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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한국은 징병제를 운 하는 국가로서 군복무에 한 보상의 차원으

로 군가산 제도를 운 하여 왔었다.동 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남

성에게 공무원시험을 포함한 공공기 의 임용시험에서 일정비율의

가산 을 용하는 혜택을 제공해왔다.하지만 1999년 여성계를

심으로 군가산 제도의 차별성에 한 문제가 제기 되었고 군가

산 제도는 결국 헌법재 소의 헌 결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

지게 되었다.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심으로 군가산 제도의 재

도입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군가산

제도가 실제로 노동시장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 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군가산 제도가

폐지된 1999년 이후 공공기 의 입직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성

이 유리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 미필자와 군필자를 상으로

비교했을 때 군가산 제도의 폐지는 군필자의 공공기 입직 확률

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군가산 제도,한국노동패 ,공공기

학 번 :2012-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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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배경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군복무를 국민의 의무로 명시

하고 있다.따라서 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2년여의 시간동안 군에서 복무함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기 동안의 인 ,물 손실에 한 보

상으로서 국가는 군복무를 마친 국민을 상으로 공무원시험 등에 일정

가산 을 부여함을 골자로 하는 군가산 제도를 운용하여 왔었다.하지

만 IMF사태 이후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치열해짐에 따라 여성계를

심으로 군가산 제도가 여성과 병역면제자에 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확

산되었고 결국 1999년 헌재의 헌 결로 인해 군가산 제도는 폐지되기

에 이르 다.

헌재의 헌 결 이후로도 군가산 제도의 문제는 여 히 보상과 차별

이라는 에서 수많은 정치 ,사회 이슈를 재생산해 내고 있다.특

히 최근 정치권을 심으로 군 가산 제도의 재도입에 해 다양한

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아직까지 군 복무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실 인 보상안에 한 사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러한 논의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정 국가라는 특

수한 시 상황과 의무병제도가 유지되는 한 군가산 제도를 포함한 일련

의 보상안에 한 논의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1)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군가산 제도의 합법성과 실효성에 해 다

1)군복무자에 한 보상의 차원으로 실시되었던 군가산 제도는 세계 으

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 다.물론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군 역자를 상

으로 가산 제도를 운 한 사례가 있었지만 징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군

가산 제도와는 직 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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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에서의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하지만 경제학 인

에서 군가산 제도의 폐지가 노동시장에 미친 향을 분석하는 과학 인

근은 미미하 다.이에 본 연구는 군 가산 제도의 폐지를 후로 노

동시장에 일어난 변화를 실증 으로 분석하는 한편 과학 분석의 시

를 제공함을 목 으로 한다.

군가산 제도가 실질 으로 용된 상이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공공

기 의 임용시험이라는 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성별을 기 으로 공공기 의 입직확률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에

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 다.분석을 한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 을 이용하 다.

본 연구는 2장에서 군가산 제도의 연 과 공무원시험의 여성합격률 추

이를 살펴본다.3장에서는 한국노동패 자료의 특성을 설명하고 본 연구

에서 사용할 모형을 설정한다.4장에서는 설정한 모형을 바탕으로 군 가

산 제도의 폐지 이후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변화를 분석한다.마지막으

로 5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을 도출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 을 지 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언한다.

제 2장 연 공무원 합격률 추이

제 1 군 가산 제도의 연

군 가산 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군 가산 제

도의 연 을 살펴 으로서 분석 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군 가산

제도의 모태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 상자고용법』이다.당시 이

규정에는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만 의 5% 가산 혜택을 부여하고,

임용서열 결정시 동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군인을 우선하여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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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비 고

1961년 군사 원호 상자

고용법 제정

공무원채용시험에서

만 의 5% 가산 부여

1969년 군사 원호 상자 고용법 -

1985년 국가유공자 우 등에

한 법률

가산 조정

(2년이상 5%,2년미만 3%)

1998년 제 군인 지원에

한 법률 제정

기존 가산 유지

(2년이상 5%,2년미만 3%)

1998년 제 군인 지원에 한

법률 헌법소원 청구
-

며,국·공 기업체 일반 사기업체는 체 고용인원의 20%에 해당하

는 제 군인을 의무고용토록 하 다.이후 군가산 제도는 체 으로

틀을 유지해 오다 1985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유공자 우에 한법률』

에 의해 다소 변화를 겪게 되었다.구체 으로 6 이하의 공무원임용시

험이나 기업체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있어 군복무기간에 따라 가산

정도를 달리하 다.즉,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역한 제 군인

의 경우에는 시험만 의 5%를 득 에 가산하고 2년 미만 복무 후 역

자는 3%를 가산하도록 조정하 다.2)이후 IMF사태와 함께 공무원시험

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군복무가산 제도가 임용시험의 당락에 결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성과 비 군복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는 여론이 여성계를 심으로 확산되었다.결국 1999년 12월 23일 헌법

재 소의 재 원일치로 『제 군인에 한법률』의 군복무가산 제

도가 헌이라는 결이 내려졌다.

[표 1]군가산 제도 연

2)류재일,“군복무가산 제도 폐지원인에 한 연구”,연세 학교 석사학 논

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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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 군인 지원에 한

법률 헌 결정

1999년 12월 23일 헌재

헌 결

연도

7 행정,외무,공안 직군 7 기술직

합격자
여성

합격자
합격률 합격자

여성

합격자
합격률

1993
785

34 4.3% 135 1 0.7%

1994
588

21 3.6% 135 26 19.3%

1995
334

5 1.5% 80 10 12.5%

1996
383

25 6.5% 117 16 13.7%

1997 267 27 7.4% 145 5 3.4%

1998 75 21 28% 85 6 7.1%

1999 422 28 6.6% 70 2 2.9%

주 :상기 군복무가산 제도는 권고사항으로 민간기업이 수할 의무는 없었다.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제 2 공무원임용시험의 여성합격률 추이

군 가산 제도의 본격 인 분석에 앞서 동 제도의 용 상이 되는 6

이하 공무원임용시험의 여성합격률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아래의

[표 2]와 [표 3]은 7 과 9 국가직 공무원임용시험의 여성합격률 추이

를 보여 다.

[표 2]7 국가직 공무원임용시험 여성합격률3)

3)공무원이 되기 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을 통과해야한다.공무원 임용시험은

안 행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직 임용시험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

직 임용시험으로 구분된다.[표 2]와 [표 3]은 안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추이를 나타낸 자료이다.



5

2000 560 95 17% 54 7 13.0%

2001 531 89 16.8% 68 7 10.3%

2002 517 147 28.4% 106 18 17.0%

2003 500 115 23% 133 25 18.8%

연도

9 행정,공안 직군 9 기술직

합격자
여성

합격자
합격률 합격자

여성

합격자
합격률

1993
3,298

1,152 34.9% 195 34 17.4%

1994
1,840

581 31.6% 255 122 47.8%

1995
1,281

413 32.2% 124 64 51.6%

1996
2,259

746 33.0% 208 72 34.6%

1997 1,925 717 37.2% 278 61 21.9%

1998 910 194 21.3% 186 39 21.0%

1999 1,213 251 20.7% 135 21 15.6%

2000 2,709 1,014 37.4% 171 48 28.1%

2001 2,611 1,032 39.5% 304 82 27.0%

2002 2,585 1,317 50.9% 330 99 30.0%

2003 1,587 806 50.8% 296 102 34.5%

자료 :안 행정부,2004년 행정자치 통계연보

[표 3]9 국가직 공무원임용시험 여성합격률

자료 :안 행정부,2004년 행정자치 통계연보

[표 2]와 [표 3]을 통해 IMF사태 이후 공무원 정원의 축소로 인해 1998

년 합격자 수가 격히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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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여성합격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1999년 군복무가산 제도의 폐지시 을 기 으로 살펴보면 7 과 9 임

용시험 모두에서 여성합격률이 에 띄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3장 실증 연구 방법

제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 1차년도

(1998년)부터 13차년도(201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 다.한국노동패

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표하는 패 표

본 구성원을 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13차 조사까지 완료되어 있다.4)동 자료는 개인의 경제

활동상태,소득활동 소비,교육,군복무와 련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1차 조사에서 실시된 회귀 설문은 본 연구가 심을

가지는 군복무가산 제도 폐지 이 발생한 개인의 직업력에 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생애 최 취업자를 상으로 군 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에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따라서 1985

년에 군 가산 제도가 다소 변화를 겪었다는 을 고려하여 198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최 로 취업을 한 사람들이 분석의 상이 된다.그리고

직업군인의 경우 군 복무를 진행 인 동시에 공공기 에 취업을 한 것

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막고자 분석의

상에서 제외되었다.한편 2008년까지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나이제한으

4)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 User's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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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만 35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이 주어졌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 의 임용시험 자격을 갖춘

만 20세부터 만 35세까지의 사람들을 분석 상으로 한다.

한국노동패 자료는 1차 년도의 체 응답자 2차 년도부터 발생하는

신규 응답자를 상으로 군복무와 련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기존

응답자의 군복무 련 정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할 수 있다.따라

서 본 연구는 생애 최 입직자의 군복무정보를 정확히 반 하기 해

입직년도를 기 으로 군복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택하 다.가

령 1998년도 조사 시 군복무를 하지 않았지만 2002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2004년에 최 로 취업을 한 사람은 2004년도 기 으로 봤을 때 군복무를

마친 상태로 취업을 한 것이 되는 것이다.

제 2 실증분석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군 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여성과 비복무자의 공공

기 취업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이 보다 유리해졌다”는 것이다.이 가

설의 분석을 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모형을 설정했다.

   ×   



 

 학력거주지역

  ××


  


 학력

거주지역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공공기 여부이다.따라서 종속변수인 Y는 한

국노동패 이 제공하는 산업오 코드를 이용하여 공공행정,사회행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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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군에 속하는 경우 1,나머지 산업군에 속하는 경우 0으로 설정하

다.5)한편 설명변수는 성별,나이,가구소득,학력,지역 등의 변수를 통

제하 다.

구체 으로 첫 번째 모형의 경우 성별더미(SEX)는 여자인 경우 1,남

자인 경우 0으로 설정했고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 과 이후를 구분하

는 더미변수(D)는 최 취업년도가 2000년 이 인 경우 0,2000년 이후인

경우 1로 설정하 다.그리고 연령과 연령제곱,취업연도,취업연도제곱

변수를 포함하 다.학력더미변수의 경우 2년제 학,4년제 학,석/박

사로 세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 고 거주지역 더미변수의 경우 역시

도를 기 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총 14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 다.군

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여성의 공공기 취업확률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서는 첫 번째 모형에서 ×의 계수인 의 유의성을

검정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여자를 기 으로 하여 군복무를 한 남성 더미(M)

와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 더미(NM)를 추가하 다. 한 각각의 경우

군가산 제도폐지 이 과 이후를 구분하는 더미(D)와의 교호항을 포함

함으로써 군 가산 제도의 폐지이후 여성과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그리고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 사이에 공공기 의 입직확률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분석하 다.즉,변수 ×의 계수인 이 유의한 음의 값이 나

온다면 군 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군복무를 마친 남성의 공공기 취업

확률이 여성에 비해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만을 상으로 한 경우 군가산 제도의 폐

지 이후 군 복무여부의 효과가 변했는지를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 다.

  ×  



 

 학력거주지역

5)한국노동패 은 오 코드를 통해 산업별,직업별 분류를 제공한다.산업별

분류에서 공공기 을 지정하고 직업별 분류에서 직업군인을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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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군복무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S)는 군복무를 한 경우 1,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설정되어있다.나머지 변수들은 앞서 정

의한 방식 로 설정되어 있다.남성만을 상으로 한 의 회귀분석에서

군 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군복무여부가 공공기 의 입직확률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서는 변수 ×의 계수인 의 유의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만약 이 유의한 음의 값이 나온다면 군 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군필자인 남성이 리던 공공기 입직에 있어서의 유리함이 어들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문을 바꾸어 비공공부문을 기 으로 공공부문

과의 남성입직자비율 차이가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어떤 변화를 보

이는가에 답하기 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 다.

  ×  


모형에서 종속변수(Y)는 남성일 경우 1,여성일 경우 0인 남성더미

변수이다.설명변수로는 공공기 더미변수(P)와 군가산 더미변수(D)

그리고 연도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만약 P*D의 계수인 이 유의한 음

의 값을 나타낸다면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비공공부문과 비교했을

때 공공부문에서의 남성입직자비율이 폐지 이 보다 하락했음을 의미한

다.

제 4장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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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 표 오차 p-value

여성더미*가산 더미 0.0360727 ⃰ ⃰⃰ ⃰ 0.0139389 0.010

여성더미 -0.0320577 ⃰ ⃰⃰ ⃰ 0.010926 0.003

가산 더미 -0.0667979 ⃰ ⃰⃰ ⃰ 0.0235493 0.005

연령 0.0009292 0.0108809 0.932

연령² 0.0000422 0.0002001 0.833

가구소득 1.70e-07 1.49e-06 0.909

연도 0 - -

연도² 0.0000283 0.0000959 0.768

연도³ -9.65e-09 3.20e-08 0.763

2년제 학 0.0213349⃰⃰ ⃰⃰ 0.0097988 0.030

4년제 학 0.0258509⃰⃰ ⃰⃰ ⃰⃰ 0.0088205 0.003

석사,박사 -0.0245174 0.0174884 0.161

부산 역시 0.04313⃰⃰ ⃰⃰ ⃰⃰ 0.0136722 0.002

구 역시 0.0044792 0.01612 0.781

역시 0.023398 0.02071 0.259

인천 역시 0.0054533 0.0149207 0.715

주 역시 0.0187401 0.0220383 0.395

제 1 공공기 입직확률 추정결과

1.공공기 입직확률의 성별 추정결과

공공기 의 성별에 따른 입직확률이 군 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변화

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해 앞서 설정한 모형 1을 사용한다.[표 4]는

모형1의 분석결과이다.

[표 4]성별에 따른 군 가산 제도 폐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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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역시 -0.0252375 0.0211862 0.234

경기도 0.0037301 0.0099825 0.709

강원도 0.0169534 0.022873 0.459

충청북도 0.0297936 0.021929 0.174

충청남도 0.0074623 0.0229658 0.745

라북도 0.0762805⃰⃰ ⃰⃰ ⃰⃰ 0.0186365 0.000

라남도 -0.0101282 0.0245964 0.681

경상북도 0.0217762 0.0188434 0.248

경상남도 0.0330615⃰⃰ ⃰⃰ 0.0143626 0.021

상수 -35.90709 127.8699 0.779

N 2983 R² 0.0383

F 4.72

주 : ,⃰  ⃰ ,⃰  ⃰  ⃰  ⃰는 각각 10%,5%,1% 유의수 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 조사 1~11차 자료.

종속변수 :공공기 더미

모형의 종속변수는 공공기 더미이다.따라서 여성더미*군가산

더미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군 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여

성이 남성에 비해 공공기 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분석결

과에 따르면 1%의 유의수 하에서 군 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여성이

공공기 에 취업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약 3.6%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군 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상 으로 여성이 공공기 의 진입에

유리해졌음을 의미한다.한편 4년제 학더미변수의 계수가 1%의 유의

수 하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등학교 진

학자보다 학교 진학자가 공공기 에 진입할 확률이 더욱 높아짐을 의

미한다.

2.공공기 입직확률의 성별,군복무여부 추정결과

공공기 에 지원을 하는 남성들 에는 미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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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 표 오차 p-value

남성복무자*가산 더미 -0.0426998⃰⃰ ⃰⃰ ⃰⃰ 0.0162703 0.009

남성비복무자*가산 더미 -0.0224651 0.0200773 0.263

남성복무자 0.0348834⃰⃰ ⃰⃰ ⃰⃰ 0.0116471 0.003

남성비복무자 0.0206848 0.0173262 0.233

가산 더미 0.0061187 0.01455 0.674

연령 0.0009213 0.0109218 0.933

연령² 0.0000433 0.0002005 0.829

가구소득 1.41e-07 1.49e-06 0.925

연도 0 - -

연도² 0.0000354 0.0000979 0.718

연도³ -1.20e-08 3.26e-08 0.713

2년제 학 0.0209473 0.0098206 0.033

4년제 학 0.0255617⃰⃰ ⃰⃰ ⃰⃰ 0.0088302 0.004

석사,박사 -0.0238707 0.017511 0.173

부산 역시 0.0430365⃰⃰ ⃰⃰ ⃰⃰ 0.0136751 0.002

구 역시 0.0046101 0.016124 0.775

역시 0.0234339 0.0207203 0.258

인천 역시 0.0058982 0.0149395 0.693

주 역시 0.019032 0.0220445 0.388

울산 역시 -0.024918 0.0212124 0.240

경기도 0.0038247 0.0099852 0.702

라서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만으로 나 어 분석을 시행하면 군가산 제도

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한다.따라서 설명변수로서 남성복무자와 남성비복무자를 구분하는 모형

2를 통해 성별에 따른 효과와 군복무 여부에 따른 효과를 분리해 낸다.

[표 5]는 모형2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5]성별과 군복무 여부에 따른 군 가산 제도 폐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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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0.0169761 0.0228789 0.458

충청북도 0.0292243 0.0219411 0.183

충청남도 0.0076127 0.0229742 0.740

라북도 0.0763729⃰⃰ ⃰⃰ ⃰⃰ 0.0186402 0.000

라남도 -0.009788 0.0246035 0.691

경상북도 0.0221995 0.018852 0.239

경상남도 0.0329347⃰⃰ ⃰⃰ 0.014369 0.022

상수 -45.34053 130.5026 0.728

N 2983 R² 0.0386

F 4.40

주 : ,⃰  ⃰ ,⃰  ⃰  ⃰  ⃰는 각각 10%,5%,1% 유의수 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 조사 1~11차 자료.

종속변수 :공공기 더미

모형2는 남성복무자더미와 남성비복무자더미를 설정함으로서 여성을 기

으로 군 복무를 마친 남성과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을 비교할 수

있다.본 연구의 목 인 군 가산 제도 폐지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

펴보기 해서는 군 가산 제도의 혜택을 보는 남성의 공공기 입직확

률이 군가산 제도 폐지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살펴 야 한다.이

를 해 남성복무자*가산 더미의 계수를 살펴보면 1%의 유의수 하에서 약

-4.2%만큼 남성복무자의 공공기 입직확률이 여성에 비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즉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여성에 비해 군복무를 마친 남성의 공공기

입직이 불리해졌음을 의미한다.한편 남성비복무자*군가산 더미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군가산 의 폐지 이 에도 남성비목무자는

여성과 동일하게 군 가산 제의 혜택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남성군복무자더미의 계수를 통해 1% 유의수 하에서 여성에 비해 남

성군복무자의 공공기 입직이 약 3.5%만큼 유리함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앞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4년제 학 더미변수가 1%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3.공공기 입직확률의 남성 군복무여부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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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 표 오차 p-value

군복무더미*가산 더미 -0.0511605⃰⃰ ⃰⃰ 0.0236176 0.030

군복무더미 0.0477062⃰⃰ ⃰⃰ 0.0194602 0.014

가산 더미 0.0053695 0.0255243 0.833

연령 -0.0057283 0.0167091 0.732

연령² 0.0001687 0.0003011 0.575

가구소득 2.43e-08 4.52e-08 0.591

연도 0 - -

연도² -7.94e-07 5.86e-07 0.175

연도³ 7.68e-11 5.67e-11 0.176

2년제 학 0.0288145⃰⃰ ⃰⃰ 0.0144838 0.047

4년제 학 0.0237555⃰⃰ 0.0126151 0.060

석사,박사 -0.0261227 0.0230144 0.257

부산 역시 0.0629917⃰⃰ ⃰⃰ ⃰⃰ 0.020091 0.002

구 역시 0.0001091 0.0225464 0.996

역시 0.0283587 0.0289795 0.328

인천 역시 0.0114081 0.0212692 0.592

주 역시 0.0551701⃰⃰ 0.0318165 0.083

울산 역시 -0.0230575 0.0321959 0.474

경기도 0.0101361 0.0142125 0.476

강원도 -0.0058973 0.0328713 0.858

충청북도 0.0384985 0.0312144 0.218

충청남도 0.0215513 0.0328917 0.512

라북도 0.0805702⃰⃰ ⃰⃰ ⃰⃰ 0.0300514 0.007

라남도 -0.0055746 0.0341546 0.870

[표 6]에서는 남성만을 상으로 했을 때 군 복무여부에 따라 군 가산

제도폐지 이후 발생하는 변화를 분석하는 모형3의 분석결과이다.

[표 6]남성의 군복무 여부에 따른 군 가산 제도 폐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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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0.0192309 0.0268806 0.474

경상남도 0.0332701 0.0204359 0.104

상수 2.584003 1.861883 0.165

N 1725 R² 0.0471

F 3.36

계 수 표 오차 p-value

공공기 더미*가산 더미 -.1176797 .0945213 0.213

공공기 더미 .1603836⃰⃰ ⃰⃰ ⃰⃰ .0560736 0.004

가산 더미 .0592059⃰⃰⃰ .031018 0.056

연도 -.0060366 .0041048 0.141

연도² 5.03e-07 3.42e-07 0.142

상수 10.60159 6.828672 0.121

주 : ,⃰  ⃰ ,⃰  ⃰  ⃰  ⃰는 각각 10%,5%,1% 유의수 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 조사 1~11차 자료.

종속변수 :공공기 더미

[표 6]에서 군복무더미*가산 더미의 계수값이 5%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이는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군복무를 마친 남성의 공

공기 입직확률이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하락함을 의미한

다.즉 군가산 제도의 혜택을 리던 군복무자가 군 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공공기 입직에 있어 미필자에 비해 상 으로 어려워졌음을 시사한다.

4.공공부문-비공공부문의 남성 입직자비율 차이 추정

[표 7]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공공부문 남성비율과 비공공부

문 남성비율의 차이가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지를 분석한다.종속변수로는 남성더미를 설정하고,설명변수로는 공공기

더미와 가산 더미를 사용한다.

[표 7]남성 입직자 비율 차이의 군가산 제도 폐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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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248 R² 0.0036

F 2.35

주 : ,⃰  ⃰ ,⃰  ⃰  ⃰  ⃰는 각각 10%,5%,1% 유의수 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 조사 1~11차 자료.

종속변수 :남성더미

[표 7]에서 공공기 더미*가산 더미의 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

난다면 비공공부문 비 공공부문의 남성입직자비율이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감소함을 의미한다.하지만 본 분석에 따르면 계수는 음의 값

이지만 10%의 유의수 하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군가산 제도 폐지 이후 공공기 의 남성입직자 비율이 비공공부문에 비

해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한편 공공기 더미변수의 계수

가 5% 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비공공부문에

비해서 공공부문의 남성비율이 상 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제 5장 결 론

본 연구는 1999년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변화

를 실증분석 하 다.동 제도의 폐지 이후 정치권을 심으로 계속해서

군가산 제도의 재도입에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군가산 제도가

실질 으로 노동시장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한 실증 인 분석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본 연구는 군가산 제도의 실효성에 한

실증분석을 제시하는 한편 군가산 제도 연구의 시 를 제공한다는 에

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 1차~11차 자료를 사용하여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4가지 에서 분석해 보

았다.연구 결과와 시사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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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모형 1의 회귀분석결과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공기 의 입직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군가산

제도의 폐지가 실질 으로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 음을 의미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둘째,모형2의 회귀분석을 통해 군가산 제도가 폐지된 이후 여성에 비

해 군복무를 마친 남성의 공공기 입직확률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 제도의 폐지 이 에도 여성과 동일하게 군가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미필자의 여성 비 공공기 입직확률은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모형3은 남성만을 상으로 했을 때 군복무 여부에 따른 군가산

폐지로 인한 공공기 입직확률의 변화를 분석했다.분석결과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미필자가 군필자에 비해 공공기 에 입직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넷째,모형4는 비공공부문과 공공부문의 남성입직자 비율을 비교함으로

써 군가산 제도의 폐지 이후 두 부문의 남성입직자 비율차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분석 결과에 의하면 군 가산 폐지 이후 공공기

의 남성입직자 비율이 비공공부문에 비해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는 없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군가산 제도의 폐지가 실질 으로 여성의 공공

부문 취직에 유리하게 작용하 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이는 공무

원 채용에 있어 요한 문인 임용시험의 당락에 군 가산 제도가 요

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한 분석결과는 군가산 제도의

폐지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의 공공기 입직에도 부정 인 향을 미쳤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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