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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인력은 예나 지금이나 조직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이다. 얼마나 경쟁력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한 조직

의 운명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채용 전

쟁’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이나 고령

화 문제로 인한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은 논외로 하고서라도 창의·감

성적이고 협업을 중시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기술·서비스 산업중

심으로 경제의 축이 이동하게 되면서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설

파한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예언이 점점 더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으로 오늘날 각 기업들은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

성을 깨닫고 여성인력 채용을 전략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여성

인력 활용의 긍정적인 면을 지지하는 각종 연구결과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정책수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공

공기관의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민간기업

들에 대한 연구의 경우 여성채용과 조직의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 치중

하고 있지만 공공기업의 경우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직의 존재 

목적상 재무적 성과를 변수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

에서는 비재무적 성과와 여성채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직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조직의 규모나 산업유형이 여성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였으며 조직연령을 통제변수로 삼아 모델을 

설정하였다. 여성인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여성인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내용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재무적 성과와 조직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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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는데, 이는 현 시점에서는 조직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성인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고 공익

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비재무적 성과

와 여성인력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여성채용 비율과 독립변수 중 조직규모, 

산업유형이 (+)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 중 

청렴도 조사결과는 (-)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독립변수 중 고객만족도 점수는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또한 여

성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는데 (-)

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연령이 오래될수록 여성채용과 같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높

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비재무적 성과 중 청렴도 조사결과와 같이 조직의 

평판을 보여주는 지표가 낮게 나오면 공공기관은 여성채용과 같은 사회

적 책임에 치중함으로써 일종의 평판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여유자원 활용이 가능하여 여성채용이 늘어나고 산업유형

에 따라 여성채용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정

부의 정책에 의한 여성채용 요인 외에도 각 기관의 비재무적 성과나 조

직 특성에 의해 여성채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력운용과 같은 기관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선제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을 유추해 볼 수 있었으며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을 포함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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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분야의 경영전략에 있어서 정부의 좀 더 면밀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은 SPSS 22를 활용하여 실증데이터를 가지고 다중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어 : 공공기관, 여성채용, 조직성과, 조직특성 

학  번 : 2014-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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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1세기 조직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

며 이런 인력관리의 첫 단추는 바로 ‘채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화로 인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

워짐에 따라 ‘채용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

리고 필연적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여성 인력의 활용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여성을 채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고

용율도 높이고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 비록 분석의 한계는 있었으나 여성인력의 활용이 기업의 성과

와 연관성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여성인력에 대한 긍정적

인 면이 부각됨에 따라 각 기관들의 여성인력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태

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국내의 여성채용 및 여성인력 활용 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

성인력과 기업의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

서도 연구대상이 주로 민간기업으로 좁혀져 있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국내 공공기관의 여성인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주로 성평등 차

원에서 정부의 여성채용을 위한 적극적조치의 효과 분석 또는 여성공무

원과 여성관리자 확충을 위한 정책제언 등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공공

기관의 경우, 여성인력 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사운영 방향에 대한 

재량권이 민간기업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 여성인력

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은 연구자들이 스스로 밝힌 바와 



- 2 -

같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인력과 조직성과 특히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여성인력 비율 

그 중에서도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고위 여성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공공기관 여성인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득력 

있게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는 여성인력과 재무적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

한 논의 보다는 조직의 어떤 요인이 여성채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각종 인력운영 방침 등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조직의 자율

성을 헤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조직이 지닌 요인이 여성

채용과 관계를 지니고 있다면 조직의 요인을 통한 조직의 특성에 맞는 

인력운영방침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인력운용 그 중에서도 최근 사회·경

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여성인력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의 

여성채용 및 여성인력 활용 등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여성인력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에 치중되어 본 연구가 분석해보

고자 하는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는 점 그리고 여성인력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는 너무

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나 특성 등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과 관련된 이론을 바

탕으로  여성인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고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조직의 성과와 특성이 여성채용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탐색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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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의 성과나 조직의 특성 등 조직 고유의 요인들

이 여성채용에 미치는 영향들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그간 여성인력이 재무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만 국한되어 있던 연

구범위를 벗어나, 향후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구현하고 경영혁신을 실

현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2007년 제정 및 공표되어 2015년 현재 적용되

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운영법’)」을 기초하여 

공공기관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한다. 공공기관은 운영법 4조 1항에 의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

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운영법 제5조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기업은 운영법 제 5조 제 1항과 제 2항에 의하면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며,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기획재

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공기업은 제 5조 제 3항 각호 1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장형 공

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기관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한국관

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한편 준정부기관은 운영법 제 5조 제 1항과 제2항에 의해 직원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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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0인 이상이며,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이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으로 다시 구분된다. 운영법 제 5조 제 3항 각호 2에 의한 구분에 따르

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7개 기관이다.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

국과학창의재단 등 70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운영법 제 5조 제 4항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한국수출

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178개 기관이다. 

<표1> 공공기관 유형 분류

구 분 내 용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

흥공사 등)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

은 준정부기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

원,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출처 : www.alio.go.kr

http://www.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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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의 분류>

출처 : www.alio.go.kr

시장형공기업

(1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
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인천
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공기업

(16개)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
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
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무
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
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
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
통신산업진흥원,(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
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정
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
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
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
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
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통안전공
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
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예탁
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소비자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소상공인진흥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185개)

연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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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는 정

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무 부처의 감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

져 측정의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총 1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

지 3년간의 자료를 기획재정부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업로드 된 각각의 공공기관의「경영실적보고서(본보고서)」와 경영공시

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여성 인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이 연구에서는 여성 인력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

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첫 번째 이론은 다양성 이론이다. 다양성 이론

(Diversity Theory)은 여성인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으로

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해 이질적인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조직의 변

화에 대한 유연성을 키우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인력의 활

용은 우수한 인적자본을 이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

키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선진기업들이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적으로 여성채용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론은 이해관계자들 중

심의 경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이론

(Stakeholer Approach)이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기존의 주주에서 확대

하여 기업을 사회에 소속된 하나의 시민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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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여유자원이론(Slack resource theory)으로서 이는 조직의 자원이 풍

부할수록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압력이 커지게 됨으로써 여성인력이

나 소수인종 채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설명한다. 

1. 다양성 이론(Diversity Theory)

   다양성이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관찰 가능한

(observable demographic)것으로는 성(gender), 나이(age), 인종(race) 그리

고  관찰 가능하지 않은(non-observablecognitive) 것으로는 지식

(knowledge), 교육(education), 가치(value), 그리고 인식(perception)을 들 

수 있다(Maznevski, 1994 ; Milliken & Martins, 1996 ; Pelled, 1996 ; 

Timmerman, 2000).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연구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효

과를 입증하기 위해 관찰이 용이한 부분(성, 나이, 인종 등)을 집중적으

로 연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Shrader, 1997). 또한, 다양성이란 개념 중 

인구 통계적 차이에 중점을 둔 다양성 범주(특히, 성별과 소수 민족/인

종, 성적 정체성)가 현재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

고 있기도 하다(신원무, 2009). 이 외에도 Thomas(1992a)는 다양성을 인

종이나 성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 조직근속, 기능적 배경, 교육적 배경, 

성적지향, 신체적 상태, 라이프 스타일, 인수합병 다양성, 종교 등 모든 

차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

면 한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인종과 성은 다양성의 단편적인 부분일 뿐

이며 따라서 인종과 성이 동질적인 사회나 조직이라도 전체적인 차원에

서 여전히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다양성을 다차원적 혼합

(multidimensional mixture), 즉 총체적 혼합(total mixture)으로 정의한다. 

이 밖에도 Jackson & Ruderman(1995)은 다양성을 어떤 작업집단에서 상

호 교류하고 의존하는 구성원들 간의 개인적 특성의 분포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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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 따르면 개인의 특성으로는 용이하게 식별 가능한 나이, 성별, 민

족 등과 근원적인 속성인 성격, 지식, 가치 그밖에도 교육, 근속년수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성은 그 속성만큼이나 여러 가지 관점

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여전

히 단일하게 인식되고 있는 명확한 개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다양성을 ‘인종, 민족, 성별, 혹은 교육경력 상의 차

이 혹은 다름’의 의미로 제한하고, 그 관리를 주로 인종과 성 차이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임희정, 양인숙, 강민정, 2008 ; Wise & Tschirhart, 2000). 

   이런 다차원적인 다양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양성의 증대라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중시하

는 한 차원 고도화 된 다양성 관리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적극적 조치와 다양성관리 정책의 중간단계

쯤에 머물러있다고 보여진다(최무현, 2006). 이렇듯 다양성에 관한 이론

과 실증연구들은 그 개념과 연구결과가 다양하나 주로 한국에서의 다양

성은 조직내 여성인력의 비율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2.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

   자원기반이론은 경영학에서 기업의 경쟁 및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왜

어떠한 기업은 성공하고 다른 기업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

결하기 위한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마이클 포터(Michel Porter)의 

“Five Forces Model”에 의거하면, 기업의 성공을 판가름 짓는 주요 요

소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환경 중 경쟁자, 구매자, 공급자, 대체제 

및 신규진입자 등 5가지로 볼 수 있으며, 이들과의 관계에 의해 성공여

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마이클 포터의 이런 주장은 비슷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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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환경을 지닌 기업의 성과가 다양하다는 점 등 현실을 적절히 반

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외에도, Barney(1991)는 기업의 성

공여부가 기업의 외부환경 보다는 기업 내부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가치 있고 (Valuable), 드물며(Rare), 모방할 

수 없고(Inimitable), 대체불가능(Non-substitutable)할 경우, 기업은 영속적

인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해보면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누리기 위해 물리적(Physical), 인적(Human), 조직적(Organizational)자원을 

쟁취하고 이를 발전시키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

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자원기반이론

에 근거하여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어왔는데 Hanmel & 

Prahalad (1994)는 기업이 경쟁자에 비해서 특이한 자원(Unique 

Resource)을 사용하고 이를 개발할 때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Newbert(2007)는 자원기반이론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

과향상에 근거하는지 실증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원기반이론을 기반으

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기존연구들 중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음을 밝혀냈다. 즉,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 가치 있고 

드물며 모방 및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

에 비해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으며, 이것이 기업의 성공 짓는 근원적인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물리적, 인적, 조직적 자원 등의 여러 차원의 자원 중에

서도 Sharader et al.(1997) ; 임희정(2007)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지닌 내

부자원, 특히 그중에서도 인적자원을 잘 관리하여야만, 경쟁우위를 점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업성과도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배

종석 (2009)은 이에 덧붙여 자원기반이론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경쟁우위



- 10 -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된 독특하고 확

실한 모방 장벽(Imitation Barrier)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방 장벽은 인과

관계가 모호하고 복잡한 ‘사람과 관련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만 만들

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활용 가능한 인력 pool을 만

들고자 그동안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

가 제한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BM의 경우는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00년의 3%에서 2006년에는 14%까

지 대폭 확충시켰고, 여성 근로자 비율도 30%이상 확대함으로써 여성인

력 확보를 통한 모방불가능하고 우수한 여성인력 pool의 확장을 진행 중

에 있다. 양희승(2005)도 그의 연구에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은 예전에 비해 선택 가능한 인력의 풀이 다양해짐에 따라 경

쟁우위를 확보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더 나아가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선진 기업들이 이미 우수한 여성인재를 활용을 통해 실증적으

로 입증해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Rosener(1995)는 기업이 글

로벌 경쟁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활용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특히 여성 관리자의 재능을 충실히 활용할 경우 그

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성 관리자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Blackburn et al.,(1994) ; Rosener(1995)의 연구에서도 반복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은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인력 

pool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것이 곧 기업의 재무성과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결국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기업이 인적



- 11 -

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곧 경쟁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며, 경쟁우위를 지킬 때, 기업성과도 향상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가치 있고 모방이 불

가능하며 독특한 인력풀의 확보를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한 자

원기반이론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그동안 저평

가 되어 온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즉, 인적자원관리를 통하여 경쟁력 있고 사용 가능

한 인력 pool의 확대를 위해서 여성인력 활용도를 끌어올리면 기업은 다

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모방 장벽을 구축하게 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경쟁우위의 달성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성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업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점하여 기업성

과를 향상시키려면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더 나

아가 이렇게 확보한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

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Approach)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er Approach)은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기

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Freeman(1984)은 이해관계자란 그 조직의 목표달성에 의해 영향을 미

칠 수 있거나 영향을 받는 어떤 집단 또는 개인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기

업들이 주주, 공급자, 고객, 직원, 경쟁자 등 기업행동에 영향을 받는 관

계자들을 잘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이나 소

수민족과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비주류계층의 고용과 같이 지역 사회



- 12 -

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은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정부

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세금 감면 및 정부와의 

긍정적인 관계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Mitchell & Carol(1999)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 에너지, 인적자

원과 관리, 제품과 고객, 사회공헌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세부항목을 

제시하였는데 인적자원과 관리 분야의 세부항목을 여성인력 채용으로 보

았으며,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

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동은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제품구매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존의 주주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을 중요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

적 활동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자사의 이미지(image)나 평

판(reputation)을 증진시키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

다. 즉 종래의 기업책임이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뜻했으나, 

현재는 폭 넓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관점으로

서 이때 이해관계자란 주주, 종업원, 고객, 일반시민 그리고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복잡한 

실체들이다. 또한 기업의 지속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

게 호의적인 감정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책임활동

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천되며 결국 이는 기업에 대한 명성을 높이거나 

기업에 대한 신뢰감이 생성되도록 해준다(김원수, 1990). 다시 말하자면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은 기업활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런 문제들에 책임을 느껴야 하며 기업이 사회가 기업에게 바라는 기대

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 사회문제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기업의 비용

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때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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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해관계자 이

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Carroll, 1991).

4. 여유 자원 이론(Slack resource Theory)

   여유 자원 이론(slack resource theory)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높을 

경우, 즉 기업 규모나 매출, 이익 등이 높을 때 발생하는 여유 자원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활용한다는 접근이다. 이 관점은 모든 조직성과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경제적 요인을 설명하는 접근이

다. 여유자원에 대한 논의는 조직이 여유자원(slack resources)을 가지게 

되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Cyert와 March(1963)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Cyert와 March(1963)는 여유자원(slack resources)을 경쟁력의 주요요

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업의 총 자원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

의했다. 그리고 초과 비용, 잉여 인원과 설비 및 자금 등을 여유 자원이

라고 주장한 Bourgeois(1981)는 여유자원(slack resources)을 조직의 정책 

변화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압력을 수용함은 물론 조직의 내적·외적 환

경변화에 따라 조직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 혹은 잠재적 

완충 자원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유 자원이란 여러 학자들의 주장

처럼 내적·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이 얼마나 여유 있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 인원, 설비 등으로 다

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여유자원 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가 대규모일수록 기업이 자

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원의 수준도 대규모일 것이고, 또한 소규

모인 기업에 비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형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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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으며 기업의 규모성에서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은 사회적 요구

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풍부한 가용 자원이나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Preston & O'Bannon, 

1997 ; Waddock & Graves, 1997).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법적인 규제

가 많아지고 사회적 압력이 심해지며 이런 압력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가 기업에게 바라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늘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다. 

5. 제도주의 이론(Institutional Theory)

   제도주의는 후기 베버주의 관료제 연구에 몸담았던 Selznick이 시초

이며 1970년대 Meyer, Rowan, Zucker, DiMaggio, Powell 등이 연구하였

다. 초기 Selznick에 비하여 1970년대 이후 연구 경향을 신제도주의라고 

하는데 초기 제도주의의 환경은 지역사회에 제한되었으나 신제도주의에

서의 환경은 지역사회를 넘어선 국가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초기 

제도주의에서는 정치적 거래나 동맹에 의해 합리성이 제한을 받는다고 

한 반면 신제도주의에서는 정당성 획득 또는 조직구성원들의 사고에 의

해 합리성이 제한된다고 한다(함규정, 2004).

   제도주의는 조직이 왜 같아지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에서 

출발되었는데 DiMaggio와 Powell(1983)에 따르면 조직은 처음에는 다양하

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면 동질성의 압력에 

따라 사회내의 여러 다른 조직의 구조나 프로세스와 비슷하게 되는 동형

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동일 지역에 속한 조직들의 형태나 행태가 

비슷하게 닮아가는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은 어느 한 산업계에 속한 

개별 조직들에게 그 조직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로부터 거의 동일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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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대가 전해지고 조직은 이런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하게 

되어 모든 조직의 모습이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것이다. 즉 일정 부류내

의 조직들은 서로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것으로 이는 전체의 어떤 문화적 

제도가 개별 조직의 제도를 제약하고 압박하며 지배하기 때문이다

(DiMaggio & Powell, 1983). 

   DiMaggio & Powell(1983, 1991)과 Jones(1997)는 이런 제도적 동형화

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권순애 외, 2006; 전순영, 2010; 

권소영, 2012) 첫째, 강압적 또는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로 

이것은 어떤 조직이 외부 환경에 의해 공식적․비공식적인 압박에 처하거

나 조직이 속한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조직에게 특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정책을 통해 설득하거나 법적 규

제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경우 또는 모기업이나 소유권 등을 가진 상위 

조직이 자신들의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둘째,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이

다. 이것은 수평적 지위에 속한 조직이 다른 조직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

이다. 이런 모방은 대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조직들이 그 상태

를 벗어나고자 자발적으로 다른 조직을 벤치마킹하고 따라함으로써 동형

화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거나 커다란 문제에 

닥쳤을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조직의 제도를 모방하고 이

를 통해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찾음으로써 조직의 

생존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모방은 종업원의 이직으로 인해 간접

적으로 전파되기도 하며 혁신도 궁극적으로는 모방적 행위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규모면에서 보자면 규모가 클수록 다른 조직의 

좋은 제도나 효율적 시스템을 더 많이 수용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므로 

이런 모방적 동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셋째, 규범적 동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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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tive Isomorphism)이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 특정 시스템이나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써 전문가의 공유지식, 가치관, 규범 등을 동형화

의 원천으로 한다. 경영컨설팅 또는 각종 관련 협회 등을 통한 동형화가 

좋은 예이며 대학과 전문가 교육기관, 전문가와 동업조합이 외부 전문가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 가치관, 규범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즉 동형

화하기 쉬운 기회가 되는데 이는 전문가 조직일수록 작업의 특정 조건과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 규범적 동형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제도적 동형화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선행연구에서는 

권순애 외(2006)는 정부규정 순응률, 정무관 외(2007)는 외국인 지분의 

역할, 노동조합의 영향력, 산업유형, 조직크기, 복잡성, 동태성, 인사부서 

담당자의 학력수준을, 김동배(2010)는 공공부문 여부, 기업집단 소속 계

열사 여부, 경영자단체/협회 가입여부를, 권소영(2012) 은 공공접근성, 조

직크기, 강유미(2012)는 공기업 여부, 조직크기를 각각 제도적 동형화의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변수를 사용하고 있음

을 알수 있다.

   

제2절 여성인력에 관한 선행연구

1. 조직성과와 여성인력과의 관계

   1990년대 이후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 기업이 여성인력 채용에 

적극적인 수요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금재호, 2002). 그 이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성 다양성이 기업의 경쟁력과 성과를 개선하고,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

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여성인력에 적극성을 보이는 기업이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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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은 조직의 다

양성이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신

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근의 여성인력에 관한 연구 

중 상당 부분은 여성인력의 활용이 기업성과(corporate performance)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전

개되었다. 우먼코리아보고서(2001)에 따르면 기업이 여성인력을 활용할 

경우 여성의 새롭고 다양한 시각이 기업문화에 접목되고, 보다 혁신적이

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이것이 기업성

과의 향상을 가지고 온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96년∼

2000년 까지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을 실증 분석한 결과, 여성 관

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들의 주주 총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았음을 밝혀냈다. 

   Catalyst(2004)는 ‘기업경영과 남녀 다양성의 상관관계’라는 보고서

에서 성별 다양성이 증가가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형성된 기업은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상승하며, 

이로 인한 조직 만족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기업성과가 향상된다는 것

을 Fortune 500대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냈다. 

Catalyst(2004) 연구에 따르면 1996〜2000년 5년간의 재무성과 자료를 비

교분석한 결과, 여성임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25% 기업의 경우 여

성임원 비중이 가장 낮은 하위 25% 기업에 비해 자기자본순이익률

(return on equity: ROE)과 총주주수익률(total return to shareholders: 

TRS)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Fondas &  Sassalos(2000)에 따르면 영국 기업의 경우 여성임원

이 있는 이사회가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이사회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

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기업의 대내/외적인 운영에 대한 신뢰도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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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평가에서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겠다. 

   국내의 이원희(2010)의 사례연구에서는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객 접근성이 향상되고, 고객만족도가 개선된

다는 것을 8개 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냈다. 이밖

에도 조직문화도 상하관계에 의한 일방적이고도 수직적인 지시에서 토론

과 협상의 수평적 문화로 정착되어 가며,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안과 업

무와 관련된 의견들이 제시되어 조직 내 활력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매출 순위 100대 기업 중 여성 관리

직 비율이 높은 상위 10% 기업들이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하위 10% 

기업들에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7% 이상 높은 주주 총수익률을 보여준

다. Cox and Blake(1991)는 성별다양성을 포함하여 인적구성의 다양성 관

리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즉, 다양

성이 높은 집단은 동질적 집단에 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 과업 성취도 등에서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Erhardt et al.(2003)은 이사회의 인구학적 특성의 다양성과 기업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백여개의 기업을 분석하였는데 

기업성과 변수로는 총자산 순이익률(return on assets: ROA)과 투자수익

률(return on investment: ROI)을 활용하였으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여성 및 유색인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작화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즉 여성 및 유색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업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Smith et al.(2005)은 덴마크의 2,500개 기업의 1993∼2001년 9년 동안

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상위직 및 이사회에서의 여성고용비율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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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기업의 다양한 

특성과 인과관계의 방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위직에 속한 여성비율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고위직 여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고위직 여성 

관리자의 자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여성인력 활용이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로는 Shrader et al.(1997), Earley and Mosakowski(2000), Adams and 

Ferreira(2009) 등이 있다. Shrader et al.(1997)은 여성 관리자 비율 및 여

성 최고위 관리자 비율과 이사회구성의 여성비율이 기업가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을 설정한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Fortune 500대 기업 가운데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기업가

치 변수로는 순매출액 수익률(ROS)과 같은 재무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였

는데 연구결과 여성비율과 기업가치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발

견하지 못했다. 더구나 몇몇 변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비율과 기업가

치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Earley and Mosakowski(2000)는 동질그룹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의견

을 공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더 자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즉, 동질그룹은 더 협조적이고 감정적 갈등을 경험할 가능

성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성별다양성이 높은 경우에는 더 많

은 의견과 비판적 질문으로 더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의사결정은 시

간 소모적이면서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기업성과를 감소시킨다고 

제시하였다. 

   Adams and Ferreira(2009)는 미국의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성이사

들이 이사회 구성과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

으로 입증해 보였다. 여성이사들이 남성이사들에 비해 출석률도 높고, 



- 20 -

여성들이 모니터링위원회에 더 많이 가입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회의 성별다양성에 좀 더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별다

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dams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의 성별 할당 같은 

의무조항은 오히려 관리와 운영이 잘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현실(2011)은 여성인력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3년간(2002, 2003, 2007년) 의 사업체

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 관리자와 기업

성과 중 이직률, 노동생산성, 제품/서비스 질은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당기순이익은 '02, '03년 Data에서는 기각되었고, '07년 

Data는 양(+)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기업성과의 관

계는 기업성과 중 이직률과 노동생산성은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서비스질과 당기순이익은 ‘02년, ‘03년 Data는 양(+)

으로 지지된 반면, ‘07년 Data는 기각되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

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기업성과의 관계는 기업성과 

중 이직률은 모든 Data에서 양(+)으로 지지되었고, 노동생산성과 제품/서

비스 질은 각각의 Data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당기순이

익은 모든 Data에서 기각되었다. 이현실(2011)의 연구는 여성인력의 효과

성과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재무적 성과에만 한정했던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HR성과(이직률)와 조직성과(제품/서비스 질)같은 비재무

적 성과로 시야를 확대해서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

는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HR성과와 조

직성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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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력 활용 즉, 성별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로는 Holzer and Neumark(1999), Rose(2007), Marinova 

et al.(2010) 등이 있다. Holzer and Neumark(1999)는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가 직무자격이 떨어지는 여성근로자 또는 소수인종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의 4대 주요도시에 있는 고용주

와 근로자에 대한 학력과 직무성과를 포함한 질적자료를 이용하였다. 실

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조치제도 하에서 고용된 여성과 소수자들

은 대체로 저학력이었지만, 이들이 속해있는 대부분의 그룹에서 기업성

과가 낮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Rose(2007)는 1998∼2001년 기간의 덴마크 상장기업의 이사회에 속한 

여성대표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토빈의 Q로 측정하였으나, 이사

회의 여성비율과 기업성과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 

으며 이사회의 외국인 비율과 학력 변수도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Marinova et al.(2010)은 성별다양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이사회의 성별다양성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대상은 2007년 102개 네덜란드기업과 84개 덴마크 

기업으로, 이 가운데 이사회에 여성이 최소한 1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40% 정도였고,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평균여성비율은 5.4%에 지나지 않

았다. 이사회의 성별다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최소자승

(two-stageleast-squares: 2SLS)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업

성과변수는 토빈의 Q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arinova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기업성과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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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로 인한 여성인력 확충이 기업성

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국내연구는 근래에 들어서야 진행되었다. 전명숙 

외(2008)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분석결과에 따

르면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시행으로 여성고용비율이 증

가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명숙 외(2008)는 이 

밖에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의무적용 기업을 사업체 형태별, 규모

별, 산업별 및 직급별로 구분하여 여성고용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로 인해 전반적으로 여성고용비율은 향상되었지만, 고

용의 질적 향상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조준모 외(2008)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와 적극적 고용개

선조치 이행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높을수록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성과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고, 기업이 직업훈련

을 시행할수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의 성과평가가 높다는 사

실을 밝혀냈다. 또한 근로자 1인당 훈련비 지원액이 많을수록 적극적 고

용개선조치 성과가 높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김태홍 외(2010)는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여성고용에 영향을 끼

치는 설명변수로 기업규모, 산업더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더미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가 도입단계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

이지 않았지만, 2009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것을 밝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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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0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

성고용과 재무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순이익률 등의 재무성과지

표는 여성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여부는 여성고용비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김형기(2014)의 연구에서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공기업 노동

생산성과 고객만족도 평가 그리고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직

성과에 대한 가족친화정책의 조절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성과 이외에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진종

순(2009)은 정부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공부문의 

여성참여가 부패의 수준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는 

Azfar, Knack & Lee(1999), Fisman & Gatti(2001), Peters & Welch(1978), 

진종순(2005) 등의 외국사례와 국제비교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한국행

정연구원의 공직부패실태에 관한 설문조사(2004, 2005년) 자료를 활용한 

진종순･서성아(2007)의 연구에서 관찰되었듯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금품

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진종순, 2009).

   그간 이루어진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성인력과 기업의 성과

와의 관계가 긍정적 또는 일부 긍정적 효과를 보이거나 오히려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등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는 연구자가 속한 국가, 민

족 및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연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지극히 가변

적이라는 점과,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김형기, 2014). 그리고 이 밖에도 그동안 다루어 온 조직성과의 경우 

재무적 성과에 치우쳐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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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직성과가 여성채용비율에 미치

는 영향”과는 달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여성비율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관계의 방향이 본 

연구가 관찰하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

직성과와 여성채용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들은 선행연구의 “조직성과가 

여성채용비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설정한 가설들과 방향성이 다름을 뜻

한다.

2. 조직 특성과 여성인력과의 관계

   여성인력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외 분야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여성인력의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직적 변수들에 대

한 연구도 점차 진행되고 있다. 

   이주희(2003)는 사업체조사 패널데이터를 통해 기업 구조적 특성과 

인사조직적 특성이 여성관리자의 진출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 연

구 결과에 의하면 기업구조적 특성 중에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또 서비

스업일수록 여성관리직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인사조직적 특성 

중 연봉제나 인사고과중 개인성과 비중이 클수록 여성관리직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2003)의 연구에서는 분석의 단위를 여성관리

직 개인으로부터 기업으로 옮겨 여성관리직의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구

조적, 조직적 변수들을 탐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임희정(2008)은 여성의 경영참여를 가져오는 조직의 특징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대표자 성별이 여성일수록, 여성관리

자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또한 우수한 

HRM 제도인 개인성과급제도, 경력개발제도,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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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수록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긍정적이었다. 

   김수한(2012)도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수집된 713개 기업에 대한 

패널조사를 통해 관리직에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성

과중심의 보상제도, 체계적인 인사관리, 교육기회 제공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조직적 변수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

관리직 비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유규창․김향아(2006)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여성친화정책

인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이며 이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Cornwell & Kellough(1994)는 여성 및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비율과 

연방정부 기관의 특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연방정부 기관의 특성인 규모나 인력 신규채용비율 그리고 노조

의 힘은 여성이나 소수민족과 같은 비주류계층의 채용에 따라서 기관이 

신규 채용시에 여성 및 소수집단 출신의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용

이하게 대표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개인적 요인이나 특성으로 인한 대표

관료제와 대통령의 정치적 관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있다(Naff & 

Crum, 2000). 이들은 여성이나 유색인종과 같은 소수계층에 더 많은 관

심을 보이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그렇지 않은 공화당 출신보다 소수계

층의 공직 대표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지 못하

였다. 한편 여성 및 유색인종, 장애인등의 소외계층의 공직진출은 채용

목표제 등의 제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수가 더 많이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채용목표제라는 정책적 변수 이외에도 제3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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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직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직접

적으로 다루거나 실증적 결과를 얻은 연구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

만, 미국 인구조사국(U. S. Bureau of the Census) 자료를 분석하여 전후 

미국에서 나타난 여성 노동력의 연령 패턴을 수요, 공급 측면에서 관찰

하여 여성채용을 수요-공급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설명해보고자 하는 

Oppenheimer(1967,1973)의 연구에서 이런 제3의 변수에 대한 유추가 가

능하다. Oppenheimer는 수요 요인으로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직종(“female occupations”)에서 여성채용 비율, 여성경

제활동인구에서 여성채용 비율 등을 들고 있으며, 출산율(fertility)의 저

하와 여성 교육수준(schooling)의 향상, 과거의 인구통계학적 조건 등을 

공급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그가 주장한 이들 요인들

이 여성의 공직진출을 증가시킨 요소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세계 여성 포럼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두뇌

의 힘이 중요해지면서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노동시장의 구도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명확히 구

분되고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들 수 있다. 육체노동이 필요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여성의 취업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상

의 문제등에 따라 모집 및 채용단계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으며 이런 사유로 산업분류나 직종에 따른 여성 

채용이나 여성인력 비율에 편차가 존재하는 등 성별직종분리 현상이 발

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oeringer & Piore(1971)에 의하면 노동시장

은 부문화 혹은 분절화 되어 있는데 이런 분절화는 기업이 안정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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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으로 대변되는

데 여성의 노동 이동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판단되어 고용주는 여성고

용을 꺼리게 됨에 따라 대규모이며 기술의 수준이 높은 조직일수록 여성 

고용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이런 연구결과를 뒷

받침 하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이주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의 여성관리

직 진출이 더 용이하였음을 밝혀냈는데 이것은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여성종사자가 많은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 따르면 산업별로도 흔히 여성적 영역이라고 인식되어온 경공업 

일부와 특정 서비스업에 관리직이 집중되어 있어 관리직에 진출한 극소

수의 여성이 다양한 산업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도 못한 것으로 드

러났다. 

  강세영(1994)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직종분리는 그 조직이 소속되어 있

는 산업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산업 전반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종을 구

분해 온 관행이 개별 사업체의 성별분리구조를 형성하고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런 성별직종분리는 접촉가설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Tsui⋅
O’Reilly, 1989 ; Bhatnagar⋅Swamy, 1995), 집단 간 사회적 접촉이 부

족할 경우, 상대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지속되고, 이는 차별적 행

동을 불러일으킨다. 이 가설을 조직에 적용할 경우, 성비가 불균형한 조

직에서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여성 집단과의 접촉 부족이 결과적으로 정

보부족을 유발하고 이는 여성(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차별로 이

어지며(Brington, 2000 ; 원숙연, 2009), 이로 인해 성별분리 현상이 지속

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의 구성원이 비율상으로 남성지배적인가 혹은 여성지배적인가 하

는 문제와 함께 조직에서  업무의 속성이 남성적인가 또는 여성적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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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여성인력의 비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업무의 속

성에 따른 젠더-유형화를 뜻한다. 젠더유형화란 업무를 남성적 업무, 또

는 여성적 업무로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Britton, 2000 ; 이

주희 외, 2007 ; 원숙연, 2009 ; 2012 참조). 예를 들어 정부조직의 업무 

중, 육아나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업무(예: 보건복지, 여성, 아동, 보육, 

환경유지 등)는 ‘여성적인’ 업무로, 경제, 치안 및 국가유지(국토개발, 

국방, 경찰 등)는 ‘남성적인’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듯 특정 직

업 및 산업에 특정한 성별이 집중됨으로써 소수 집단에게 불이익이 집중

되거나 지속되는 차별적인 구조가 형성되는데 백수경(2014)의 연구에 따

르면 성별 분리 구조와 여성의 채용 및 승진의 관계는 부적 방향으로 작

용하고 있다. 남성적인 업무처럼 남성 지배적인 분야의 자리는 남성으로 

예정되고 여성의 진입에는 장애가 따른다. 백수경(2014)의 연구에서 대표

적인 남성 지배적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이다. 이 산업군은 기

존의 선행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남성 산업으로 인식되는 분야이며, 본 

연구에서 산업의 소분류 코드를 활용함에 따라 동일 산업군 내에서도 남

성 산업과 여성 산업의 구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산업으로의 분

류가 지배적인 분야이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분야는 여성의 비율

이 낮고 남성 지배적 성향이 강한 산업으로써 성별로 유형화된 고정관념

과 여성능력에 대한 평가절하에 기반 하여 여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여성의 진입배제가 고착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황유정(2014)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화가 여성채용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경제개방과 세계화는 제조업의 축소와 서비스산업의 확

대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탈공업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은 경공업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고용이 증가하

였는데  여성고용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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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몇몇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

다. 노동부 통계자료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

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여성비율이 남성비율보다 현저히 높

다고 나타났다(임희정 외, 2008). 직급별 여성인력 현황을 살펴봐도 도·

소매,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에서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확연히 높고 그

중에서도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임원과 부장급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임희정 외, 2008). 이런 연구결과에서 보듯

이 특정 산업에서만 핵심인재로서 여성인력이 고용된다면 고학력·전문

성을 갖춘 여성인력의 재능을 다양한 방면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여성인력의 핵심인재로서의 잠재력은 매

우 풍부하지만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아 여성 인력

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알파걸 신드롬’으로 명명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난 여성 

인력의 공급이 원활하며 조직에서의 성 다양성이 늘어가면서 전문성을 

지닌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때에 핵심인재제도가 직급별·

산업별로 여성인력현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여성인력이 지니고 있

는 잠재적 재능과 역량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밝혀낼 필요가 있

다. 즉  조직 구성원의 인구 통계학적 다양성 정도가 직접적으로 소비자

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고객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 형성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의 

인구 구조적 관리는 곧 고객 대응성 강화와 연결되며 (Cox, 1993; 이상

호, 2006에서 재인용 ; Hays-Thomas, 2004; 이상호, 2005; Tapia, 2004), 

이는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나, 제조업의 인력은 고객

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Jackson & Alvarez, 1992; Judy 



- 30 -

& D'Amico, 1997).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는 제조업의 경우에도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영환경으로 인하여 인력 다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궁극적으로 인력 다양성으로 인하여 조직이 기대하

는 긍정적인 조직성과가 정보의 활발한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성과 

창조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식 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인력의 다양성

을 지향하고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3. 여성인력과 관련된 기타 선행연구

   조직의 성과 및 특성과 관련된 여성인력에 대한 선행연구 이외에도 기타 

다른 요인들과 여성인력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일

반적으로 기업은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는데 결

근률과 이직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안정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여성의 노동 이동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여 여성

인력을 저평가하고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 이렇듯이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

이나 이직 가능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짐으로써 기업은 성이나 인종과 

같이 쉽게 관찰 가능한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채용, 승진, 보직, 임

금수준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Arrow, 1972).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친 대표적 이론으로 Coate and Loury(1993b)의 

stereotype 모형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은 우선 여성

의 생산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사전적 믿음(stereotype or prior belief)을 

가진다. 이러한 기업의 믿음이 여성의 인적자본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

고, 믿음을 확인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여성과 

남성이 초기에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훈련비용이 같더라도 여성의 능력

이 떨어진다는 기업의 인식이 현실화․실제화하여 그 결과 여성이 채용․승
진 및 임금에서 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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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규모이거나 기술 수준이 높고 고용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영향

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 등 내부노동시

장이 발달된 조직에서는 여성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강세영, 1994). 바꿔 

말하면 내부노동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조직에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기피 현

상이 줄어든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이 위치한 지역도 여성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조직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

을수록 그 조직은 여성을 특정 직업에만 고용하는 유인이 낮아진다고 한다

(Abrahamson & Sigelman ; 1987). 즉 어느 지역의 여성노동참여율이 높아지

면 그 지역에 속한 기업들은 여성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직종별로 배제하거나 

하는 경향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및 이에 따른 임금 결정 원리에 따라 고

임금의 남성근로자 대신 저임의 여성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됨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저임의 여성근로

자의 채용을 확대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강세영, 1994). 특히 제도주

의 학파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성별로 분단되어 있어 여성들이 고의적인 차별

을 당하고 있으며 이런 차별이 임금격차의 주된 요인이 된다고 한다. 

Bergmann(1972)의 과밀가설(crowdinghypothesis)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라 여성은 대부분 2차 노동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이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초과 공급현상으로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에 비해 더욱 

낮아진다고 하였다. 즉 과밀가설은 기업이 ‘남성직종’으로 간주되는 

직업에서 여성의 고용을 배제하는 성차별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

며 일반적으로 고임금·고숙련의 일자리를 남성의 일자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이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며 이른바 ‘남성직종’에 대해 진입장벽이 생긴 여성은 여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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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고, 그 결과 여성 직종에 대한 여성노동의 초

과공급 등으로 인해 여성의 임금이 낮아지고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가 동일한 생산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여성은 남

성 직종의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여성 직종의 일자리에 몰리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숙련성을 필요로 하는 

고임금의 남성 직종 자리에는 지속적으로 남성이 투입되고 여성은 상대

적으로 숙련성에 대한 요구가 적은 여성 직종에 내몰리게 되면서 더욱 

저임금·비정규직과 같은 직종에 몰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이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사

용자가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소유자이거나 남성근로자를 여성근로자에 비해 

높게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여성을 차별할 수 있다. 사용자 이외에도 기

존의 조직 구성원이나 고객의 취향이 여성을 저평가할 경우에도 여성채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England, 1984b ; Marini & Briton, 1984).

 

제3장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설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 결과, 기업들은 성적 다양성을 제고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거나, 조직이 지닌 요인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인력을 채

용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여성인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의해 여성채용

을 꺼리기도 하며 임금결정 원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여성을 고

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성채용 영향요

인 중 조직성과와 조직특성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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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성과와 여성채용

   공공기관의 조직성과는 개념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의가 매우 어렵

다.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성과란 ‘포착하기 곤란한(측정불능, 

unmeasurable)’ 개념이기 때문이다(최영훈, 2009). 공공조직의 목표가 

민간조직에 비해 더 모호하고, 더 다양하며, 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Chun & Rainey, 2005) 공공조직의 경우 시장에 노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고 민간조직과 달리 시장가격에 의해 그 

산출물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곤란하고 따라서 조직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Ring & Perry, 1985). 그러나 이런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를 ‘주인이 부과한 목표를 대리인이 달성

한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최영훈, 2009),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공공부문의 주인은 국민, 대리인은 공공기관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민

간기업에서 주주의 가치 극대화가 기업성과의 핵심인 것처럼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국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공공부문관리(성과)의 핵심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추구하는 가치와 제공하는 공공서비

스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 정의를 

일반화하여 도출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에서 조직성과는 경영성과인식, 경영평가점수, 조직역량, 조직생산성, 자

기자본순이익률(ROE), 고객만족도, 공공서비스의 질 등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조직성과는 일반적으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정의할 수 있

다. 재무적 성과는 기업의 현재 재무적 성공에 대한 성과(Michalska, 

2005)로 주주들의 기업에 대한 판단에 의한 성과이며 일반적으로 계량적 

측정 방법과 최고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측정 방법의 두 가지를 

통해 측정된다. 이에 반하여 비재무적 성과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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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재무적 성과로는 판단하기 힘든 기업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이나 목표, 비전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객 만족도, 품질, 고용유지

율 등으로 볼 수 있으며(김원배, 2001),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비재무적 성과로써 혁신, 유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이승계(2010)는 비재무적 성과로 조직몰입, 성과 향상, 이직

률 및 결근율의 감소, 다양한 시장 마케팅 강화, 조직 유연성의 제고, 유

능한 신입 사원 모집,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배종석(2006)의 연구에서는 생산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결근율과 이

직률 등을 조직 구성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성과로 분류하

고 있다(이성 외, 2010 재인용).  Gilbert, Stead & Ivancevich(1999)는 조

직의 대표적인 비재무성과로 더 나은 의사결정, 유능한 소수인력 보유, 

다양한 고객기반을 둔 제품 및 서비스의 창출,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 개

발 등을 사례로 들었다(임희정 외, 2008에서 재인용). 

   성상현(2004)은 비재무성과를 HRM 성과와 기업성과로 양분하고, 

HRM 성과로는 내부 분위기, 대외 이미지를, 기업성과로는 고객 접근성, 

생산성, 품질, 혁신성을 그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성상현, 2004). 과거에

는 기업성과를 재무성과로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에는 

비재무적 성과도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재무성과 이외에도 고객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등 주관적 지표로 측정 가능한 비재무적 성과도 

기업성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식․김복구(2003)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

업성과는 다차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지표만으로 

기업성과에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기업성과 측정은 재

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생산능력의 제약조건, 불확실성 등과 같은 비재무

적 성과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Dyer & Reeves(1995)는 기

업성과를 인적자원성과, 조직성과, 재무․회계성과, 시장기준성과 등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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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구분하여, 인적자원성과의 측정은 이직률, 결근률, 직무만족도, 조

직몰입도를, 조직성과의 측정은 생산성, 품질, 서비스, 시장점유율, 고객

만족도를 재무․회계성과의 측정은 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매출액, 당기순이익, 총자산이익률(GRATE) 등을, 시장기준 성과

측정은 주식가격, 성장률, 배당률, 주식시장 성과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

하되 원래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공적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즉 운영에 

있어서 책무성 역시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인 것이다(권오성 외, 

2009). 이런 책무성은 민간조직과 달리 다양한 철학적, 법적, 조직적 측

면을 가지고 있어 정의가 쉽지 않으나 Hoek et al.(2005)은 공공부문의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을 수직적 책무성(vertical accountability), 고

객 책무성(customer accountability), 내부적 책무성(internal 

accountability), 사회적 책무성(social accountability) 등 4가지로 유형화하

였으며 권오성 외(2009)는 Hoek et al.(2005)의 주장한 책무성 유형을 우

리나라 준정부조직에 적용하여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즉 첫 번째 책무성

을 준정부조직이 상위부처 및 감독기관에 갖는 책무성으로 정의하였으며 

두 번째 고객책무성은 준정부기관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에 대한 책무성으로 세 번째 내부적 책무성은 준정부조직이 내부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리, 통제, 성과시스템을 의미하며 관리투명성, 관

리효율성 등의 세부요소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회적 책무

성은 준정부조직이 사회 전체 혹은 국민에 대해 갖는 포괄적  책무성으

로 경영 및 성과공시의 충실도, 사회적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엄동욱(2009)의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와 여성채용과의 관계에 대해 

‘어메니티(Amenity)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 성과가 

뛰어난 기업이 조직의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을 많이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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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즉 기업의 성과가 뛰어날수록 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조직

분위기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게 되며, 상대적으로 여성을 더 많이 고용

하면 조직분위기 등이 밝아지고 유연해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여성을 고

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성과가 좋을수록 

여성채용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성과가 좋을수록 여성채용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고 있으나 여성채용 비율이 높아

져 성과가 좋을 수도 있다는 내생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당해년도 조직성과가 아닌 전년도 조

직성과를 데이터로 활용한다. 

가설 1 : 전년도 공공기관의 비재무적 조직성과가 높을수록 다음 연도   

         신입사원 여성채용비율이 높을 것이다.

   앞서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조직의 비재무적 성과중 대표적

인 것은 고객과 관련된 내용이다(Gilbert, Stead & Ivancevich, 1999 ; 김

원배2001 ; 권오성 외 2009).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인구 통계적 다양성

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 고객과

의 소통을 통해 친밀한 관계 형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인구 

구조적 관리는 곧 고객 대응성으로 연결된다(Cox, 1993; 이상호, 2006에

서 재인용; Hays-Thomas, 2004; 이상호, 2005; Tapia, 2004). 

   이는 앞서 살펴본 다양성 관리 이론에서 주장된 내용과 일맥상통 하

는 것으로 이원희(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원희

(2010)는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증가하면 기업의 고객 

접근성이 개선되고, 고객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8개 기업에 근무하는 



- 37 -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례 연구에서 밝혀냈다. 

   이 밖에도 인적구성이 다양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

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이러한 기업은 기업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되기 때문에 기업성과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는 연

구결과도 있다(Bantel & Jackson,1989 ; Hambrick et al.,1996). Thomas & 

Ely(1996)에 의하면 인적구성이 다양한 집단은 인적 구성에 있어서 동질

성을 지닌 집단에 비해 창의성이 높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이 

월등히 우수하며, 더 높은 작업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해

서 밝혀냈다. 그 사례연구에 따르면 남성으로만 구성된 Law firm에 여성 

변호사가 투입된 경우, 남성으로만 구성되었던 때에 비해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결

과를 밝혀냈다.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및 100대 일하기 좋은 기업에 재직중인 

121명의 HR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직의 다양성 관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

(SHRM Survey, 2001)  다양성 관리를 잘 하는 기업의 경우 다양성 관리

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기업문화가 약 83%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종

업원의 사기도 약 87% 향상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조직의 경쟁력

은 약 79% 정도 강화되었고 이와 같은 변화는 곧 기업성과의 향상으로 

나타나 기업성과 중 고객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창의성과 생산성이 향상

되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전년도

의 고객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채용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

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1-1 : 공공기관의 전년도 고객만족도가 높을수록 다음 연도 신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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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여성채용비율이 높을 것이다.

   근래 들어 비재무적 성과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여 조직 향

상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비재무적 성과는 기업의 조직 활

동의 성과가 환경, 전략 등의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임을 보여준다(이동석, 2009). 이런 비재무적성과는 연구목적에 따라 

성과변수를 복합적으로 측정하며, 재무적 성과가 갖는 여러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later et al., 1990). 비재무적 성과는 조직의 

평판(reputation)을 높이는 행위이며 근래에는 마케팅이나 홍보분야 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평판이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기업의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기업이미지의 총체를 

말한다. 최근에 들어 기업평판이 기업의 무형적 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

라 매출액, 수익, 주가 등에 반영되고 있으며,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있

어서 근본적 경쟁우위의 원천이나 경영전략의 요소로 활용되고 있어 관

련연구 및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중 하나

인 화이자(Pfizer Incorporated)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명성 관

리를 담당하는 그레이 선임이사는 “기업평판은 한번 훼손되면 이를 회

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한국 재벌기업 임

직원의 일탈행동, 협력업체와의 갈등, 돈세탁 의혹 등으로 사회적 지탄

을 받으며 기업평판의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를 들어 평판관리의 중요성

을 역설했다. 기업평판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포춘지의 ‘가장 존경

받는 기업’ 리스트 선정 이후에 Fombrun(1996)이‘Corporate 

Reputation Review'를 발간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경향은 국내에서도 이어져 기업평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

는 추세로, 동아일보(2004)는 국내 2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존경받는 

30대 한국기업을 조사하였고, 한경비즈니스(2007)는 한국기업평판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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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I)를 조사하여 발표하였고,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

는 2008년 이래 매년 국내기업의 평판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이

효복·김유경, 2011). 이와 같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기업평판

의 연구는 기업평판의 개념 연구, 기업평판의 구성요소 및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기업평판과 다른 변수(브랜드 가치, ROI, 경영기술 등)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기업평판의 다양한 전략(PR 전략, 사회공헌전략 등) 

등에 대하여 주로 이루어져왔다(차희원, 2004). 그리고 기업평판을 구성

하는 요소로써 사회적 책임, 전문성(제품과 서비스의 질), 진실성(윤리경

영), 기업 이미지 등을 들고 있어(주경미, 2008), 기업의 평판이 기업의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도 매우 깊

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평판의 중요성에 대해 많

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평판에 대한 명확한 개

념, 구성요소 등에 대한 연구자들 사이의 합의된 의견은 아직까지 없다

고 볼 수  있다. 기업평판의 구성요소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를 살

펴보면 차희원(2004)은 기업평판이 기업철학․문화, CEO 리더십, 브랜드 

가치, 경영성과, 인적자산, 통합 커뮤니케이션, 쌍방 커뮤니케이션, 이미

지 관리 등 8개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고, 주경미(2008)는 사회적 

책임, 전문성(제품과 서비스의 질), 진실성(윤리경영), 기업이미지 등 4개 

요소를 기업평판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각 요소별 세부내용을 보

자면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역 공동체 참여, 기부활동, 예술 및 문화 활동 등을, 전문성이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총체적 품질을 뜻하며, 진실성은 기업

이 경제적,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까지 충실히 다하는 윤리

경영을 말하고, 기업이미지는 일반 고객들이 대상 기업에 대해 마음속에 

그리는 심상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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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man(1984)은 이해관계자 이론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과 관

계 향상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경영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는데 

여성 및 소수민족 고용과 같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해당 지역 주민 및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즉 이런 사회적 책임활동은 세금 감면 및 정부와의 긍정

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에 기반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및 소수민족 고용 등을 기업의 덕목이자 책임이

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일종의 제도적 

압력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이론에서는 기업은 수많은 이해당

사자의 관계 속에서 생존·성장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연결된 테두리 내

의 다른 기업들의 행동과 의견을 따르게 된다고 보는데 이는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연결된 테두리 내에서 받아들여져 자신들의 응집성을 강화시

키고, 그렇지 않으면 테두리 내의 다른 기업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더욱더 연관된 테두리 안의 다른 기업들을 모방하게 

된다(DiMaggio & Powell, 1983; 김향아·유규창, 2006). 이런 사유로 기업

들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따르지 못하면 뒤

쳐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압력을 받게 되어 여성인력 채용을 증가시켜 

사회적 인정과 승인의 혜택을 맛보는 명망혜택(prestige benefit)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일수록 강압적 또는 강제적 동형화

(Coercive Isomorphism)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외부환경에 의한 

공식적․비공식적인 압력에 대해 민감해지며 조직이 속한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김동배, 2010 ; 강유미, 2012). Tolbert & 

Zucker(1983)는 정부의 법적 규제가 공공기관의 제도 채택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통해 입증해 보였는데 그 결과, 법과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의 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확산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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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자면, 조직이 실질적으로 조직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한 구조의 

변화가 아닌 정부의 법적 규제로부터의 어떤 외부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구조를 바꿈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하듯이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하여 법과 제도와 같은 사회 규범적

인 환경의 변화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내용의 연구들이 다

수 존재한다(Casile & Davis-Blake, 2002; Frumkin & Galaskiewicz, 2004).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력활용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며, 국내에서도‘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여성인력 개발종합계획’

등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적·법적·제도적인 흐름은 조직의 여성 인력 채용 및 활용에 대한 사회

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선의 경영 이론(good management theory)은 기업의 지역사회 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한다(Berman et al.,1999; Ullmann, 1985). 즉,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

하는 데 따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그 기업의 구성원인 종업원들

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의해 상쇄될 것

이라는 주장이다. Cochran & Wood(1984)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매출

액 대비 이익률은 비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결과로 

McGuire, Sundgren, Schneeweis(1988)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성과

와 총자산이익률(ROA)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또한 Stanwick(1998)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기업의 

수익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Westphal (1999)은 기업의 선의경영활동으로 인해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속감이 제고되고 직업인으로서의 사기가 증진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조직원들의 조직몰입도 증가가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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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사용된 비용을 상쇄하기 때문에 기업은 사회

공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기업의 높은 사회적 성과가 결과적으로 높은 기업 경영성과를 

불러온다는 Waddock & Graves(1997)의 선의경영이론을 지지한다.

   국내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윤언철(2002)이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외에도 위평량(2006)과 최운열 외

(2007)은 기부금 지출과 기업가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기부금 지출이 기업가치에 유의한 정(+)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즉, 기부금 지출이라는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좋은 이미지 형성과 

기업의 평판을 위한 투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기업은 평판이라는 비재무적 성과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거나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여 여성이나 소수민족 채

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하려는 경향이 있다(Freeman, 1994 ; 

Mitchell & Carol,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경미(2008), 

Freeman(1984)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평판과 같은 비

재무적 성과가 높은 조직일수록 여성채용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 가정하

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가설 1-2 : 공공기관의 전년도 청렴도가 높을수록 다음 연도 신         

             입사원 여성채용비율이 높을 것이다.

2. 조직특성과 여성채용

     여유 자원 이론(slack resource theory)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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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즉 기업 규모나 매출, 이익 등이 높을 때 발생하는 여유 자원

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활용한다는 접근이다. 이 관점은 모든 조직성

과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경제적 요인을 설명하는 접근

이다. 여유자원에 대한 논의는 조직이 여유자원(slack resources)이 풍부

할수록 환경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Cyert와 

March(1963)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Cyert와 March(1963)는 여유자원

(slack resources)을 경쟁력의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업의 총 

자원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Bourgeois(1981)는 

초과 비용, 잉여 인원과 설비 및 자금 등과 같은 여유자원이 조직의 정

책 변화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압력을 수용하고 조직 내외부의 변동에 

따라 조직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 혹은 잠재적 완충 자원

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여유자원을 재무적 여유자원, 

인적 여유자원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초기 여유자원 연

구에서는 주목을 끌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점차 집중

시키고 있다(Mishina et al., 2004; Vanacker et al., 2013; Voss et al., 

2008; Wang et al., 2013). 이와 같이 여유 자원이란 환경 변화에 맞서 

조직이 얼마나 여유 있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재무적 자원, 인적 자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실제 기

업들은 경영과정에서 질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자원, 즉 재무적·물리

적·기술적·인적 형태 등의 자원을 지니고 사용하게 된다. 그러한 자원 

중에서도 기업들이 제품적인 측면과 서비스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효과

적으로 경쟁하는데에는 자본과 노동이 필수적인 2가지 핵심자원이다

(Ndofor & Levitas, 2004). 이처럼 여유자원은 기업운영 과정에서 재무

적·물리적·인적·기술적 자원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형태로 존

재한다(Meyer, 1982). 그중에서도 재무적 여유자원과 인적 여유자원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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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지닌 특성과 영향력이 매우 이질적인 자원이나, 이들 변수가 조직

성과에 끼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동시에 관찰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며 여

유자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재무적 자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여유 자원을 인적 자원을 변수로 삼

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유자원 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와 여유자원의 수준은 정비례하

며, 또한 소규모의 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대규모 기업이 갖는 영향력으로 인해 더 많은 기대와 관

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직의 규모가 신입사원 여

성채용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 2 : 조직의 규모(조직 구성원의 숫자)가 클수록 신입사원 여성채용  

        비율이 높을 것이다.

   앞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별로 여성채용에 편차

가 있었다. 이주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의 여

성관리직 진출이 더 용이하였음을 밝혀냈는데 이것은 서비스업에 상대적

으로 여성종사자가 많은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산업별로 성별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산업 전반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종을 구분해 온 관행이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접촉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Tsui⋅O’Reilly, 1989; Bhatnagar⋅Swamy, 1995). 

즉 성비가 불균형한 조직에서는 과소대표된 여성집단과의 접촉결여가 정

보부족을 결과하고 이는 여성(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차별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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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게 되며(Brington, 2000 ; 원숙연, 2009), 이로 인해 성별분리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백수경(2014)에 따르면 남성이 주도하는 분야일수록 해당 자리는 남

성으로 채워지고 여성의 진입에는 장애가 따른다.  백수경(2014)의 연구

에서는 대표적인 남성 지배적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이다. 이 

산업군은 기존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남성 산업으로 분류되는 분야이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분야는 여성의 비율이 낮고 남성 지배적인 산

업으로써 성별로 유형화된 고정관념과 여성인력에 대한 저평가에 기반하

여 여성인력에 대한 배제와 이에 따른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유로 인해 각종 통계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기업에서 여

성인력의 활용은 특정 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노동부 통계자료에서 숙

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여성취업자 비중이 남성취업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분석되었다(임

희정 외,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산업유형에 따라 여성채용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검증해보고자 한다. 

단 산업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백수경(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남성

지배적 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공공기관에 적용할 경우 남성

지배적 산업으로는 SOC를 그 이외 산업은 NON-SOC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기관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설 3 : 조직의 산업유형에 따라 신입사원 여성채용비율이 달라질 것이다.

가설 3-1 : 非SOC 산업유형의 공공기관 여성채용비율이 SOC 산업유형의  

          공공기관 여성채용비율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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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제1절 연구문제와 분석틀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직성과와 

조직 시장성 정도 그리고 조직규모가 여성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즉, 각 기관별로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

변수로 삼아 통제한 후 조직의 성과(고객만족도, 청렴도)와 조직의 특성( 

조직규모, 산업유형)이 여성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

관 여성채용 정부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

적이다. 따라서 앞서 고찰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선행연구 내용을 바

탕으로 조직 성과와 조직 특성이 여성채용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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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조직내 여성의 비율에 따라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현재 새로운 인적자원으로서의 여성

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의 여성채용

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단순한 ‘성불평등 해소’의 차원을 

넘어 활용해야 할 자원적 가치로서 ‘여성인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각 연도별 신입사원 채용인원 중 여

성비율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조직성과(고객만족도, 청렴도), 

조직 특성(조직규모, 산업유형) 통제변수는 조직 연령을 활용하였으며 이

들은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된 변수들이다. 

1. 종속변수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09년부터 2013

년까지의 정규채용 인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였다.

신입직원 여성채용 비율 ＝ 정규직 여성채용 인원/해당연도 총 정규직 채용인원

2. 독립변수 

 1) 고객만족도

    Hoek et al.(2005)은 공공부문의 조직성과 중의 하나로 공공부문의 



- 48 -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수직적 책무성(vertical 

accountability), 고객 책무성(customer accountability), 내부적 책무성

(internal accountability), 사회적 책무성(social accountability) 등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중 두 번째 책무성 유형으로서 고객 책무성은 공공기관

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에 대한 책무성을 의미한다. 

고객 책무성에는 서비스의 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고객의견의 반영 

정도 등이 포함된다(권오성 외, 2009). 본 연구에서 고객 책무성은 기획

재정부 주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PCSI: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PCSI 지수는 공공부문의 고객만

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공공기관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면접 및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를 가늠하기 위한 변수로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점수를 활용하였다.

 2) 청렴도

   오늘날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며 이를 발판으로 기업명성

을 쌓고자 한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여성 및 소수민족 고용

과 같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포함된다(Freeman, 1984). 각 

기업의 명성지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공공기관 전반

에 대한 명성지표는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

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개별 공공기관의 명성지수로 활용하고

자 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

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진담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

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세부항목으로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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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실제부패사건, 신뢰도 저해행위가 

있는데 먼저 외부청렴도는 1999년 조사를 시작할 당시 가장 먼저 측정모

형을 개발한 항목으로 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

도를 평가한 것이다. 종합청렴도 평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60%) 

금품,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정도를 13

개 항목으로 파악하는 부패지수와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를 

파악하는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된다. 조사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가 진행되기 전 

기관별로 하위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라 표본을 할

당한다. 그 후 기관별, 업무별로 층화 후 해당 업무내에서 계통추출방법

을 통해 무작위추출을 하여 조사한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

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중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의 관행화 정

도와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측정하는 청렴문화지수와 투

명하고 공정한 업무처의 정도를 측정한 업무청렴지수로 나뉜다. 정책고

객평가는(약 15%) 전문가, 업무관계자, 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상기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점수를 합쳐 종합청렴도가 결정되며, 이외에 외부요인으로 부패사

건 발생현황, 기관의 신뢰도 저해행위에 따라 위 세 요인과는 관계없이 

종합청렴도에서 감점이 된다.

 3) 조직규모

   여유 자원 이론(slack resource theory)에 따르면 기업의 경제적 성과

가 높을 경우, 즉 기업 규모나 매출, 이익 등이 높을 때 발생하는 여유 

자원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여유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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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할수록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각종 책임이나 기대에 부응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Reichert et al.(2000)에 따르면, 기업 규모는 종업원

의 참여수준과 윤리적, 환경정책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 규모가 큰 기

업은 통상 사회적 책임이나 이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Fombrun 

& Shanley, 1990). 여유자원은 기업규모나 재무적 성과 등의 지표로 나

타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로 하며 그 중에서도 조직구

성원의 수로 조작화 하였다. 조직구성원의 수는 ALIO에 공시된 2009년∼

2013년 각 공공기관의 임원 및 정규직원의 수로 하였다.

조직 구성원수 = 조직의 임원수 + 직원수 

4) 산업유형

    백수경(2014)에 따르면 남성이 지배적인 분야일수록 해당 자리는 남

성으로 채워지고 여성의 진입은 배제된다고 한다.  백수경(2014)의 연구

에서는 대표적인 남성 지배적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이다. 이 

산업군은 기존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남성 산업으로 분류되는 분야이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분야는 여성의 비율이 낮고 남성 지배적 성향

이 강한 산업으로써 성별로 유형화된 고정관념과 여성인력에 대한 저평

가로 인해 여성인력에 대한 차단과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유로 인해 각종 통계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기업에서 여

성인력의 활용은 특정 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노동부 통계자료에서 숙

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여성취업자 비중이 남성취업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분석되었다(임

희정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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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산업유형에 따라 여성채용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검증해보고자 한다. 

단 산업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백수경(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남성

지배적 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공공기관에 적용할 경우 남성

지배적 산업으로는 SOC를 그 이외 산업은 NON-SOC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기관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SOC 

기업은 0으로 NON-SOC 기업은 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3. 통제변수

  조직 생태학은 조직의 연령이 높을수록 구조적 관성이 높아지게 되며 

조직 변화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Hannan 

& Freeman,1984). 따라서 본 이론에 근거하여 기업의 여성 채용을 조직

변화로 간주한다면 오래된 조직일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이 커

지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변화인 ‘여성인력’의 기업조직 참여

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성지미(2006)의 연구에

서도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채용비율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조직연령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화 하였으

며 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ALIO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

료를 활용하였다.

조직연령 =  해당연도 - 설립연도

4. 자료의 수집

   본 연구 분석을 위해서 연구 데이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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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 ALl public 

information In One)을 통해 신입사원여성비율, 조직연령 등의 자료를 수

집하였다. 알리오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정보 공개 시스템으로서,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 공개를 통해 국민에 의

한 상시감독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구축되었다. 알리오 시스템은 

2005년 12월 구축되어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34개 항목, 120여개 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정보를 점차 확대하는 등 자료의 충실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오고 있다. 2007년 4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시행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통합경영공시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95개 기관 중 기타공공기관 178개 기관의 

경우,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무 부처의 감사만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 기획재정부가 통제, 감독하는 정부 관리 영역에 

있는 그 외 공공기관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정부의 관리 영역, 즉 기획 재정부의 관리 영

역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

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총 1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현재 알리오 시스템에는 최근 5년간(현재 2013년 결

산 기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 필요한 독립변수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

이나 준정부기관으로 편입됨에 따라 정부의 관리 영역이 변경되어 일부

기관은 그 이전 자료들과의 동질성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데이터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된 2011년

부터 2013년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측

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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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연구의 주요한 변수인 고객만족도와 청렴도는 알리오 시스템

에 업로드 된 공공기관의 각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본보고서)와 국민권

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조사결과를 통해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통한 입력 과정에서 어떤 기관에서 종속 변수는 물론 독립변수, 

통제변수 중 적어도 한 변수라도 본 연구에 필요한 정보가 연구대상 기

간 모두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대상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고객만족도의 경우 직접대상 고객이 없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

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기관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객

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한국임업연구회는 2012년에 설

립되어 본 연구의 연구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어 제외하였다. 

이 외에도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

기상산업진흥원의 경우 2013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연구의 주

요변수인 고객만족도와 청렴도의 경우 2010년에서부터 2012년까지의 자

료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대상에서 이들 기관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정보 수집을 위해 설정한 전체 117개 대상 기관 중 총 13개 기관이 제외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306개 조직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

과 보고서(2011-2013)를 통해 수집하였다. 청렴도조사결과의 경우 2년 연

속 종합청렴도 Ⅰ등급 기관이면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기관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11년에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이, 2012년에는 공무원연금공

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개 기관이 이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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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2년도부터 

측정 대상에 포함되어 2011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 7개 조직

의 경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당해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연도의 

종합청렴도 평균값을 부여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직성과와 조직특성이 신입여성 채용 비율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설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

직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직의 비재무적성과와 조직특성이 여성채용 

비율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통합 회귀(Pooled Regression) 분

석을 하고자 하며 SPSS 22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분석기법은 다수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하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된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회귀식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공공기관 여성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회귀모형

 

   신입사원여성채용비율 청렴도  고객만족도

 조직규모  산업유형 조직연령

  상수항  패러미터  오차항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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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회귀모형을 통해 조직연령을 통제하면서, 독립변수인 조직성과

를 고객만족도와 청렴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또 다른 독립변수인 

조직특성을 조직규모, 산업유형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후 이들 독

립변수가 신입사원 여성채용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5장 실증분석결과

제1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신입사원 여성채용비율로 정의하였으며 

여기서 신입사원은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원만을 의미한다. 신입사

원 여성채용비율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2011-2013년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여성채용비율의 평균은 약 35%이다. 최소비율은 

0%였으며 최대비율은 100%에 이르렀다. 

<표 3 신입사원 여성채용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입여성사원채용률 306 35.32 20.35 0 100   

또한 신입사원 여성채용비율의 최소와 최대비율간의 편차가 크기에 공공

공기관의 연도별 신입사원 여성채용비율의 평균값이 아닌 중앙값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꾸준하게 공공기관의 신입사원여성채용비율이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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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신입사원 여성채용 비율 중앙값 변화

2. 독립변수

 1) 조직의 성과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성과 중에서 비재무적 성과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였으며 이를 다시 고객만족도와 청렴도로 조작화한 후 측정하였다. 우

선 고객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9.96점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75.6점으로 가장 저조

한 점수를 기록했으며 한국가스공사가 99.2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했다. 반면 청렴도의 평균값은 10점 만점에 8.69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7.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한국공항공사가 

9.5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 4 조직성과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고객만족도 306 89.96 5.25 75.6 99.2

청  렴  도 306 8.687 0.304 7.6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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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특성을 조직의 규모, 조직 산업유형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조직규모가 신입사원 여성채용비율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조직규모가 클수록 신입사원 여성채용비율이 늘어나는 것으

로 가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규모를 총 현원수(비정규직 제

외)로 측정하였다. 총 현원수는 임원과 직원수를합한 값으로써 현원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의 우리나라 공공기관 평균 총 현원수

는 1,459.5명이고 표준편차는 3,678.02명이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

원의 총 인원이 52명으로 인력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한국철도공사의 총 

현원이29,480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5  조직규모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직규모 306 1,459.5 3,678 52 29,480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산업유형에 따른 신입사원 여

성채용비율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산업유형을 SOC와 

NON-SOC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별 산업분리 현

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뚜

렷하다. 따라서 이런 성별 산업분리 현상을 공공기관에서도 관찰하기 위

해 공공기관의 산업유형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조폐공사 한 기

관에 그치므로 샘플의 수가 한정되는 바, SOC와 NON-SOC로 분류하였

으며 이에 따른 산업유형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SOC의 경우는 

한국전력공사 등 60개 기관 NON-SOC의 경우는 한국마사회 등을 비롯한 

246개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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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산업유형 기술통계량>
변수명 빈도 백분율

SOC 60 19.6

NON-SOC 246 80.4

합계 306 100.0

 
   기관유형별로 SOC와 NON-SOC로 나누어 유형별 기술통계 결과를 살

펴보면 SOC기업은 60개 기관이며 여성채용률의 평균은 26.67, 청렴도 평

균은 8.82, 고객만족도는 92.55, 조직규모는 3,912, 조직연령은 30.6으로 

관찰되었다.

<표 7 SOC기업 기술통계량>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조직성과
고객만족도 60 92.55 4.77

청 렴 도 60 8.82 8.82

조직특성 조직규모 60 3,912 7,149

조직연령 60 30.6 31.04

신입사원여성채용 60 26.67 18.25

    반면에 NON-SOC 기업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은 246개 

기관이며 여성채용률의 평균은 37.42, 청렴도 평균은 8.65, 고객만족도 

는 89.33, 조직규모는 861, 조직연령은 24로 관찰되었다.

<표 8 NON-SOC기업 기술통계량>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조직성과
고객만족도 246 89.33 5.18

청 렴 도 246 8.65 0.30

조직특성 조직규모 246 861 1,642

조직연령 246 24 20.20

신입사원여성채용 246 37.4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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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조직 연령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6

개 조직들의 평균 조직 연령은 25.375년이며 최소값인 0년을 나타내는 

기관은 2011년 8월 출범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이며 최대값인 115년을 나타

내는 기관은 1898년 한성전기회사로 출범한 한국전력공사로 관찰되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6개 조직들 중 10년 미만의 신생 조직들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

사 등  37개 조직이 있으며, 50년 이상의 고령 조직들에는 한국전력공

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2개 조직이 관찰된다.

<표 9 조직연령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직연령 306 25.375 22.825 0 115

 

제2절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연구 변수 간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

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Pearson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바 산

업유형 변수가 모든 변수에 대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관계수가 1혹은 –1이면 완벽한 양 혹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상관계수가 크더라도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

의 크기가 크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단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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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상관관계 분석결과>
신입여성

채용비율
청 렴 도 고객만족도

조 직

규 모

조 직

연 령

산 업

유 형

신입여성

채용비율

Pearson 

상관계수
1 -.235** -.098 -.007 -.129* .210**

유의수준 .000 .086 .907 .025 .000

N 306 306 306 306 306 306

청 렴 도

Pearson 

상관계수
-.235** 1 .273** .003 .149** -.218**

유의수준 .000 .000 .959 .009 .000

N 306 306 306 306 306 306

고객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098 .273** 1 .222** .385** -.244**

유의수준 .086 .000 .000 .000 .000

N 306 306 306 306 306 306

조 직

규 모

Pearson 

상관계수
-.007 .003 .222** 1 .548** -.330**

유의수준 .907 .959 .000 .000 .000

N 306 306 306 306 306 306

조 직

연 령

Pearson 

상관계수
-.129* .149** .385** .548** 1 -.113*

유의수준 .025 .009 .000 .000 .048

N 306 306 306 306 306 306

산 업

유 형

Pearson

상관계수
.210** -.218** -.244** -.330** -.113* 1

유의수준 .000 .000 .000 .000 .048

N 306 306 306 306 306 306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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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다중회귀분석

1. 다중회귀분석 가정 검증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다중회귀

(muliple lenear regression) 분석이라고 하는데 단순회귀분석에서 고려하

지 않았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독

립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다

중공선성(mu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길곤, 2014). 또한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오차항의 독립성(independence) 가정, 오차항의 등분산(homoskedasticity) 

가정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회귀분석 가정들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1)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검증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다른 변

수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다중공선의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다수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공선성의 문제

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은 문제를 발견해도 해결할 수 있

는 구체적인 통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유무를 판별하는 TOL이나 VIF 통계량 같은 것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

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다중공선성을 이야기한다(Everyone talks about the 

weather, but no one does anything about it and we do say much the 

same about multicollinerity.)”라는 스튜어트(Stewart, 2005)의 말이 이를 

잘 묘사해준다(고길곤, 2014).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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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들 중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와 Tolerance 2가지를 활용하였으며 VI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보다 크면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

고 한다.  VIF=10 값에 해당하는 
 값은 0.9이며 이는 특정 변수의 변

동이 다른 독립변수에 의해 90% 이상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기준이다(고길곤, 2014).  Tolerance는 1/VIF로 정의되며 VIF의 역수이다.  

경험적으로 Tolerance 값이 0.2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해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0.1 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각 변수들의 VIF가 10 이하라도 평균 VIF(mean VIF) 

값이 1보다 상당히 큰 경우라면 경험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를 진단한 결과 4개 독립변수의 VIF 값과 

1개 통제변수의 VIF 값이 모두 10보다 작았으며 Tolerance 값 역시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의 

회귀모델에서 설정한 모든 독립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VIF의 평균값도 1.40으로 1보다 상당히 크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모형의 VIF 진단결과>

변수명 VIF TOL

조직성과
고객만족도 1.287 0.78
청 렴 도 1.144 0.87

조직특성
조직규모 1.646 0.61

산업유형 1.264 0.79
조직연령 1.662 0.60
평   균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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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분산성 검증

   선형의 회귀모형을 설정하기 전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가 오차항의 

등분산성 가정이다. 오차항의 등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분산

성(heteroskedasticity)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오차항에 이분산

성이 존재한다면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추정치가 잘못되어 추정계수에 대

한 가설검정에도 오류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성 발생 여부를 

다음과 같이 산점도 그래프를 통해 관찰하였다.

<그림 4 오차항 산점도>

   그래프에 분포된 점들이 표준점수 0을 중심으로 직사각형의 분포를 

이룰 때 이분산성이 없다고 하는데 위의 산포도 그래프를 통해서는 이분

산성 발생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White 검정을 추가

로 활용하였다1). White 검정에서 동분산성이 귀무가설이고 이분산성이 

대립가설이다. 검정 통계량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며 공식은 다음과 같

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통계프로그램은 SPSS이지만 이 프로그램 팩키지에서는 이분산성을 
검토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관계로 STATA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이분산성을 검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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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결정계수  자유도

   본 연구의 이분산성 검증 결과 고객만족도의 p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렴도, 조직규모, 산업유형, 조직의 연령은 값이 

0.01보다 작아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청렴도, 조직규모, 

산업유형, 조직의 연령은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으나 고객만족도는 이

분산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이분산성 검증결과>

변수명 표준편차 t 값 p 값

조직성과
고객만족도 0.238 0.510 0.607

청 렴 도 3.808 -3.080 0.002

조직특성
조직규모 0.000 2.730 0.007

산업유형 3.207 3.520 0.001

조직연령 0.060 -2.630 0.009

   이처럼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분산성을 제대로 포착하는 모

형이나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분산성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민인식․최필선, 2009). 따라

서 본 연구의 회귀모형과 이분산성을 고려한 추정에서 회귀계수의 표준

편차에 대체로 큰 변화가 없고 회귀계수의 유의성에 변화가 없으므로 이

분산성의 문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소제

곱방법 그대로 유지하되 왜곡이 발생하는 추정계수 표준오차에 수정을 

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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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상관성 검증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이 존재하는 경우 추정된 회귀계수가 불편

성은 유지하지만 효율적이 추정량이 되지 못한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

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더빈왓슨

(Durbin-Watson) 검정이다. DW 검정통계량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DW 검정통계량은 0에서 4의 값을 갖는데 0의 값을 가지면 오차항이 

양의 상관관계를 4의 값을 가지면 음의 상관관계를 자기상관이 없으면 2

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본 연구에서는 더빈 왓슨 검정 결과 1.608로 나

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오차항의 정규성 검증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정규성 가정은 독립변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변수에 적용되는 가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잔차의 분포를 

이용하여 오차항의 정규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P-P(probability-probability) plot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자료가 정규분포

를 따르게 되면 직선 위에 점들이 밀집되며, 그렇지 않고 직선에서 멀리 

떨어진 관찰점들이 많은 경우에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직선 위에 

점들이 밀집되어 있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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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차항의 정규성 검증결과>

      

2. 통합회귀(Pooled Regression) 분석결과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와 조직특성에 따라 신입여성인력 채

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조직

성과는 내생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조직성과로 설정하였으

며 청렴도 조사결과와 고객만족도 점수로 조직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조직특성은 조직의 규모 및 조직의 산업유형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으며 

통제변수는 조직의 연령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중 산업유형의 경우는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SOC를 0, NON-SOC를 1로 조작화한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총 104개 공공기관의 3년치 자료를 알리오(ALIO)와 기관별 경영평가보고

서를 통해 수집하여 조직연령을 통제한 상황에서 조직성과와 조직특성이 

신입여성인력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67 -

<표 13 신입사원 여성채용에 관한 통합회귀분석결과>

회귀계수(β) 표준오차 t값 p>｜t｜

조직성과
고객만족도 0.122 0.240 0.510 0.610

청 렴 도 -11.746*** 3.910 -3.004 0.003

조직특성
조직규모 0.001** 0.000 2.197 0.029

산업유형 11.294*** 3.142 3.594 0.000

조직연령 -0.158** 0.063 -2.516 0.012

절편 124.018*** 37.281 3.327 0.001

n=306, Adjust R-squared = 0.09

*** P<0.01, ** P<0.05, * P<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합회귀모델의 설명력은 

Adjust=0.09로 약 9%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

속변수인 신입여성직원 채용의 총 변동량 중 회귀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변동량의 비율은 약 9%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모델

의 통계적 유의도를 의미하는 F값의 유의확률은 <0.01로 모형이 적합성

을 지닌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본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회귀계수(β)는 각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

할 때 종속변수인 신입여성채용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년도 청렴도는 다른 

모든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신입여성채용에 0.01 유의수준에서 –
11.746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의 전년도 청렴도 

가 1단위 증가할 때 다음연도의 신입여성채용이 11.746만큼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조직연령이 통제된 상태에서 전년도 청

렴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신입여성채용은 11.746단위만큼 감소하는 것이

며 이를 바꿔 말하면 전년도의 청렴도가 1단위 감소하면 신입여성채용은 

11.746 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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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즉 전년도의 성과가 

좋을수록 다음 년도의 여성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Cochran & Wood(1984)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여

성채용과 같은 기업의 책임이나 덕목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관계 향상을 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성과를 제고한다는 

Freeman(1984)의 주장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전년도의 기업평판의 지

표로 볼 수 있는 청렴도조사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를 여성채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이나 공헌활동을 통해 기업평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여성의 채용을 사회적 책임이나 명망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조직평판의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조직의 규모는 다른 모든 조건이 통제되었을 때 신입여성 

채용에 0.05 유의수준에서 0.00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연령이 통제된 상태에서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입사원여성채용

이  0.001 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여유자원이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기업의 규모가 클수

록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원의 수준이 더 클 것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므로 풍부한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여성채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는(Preston & 

O’Bannon, 1997 ; Waddock & Graves ; 1997)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제도적 동형화

가 심화됨에 따라(권소영, 2012) 여성채용이라는 사회적 압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사회나 고객

의 요구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역량이 향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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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산업유형은 다른 모든 조건이 통제 되었을때 신

입여성 채용에 0.01 유의수준에서 11.294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즉 NON-SOC기업이 SOC기업보다 신입여성채용을 11.294 단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업유형에 따라 성별이 분리되는 현상이 공공기관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 기업에 비해 여성고용할당과 같은 국가적 정책

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음에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남성지배적인 분야일수록 여성의 진입이 배제된다는 백수경

(2014)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도 알 수 있듯

이 일단 남성지배적인 산업으로 분류가 되면 접촉가설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이 성비가 불균형한 조직에서는 과소대표된 여성집단과의 접촉결여

가 정보부족을 결과하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차별이 지속되면

서 이로 인해 성별분리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앞선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12>에서 관찰되었듯이 산업유형이 

모든 변수에 대해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기관의 산업유형별에 따

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관찰해보기 위해 SOC 기업과 NON-SOC기업의 조

직성과와 조직특성이 신입여성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SOC기업의 조직성과와 조직특성이 신입여성채용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9%이나 모델의 통계적 유의도를 의

미하는 F값의 유의확률은 >0.01로 모형이 적합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SOC기업의 경우 조직성과와 조직특성이 신입여성채용에 미치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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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SOC기업의 신입여성채용에 관한 통합회귀분석결과>

회귀계수(β) 표준오차 t값 p>｜t｜

조직성과
고객만족도 -0.122 0.502 -0.243 0.809

청 렴 도 -11.886 8.529 -1.394 0.169

조직특성 조직규모 0.001 0.001 1.627 0.109

조직연령 -0.305 0.174 -1.759 0.084

절편 135.528 84.083 1.612 0.113

n=60, Adjust R-squared = 0.69

*** P<0.01, ** P<0.05, * P<0.1

   반면 NON-SOC기업의 조직성과와 조직특성이 신입여성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5%이며 모델의 통계적 유의도

를 의미하는 F값의 유의확률은 <0.01로 모형이 적합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표 15 NON-SOC기업의 신입여성채용에 관한 통합회귀분석결과>

회귀계수(β) 표준오차 t값 p>｜t｜

조직성과
고객만족도 0.038 0.279 0.138 0.891

청 렴 도 -10.011** 4.463 -2.243 0.026

조직특성 조직규모 0.002** 0.001 2.564 0.011

조직연령 -0.137** 0.069 -1.988 0.048

절편 129.233*** 40.258 3.210 0.002

n=246, Adjust R-squared = 0.65

*** P<0.01, ** P<0.05, * P<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청렴도는 다른 모든 조건들이 통제된 상

태에서 신입여성채용에 0.01 유의수준에서 –10.011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의 전년도 청렴도 조사결과가 1단위 증가할 때 

다음연도의 신입여성채용이 10.011만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조직연령이 통제된 상태에서 전년도 청렴도 점수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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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오히려 신입여성채용은 10.011단위만큼 감소하는 것이며 이를 바꿔 

말하면 전년도의 청렴도 점수가 1단위 감소하면 신입여성채용은 10.011 

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의 규모는 다른 모든 조건이 통제되었을 때 신입여성 

채용에 0.01 유의수준에서 0.00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연령이 통제된 상태에서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입사원여성채용

이 0.002 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조직연령은 0.05 유의수준에서 신입여성채용

에-0.13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연령이 늘어날수록 

신입사원여성채용이-0.137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분석결과 NON-SOC 기업이 고객만족도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추가적으로 시행된 산

업유형별 분석결과로 볼 때 산업유형이라는 변수는 공공기관의 신입여성

채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조직연령의 경우 종속변

수인 신입여성채용에 0.05 유의수준에서 –0.158만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연령이 1단위 증가할수록 여성채용은 0.158 단위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구조적 관성이 높아지

게 되어 조직변화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Hannan & Freeman, 1984). 즉 조직의 안정성인 조직연령이 높아질수록 

변화에 저항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여성’이라는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고객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나 신입여성채용에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즉 전년도의 고객만족도 결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다음 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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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비율에 어느 정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같은 비재무적 성과일지라도 고객만족도와 청렴도가 반대 방향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이는 고객만족도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숫

자가 기업의 고객접근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고객만족도가 상승한다는 

이원희(2010)의 연구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고객만족도와 여성인력

간에는 선순환적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즉 우머노믹스

(Womenomics)라는 단어가 뜻하듯이 여성이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경제

현상이 심화되면서 여성고객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만족도와 여

성채용비율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2008)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쟁 환경에 노출된 기업들은 다양성 관리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 대응을 위해 여성인력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공공기관을 둘러싼 

경영환경에 민간부문과의 경쟁이 증가될수록 공공기관 여성채용비율과 

고객만족도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고

객만족도 의 경우는 장기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찰한다면 가설을 지

지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4절 가설 검정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와 조직특성이 신입여성사원채용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직의 성과는 고객만족

도와 청렴도조사결과로 조직의 특성은 조직규모, 산업유형으로 변수를 

조작화 하여 공공기관의 여성채용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통합회귀분석

(Pooled Regression)을 통한 조직성과 및 조직특성이 여성채용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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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직성과에 대한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 <가설 1>은 공공기관의 조직성과가 높을수록 여성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는데, 회귀분석 결과 조직성과를 대

표하는 독립변수와 여성채용과의 관계를 설정한 하위 가설 2개 중에서 2

개의 가설 모두 기각되었다.

<표 16 조직성과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가설 내용 결과

<1.1> 전년도의 고객만족도가 높을수록 다음 연도 신입사원 여성채용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기각

<1.2> 전년도의 청렴도가 높을수록 다음 연도 신입사원 여성채용 비율
이 높아질 것이다. 

기각

  먼저 조직성과에 대한 <가설 1.1>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전년도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음 연도 여성채용이 높을 것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회귀 분석 결과 고객만족도의 회귀계수는 가설의 방향은 지지하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청렴도의 회귀계수는 –11.746이며 0.01 유의수

준에서 유의미하지만 가설의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 청렴도에 대한 회

귀분석 결과는 기업이 조직의 평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년도의 청렴

도가 저조할 경우 다음 연도에 여성채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

함으로써 조직의 평판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고객만족도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가설의 방향

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아 고객만족도는 고객의 접근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런 고객의 접근성은 조직내 여성인력의 숫자가 높인다는 이원희(2010)

의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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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특성 대한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 조직특성에 대한 가설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는

데 <가설 2>는 여유자원기반이론에 근거하여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즉 

조직 구성원의 숫자가 많을수록 다음 연도의 신입사원 여성채용 비율 높

아질 것이며 <가설 3>은 산업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여성인력 채용비율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공공기관을 산업유형별로 분류하여 분

석해보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조업과 비제조업으

로 산업유형을 양분하는 것을 활용하여 SOC기업과 NON-SOC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NON-SOC기업이 SOC기업에 비해 여성채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 조직특성을 대표하는 

독립변수와 여성채용과의 관계를 설정한 가설 2개 중에서 2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표 17 조직특성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가설 내용 결과

<2> 조직의 규모(조직 구성원의 숫자)가 클수록 다음 연도 신입사원

    여성채용 비율이 높을 것이다.
채택

<3>조직의 산업유형에 따라 신입사원 여성채용 비율이 달라질 것이다.

<3-1> 非SOC 산업유형의 공공기관 신입사원 여성채용비율이 SOC 산

업유형의 공공기관 신입사원 여성채용비율보다 높을 것이다.  

채택

   먼저 가설 2의 회귀분석 결과는 회귀계수 0.001로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회귀계수의 크기가 크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여유자원이론이나 제도이론과 관련된 선

행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조직의 규모에 해당되는 조직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조직은 사회나 고객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해 적

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런 사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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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는 11.294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NON-SOC

기업이 SOC기업에 비해 여성채용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선행연구 

결과처럼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산업유형에 따른 여성채용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산업유형에 따라 성별이 분리되는 현상이 

공공기관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 기업에 비해 여성고

용할당과 같은 국가적 정책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남성지배적인 분야일수록 여성

의 진입이 배제된다는 백수경(2014)의 선행연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그동안 다양성이론 등을 바탕으로 여성인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런 연구를 통해 여성인력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여성인력 

채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연구범위

를 확대하여 기업체의 여성인력 채용특성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는 등 

수요자인 기업의 채용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수요’측의 논

의도 주목받고 있다(안수영,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어 조직의 성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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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여성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조직의 성과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재무적 

성과에 치중하였던 것과는 달리 비재무적성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의 여성

채용 및 여성인력 활용 등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여성인력이 기업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에 치중되어 본 연구가 분석해보고자 

하는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여성인력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나 특성 등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과 관련된 

이론과, 여성인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조

직의 성과와 특성이 여성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연구방향을 기초로 조직의 성과가 좋을수록 여성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설과 조직의 특성에 따라 여성채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기

관의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조

직의 성과 그 중에서도 비재무적성과와 조직의 특성 그 중에서도 조직 

규모와 산업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조직연령을 통제변수로 두고 모형을 구

성하였다. 통합회귀(Pooled Regression)모형을 통하여 본 연구가설을 검

증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산업유형이 각 공공기관의 여성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유형별로 기관을 분류하여 조직성과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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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여성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통합회귀모형 분석 결과 조직성과중에서 청렴도만 여성채용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가설의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고 고객만

족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가설의 방향은 지지

하였다. 고객만족도의 경우 비록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는 않았지만 가설의 방향을 지지하였다는 점에서 좀 더 장기간의 데이터

를 축적하여 관찰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고객만족도와 같은 조직의 비재무적 성과라는 장

기간에 걸쳐 조직의 전략이나 목표 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며(김원

배, 2001), 향후 공공기관에 민간기업과의 경쟁요소가 증가할수록 시장성

에 민감해질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여성인력 채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청렴도의 경우 가설의 방향은 지지하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전년도의 청렴도조사결

과가 저조하면 다음 년도의 여성채용이 늘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

다. 이는 여성채용이라는 것을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자 기업의 덕목으로 

여겨 전년도의 기업의 평판을 나타내는 지수인 청렴도 조사결과가 낮으

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음 년도의 여성채용 등을 늘임으로써 기업평판

과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

이론 등에서 사회적 책임과 기업성과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주장한 바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직특성 중에서 조직규모와 산업유형은 여성채용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의 방향도 지지하였다. 조직

의 규모와 여성채용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조직의 규모가 늘어날

수록 여성채용이 늘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조직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성채용과 같은 사회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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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여유자원이론에 근거한 논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Preston & O’Bannon, 1997 ; Waddock & Graves, 1997). 

   산업유형과 여성채용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NON-SOC기

업이 SOC기업에 비해 여성채용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OC

와 같은 남성지배적 산업일수록 해당 자리는 남성으로 예정되고 여성의 

진입은 배제된다는 백수경(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인력채용

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인력채용에 있어서 정부의 관리

를 더 받는 공공기관에서조차도 기관이 속한 산업유형에 따라 인력채용

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서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산업유형이 전 부문에 걸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을 산업유형별로 분류하여 조직성

과와 조직특성이 여성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는데 

NON-SOC조직의 경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반면 SOC조직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NON-SOC조직

이 SOC조직에 비해 전통적으로 여성지배적인 산업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채용비율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의 성과 및 조직의 특성이 여성채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증명해준다. 조직의 성과와 관련된 부분은 비록 모두 

가설을 지지하지는 않는 결과를 보였지만 조직이 조직의 평판관리를 위

해 여성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고 

조직의 특성 중 조직규모와 산업유형이 여성채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임을 통계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공기관의 인

력채용에 대한 정부의 사전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가진 고유의 특성

이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공공기관 인력운영에 있어서 조

직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을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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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즉 공공기관에 인력운영에 대한 정부의 통제 

외에도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내외의 환경과 특성이 인력채용에 영향

을 끼치고 있는만큼 공공기관 인력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

는 것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담보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한국의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수행기관으로 활용되어 현재

까지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영성과평가제도에 의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닌 사전통제를 받고 있어 인력운영과 같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부분마

저도 정부평가기준에 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통제에도 불

구하고 공공기관의 인력채용 그 중에서도 여성인력 채용비율은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명 정부의 통제 이외에 어떤 요인이 기관별

로 여성채용비율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본 연

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성과와 특성과 같은 조

직이 갖고 있는 어떤 요인이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연

구해보고 경험적 증거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재무적 성과 중에서 청렴도는 여성채용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가설을 지지하

는 방향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긴 했지만 조직이 여성인력 채용을 통해 

조직의 평판이나 위기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으며 조직의 

크기가 클수록 여성채용이 늘어나고 공공기관중 남성지배적 산업으로 분

류되는 분야에 관계된 SOC기업이 NON-SOC에 비해 여성채용비율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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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계획에 의해 각 기관의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고유의 

성과와 특성이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

는 공공기관의 인력운영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통제와 같은 외부적 압력 이외에 공공기관 스스로의 자율적 기제

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경영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의 자율

성이 있어야 함에도 공공기관의 경우는 경영의 가장 기본 전략인 ‘인력

운용’그 가운데서도 핵심인 ‘채용’에 있어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

도 등을 통해 교묘하게‘자율성’이 박탈되어 오고 있음에도 스스로의 

자율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나 경영평가를 통한 사전적인 통제가 공공기관의 자

율성과 효율성에 역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된 ‘고졸채용’의 경우 

2013년까지 2,122명으로 급증했지만 2014년의 경우 1,933명으로 줄어들

었으며 2015년의 고졸자 채용규모는 1,722명으로 더 줄어들 전망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일자리 정책의 무게 중심이 시간선택 일자리, 경

력단절여성 우대 등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매번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밀어내기’식의 인력운영 또는 고용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우 각 조직의 경영여건이나 상황

에 맞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경영성과평가의 평가지표를 통한 사전적 평가가 행해

지기 때문에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정책수행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이 가진 위상

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분야의 정부정책들이 공공기관을 통해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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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정부정책이 공공기관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회전반에 걸쳐 ‘가시성’을 강조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에게 끊임없이 조직의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고 

조직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인적 관리 분야에서 끊임없는 구조

적 개선을 촉구하는 시대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서 공공기관

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등을 통한 사전통제에 의해 혁신을 요구받고 있

으며 이런 혁신이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조직이 대국민 서비스나 재

화를 생산함에 있어 ‘적정 투입물 조합(optimal mix of input)’을 선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외부자보다 생산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내부 경영진이 인사 등 조직 관리의 재량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성

명재,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공

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방만한 인력운용이나 부정채용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에 대한 재량권은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력관리

의 재량권 인정을 통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

기관의 책임경영을 구현하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채용’을 조직의 자율성과 연관시켜 바라보는 시각 이외

에도 ‘여성채용’이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과연 적정한 

방안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채용’과 같

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

고 여성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성

채용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인력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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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해야 한다거나, 공

공기관이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해줘야 한다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에서 탈

피해야 한다. ‘여성채용’이라는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것을 경제

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도 편협하고 혹은 ‘여성’이라는 아직까

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도 타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성채용’그것도 어떤 강제적 규범

에 의한 채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혼재하기 때문에 이 부

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여성채용을 공공기관을 통해 정책적으로 독려하

는 단계에서 벗어나 여성인력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교

육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수한 

여성인력 pool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며 여성채용의 비율이나 채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조직은 조직이 지닌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인력 채용과 같은 조직의 정책에 스스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꼭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관리가 아니더라도 조직의 구조적 특

성, 조직의 성과와 같은 내부적 요인이 그 조직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이

나 경영관리 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

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외부적 압력이 아닌 조직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

보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본 연

구가 지닌 정책적 함의라 할 수 있겠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크게 네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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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포

함시키고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하였다. 기타 공공기관은 법적으로는 준

정부조직에 속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 밖에 놓여있다

는 이유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2014년 기준 기타공공기관

은 185개로 공공기관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결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타 공

공기관까지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이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변수를 측정해야 하지만 여성채용 영향요인에 

관한 관련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지금까지의 여성인력에 

대한 연구들은 여성인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는데 조직성과의 경우 비재무적 성과가 아닌 재무적 성과에 집중된 경우

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재무적 성과의 경우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였으며 전 공공기관에서 관찰될 수 있는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측

정지표로 삼을만한 변수의 종류가 많지 않았다. 또한 조직특성의 경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임에도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규모, 산업유형으

로 한정하였기에 풍부한 해석이나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

었다. 이외에도 임금결정 논리에 따른 여성채용 영향이나 사용자의 성향

에 따른 여성채용 영향 등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면 좀 더 다채로운 연구결과가 관찰될 수 있었을 것이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탐색적으로 측정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다양한 변수를 찾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만약 모든 

공공기관에 통용될 수 있는 비재무적성과 측정변수와 좀 더 다양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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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수들을 발굴해 낼 수 있었다면 연구의 깊이가 더해지고 기타 공

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연구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조직 

연령을 통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리더십 등의 변수를 모형에서 고려하여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각 

공공기관 조직이 고유하게 가지는 특성 요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

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셋째, 관찰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알리오 시스템에는 임직원 수, 부

채, 자산 등이 포함된 요약대차대조표 등에 관한 최근 5년간(현재 2013

년 결산 기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필요한 독립변수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일부기관의 경우 동 기간 동안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

관으로 재분류되어 그 이전 자료들과의 동질성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성과의 경우 전년도 성과를 기

준으로 다음 연도의 여성채용비율을 관찰함에 따라 본 연구는 알리오 시

스템에 공개된 5년간의 자료 중에서 2011년에서부터 2013년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측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

집하였다. 만약 관찰 기간을 더 늘이고 관찰에서 제외되는 조직을 최소

화하여 안정된 패널분석을 한다면 방법론적으로 더욱 충실한 연구결과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넷째, 추가적으로 논의의 입증을 위해서 각 기관 채용담당자의 인터

뷰나 설문조사 같은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연

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인터뷰나 설문조

사를 통해 각 기관 고유의 조직문화가 ‘여성채용’과 같은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면 더욱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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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n Women Recruitment 

of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 focusing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Kim, Hee Jung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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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esources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order to manage the 

organization from the past and the starting point of such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the “recruitment”.  

   But to the importance of female workforce due to the probl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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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birthrate and aging is out of the question, so the central axis of 

the economy moves to the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industry 

and software that emphasizes emotional collaboration, prophecy of 

Peter Drucker “The 21st century is the age of women” has been 

increasingly realized.

   Swimming with the current of the tide, each company has operated 

strategically recruitment of women resources with discovering the need 

and importance of them and many research results are produced to 

support the positive aspects of female resources of the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s on women 

recruitment of Korean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playing 

role as governmental policy agencies. Generally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women recruitment and organizational 

financial performences however this paper concentrated upon 

non-financial performence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he 

reason why this research focused on organizational non-financial 

performences is because the main purpose of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is basically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which cannot be 

easily indicated financial performance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i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degree of scale and 

the type of industry, to want to observe the effect on the recruitment 

of women, the age of the organization in the control variable, this 

paper has set the model. While existing research of female personnel is 

concentrated th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female 

employees, this paper is trying to study  the effects o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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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ment of the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focusing on 

organizational non-financial performance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because at this point there are few female executives 

who can affect organizational financial performances so it is not 

significant to study effects on female workforce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s. So this research analyzes relationships between 

non-financial performances and women resources because these 

variables can be used to make results of this paper more proper.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there was a (+)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women recruitment rate,  

and independent variables—size of organization, type of industry. In 

addition there was a (-)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women recruitment rate, and independent variable—the  

integrity. However, in terms of non-financial performance — customer 

satisfaction ha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set up organizational age which may affect the women 

recruitment rate as a control variable, there was a (-) significant 

relationship on women recruitment rate.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studies, this research could find that as the organization is getting old 

there was a tendency to oppose the change like ‘women 

recruitment’.

  This study shows among non-financial performances, as the indicator 

of the reputation of the organization such as integrity is getting low 

the organization has a tendency to control its reputation to follow 

social responsibilities such as hiring new female employees. Also this 



- 100 -

research could find that the larger organizations recruit more female 

employees due to its slack of resources and organizations can also be 

affected by its type of industry which had a great influence. These 

results display empirically women recruitment rate is influenced by its 

organizational non-financial performance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part from government policies on women recruit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can analogize that ensuring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has to be implemented preemptively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such as workforce operation which can 

impact on management of organization in the future. Furthermore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at the careful and meticulous approaches of 

government are required to the variable business strategies of Korean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including workforce operation.

   This research utilized SPSS, used empirical data, and conducted 

pooled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tc. 

keywords :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 Women recruitment,       

             Non-financial performance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tudent number : 2014-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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