결과 요약

여성인력의 활용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는 과거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주로 성평등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으나 점차 여성인력 활

용에 따른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민간부문에 국한되어 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공공부문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성인력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분석대상 2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여성

인력이 공기업 노동생산성 및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여성근

로자 및 여성관리자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어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반면 1인당 매출액의 경우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 1-① ) 및 ( 1-② )는 지지되지 않았으며, 가설 ( 1-③ )은 반대

되는 결과가 도출되어 기각되었다.

또한 공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탄력근무, 원격근무,

시간제근무)를 다양성 친화제도로 정의하여 이러한 다양성친화제도

가 여성인력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조절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모든 종속변수에 대하여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 2-① ), ( 2-② ) 및 ( 3-③ )은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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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의 및 향후 과제

여성인력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수립된 가

설은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우선적으

로 연구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HCCP 자료 등과 달리 계량적으로 측정되는 공기

업의 경영지표들을 사용함에 따라 모형에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업고유의 특성 요인에 대해 고

정효과 모형을 통해 적절하게 통제가 이루어 졌다 하여도 기업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적절하게 통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공개로

인해 향후 보완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간 공기업에

서 이루어진 여성인력의 채용과 승진 등 인사정책이 정부의 적극적

조치 이행이라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저조한 여성의 대표성 등을 고

려할 경우 조직 내에서 여성인력을 경쟁요소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인적자원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간기업과 비교할 경우 차이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총정원제, 직급별 정원제와 인건비

예산의 정부 승인권 소유 등 공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고

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여성인력을 경쟁우위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인사정책에 대한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

성인력의 고용촉진과 여성임원 확대 등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단순히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하여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의 경우와 같이 초기 여성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해 취해진 적극적

조치(AA제도)가 시간이 경과하여 미국의 다국적 기업 등의 대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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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여성인력이 경쟁요소로 고려되어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적극

적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비추어 볼 경우 우리나라 또한 과거 2006

년 실시된 적극적 조치에서 추구하는 성평등 차원의 여성인력 활용

에서 점차 기업의 경쟁요소로서 고려되어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기업 부문의 경우 여성인

력 및 여성임원 비중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여 양적 팽창

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기 이전에 채용․승진․성과금 등 인사정책에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그간 여성인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이루

어진 기존 연구들이 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자료나 여

성인력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연구된 것과 달리 계량적으로 측정되

거나 공시되는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업체 패널자료의 경우 수 개년에 걸쳐 동일 기업에 대해 이

루어짐에 따라 연구목적에 적합한 유일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으

나, 패널조사 특성상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매년 또는

일정 시기마다 인사이동에 따라 교체됨에 따라 일관된 조사자료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인사담당자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함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의 객관적인 사실에 주관적인 견해가 필연

적으로 포함되어 자료에 편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가 연구대상 기업의 계량데이터를 활용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또한, 그간 여성인력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공공부문에 대

한 연구는 주로 민간기업과 생산성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있으며,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구한 실정에서 여성인

력의 활용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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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통합공시 사이트(알리오) 등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 자료의 시계

열, 종류별 현황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연구모형의 통제

변수 등으로 충분히 포함할 수 없었다. 여성인력의 채용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임원의 존재, 공기업별 경영전략,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자료와 다양성 친화제도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활용된 유

연근무제도 외 채용․성과보상 및 교육 등 인사제도에 관련된 다양

성 친화제도에 대한 자료 등은 현재 공시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공기업 인사정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력 채용에 따른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

기 위해 민간기업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경

우 더욱 유의미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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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emale worker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Kim, Hyoung Ki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it's analized the effect of female workers on the

business performances of public companies. To analyze the effect

of female workers on the business performances, public companies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ratio of female workers and

female manager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labor productiv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per sales. Using the data from 2008 to

2012 years, I used the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s, It's not consistently observed the effects of the

female workers in the labor productiv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But female workers showed a negative effect on the

per sales.

And I seperated the type of public companies(market-type,

quasi-market type), by size(above, below median) and by

age(above, below median) and performed the same way.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previous test, female workers aff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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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per sales.

In addition, I defined the flexible work place(flexible working,

remote working, part-time working) as the moderate variables,

and tested whether the moderate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s, all moderate

variable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Reason for this results, this study used quantitative index of

public companies so available datas were limited. Despite Using

fixed effect model available to control the specific properties of

companies, it's questionable whether the appropriate control had

been made. These problems, when it is considered that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public companies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would be available to research. Second, considered the

low level of female worker's recruitment and the government

control of the human resource policies in the public companies, it

is difficult to affect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public companies.

Implications of this stud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study more about the

effect of female workers recruitment on the public companies like

private companies. And then female workers are taken into

account as an elements of the competitive advantages.

Keywords : Female worker, Diversity management, Fixed

effect model, Public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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