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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성별 다양성은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로 정의하였으며,

조직성과는 기업의 성장성 지표로서 1인당 매출액, 노동생산성 지표로서

1인당 부가가치로 정의하였다.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인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자료 중 2007년에서 2017년

까지의 총 6기(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에 대해

공공부문(공공조직)과 일반사업장(민간조직)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다양성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미치는 영향

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두 조직을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여성 근로자 비율은 조직성과인 1인당 매출액 및 1인당 부가가

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조직

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매출액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여

성 근로자들의 인적 구성 차이나 여성 친화 제도 유무 및 활성화 등에

의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학력수준과 기술수준의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조직의 경우 민간조직

과 비교하여 여성 근로자의 학력수준과 기술수준이 높고, 비교적 연령이

균등하기 때문에 민간조직과는 다르게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조

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인 1인당 매출액 및 1

인당 부가가치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공공조직의 경

우에는 오히려 1인당 매출액에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유의수준 1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조직의 경우에는

1인당 매출액 및 1인당 부가가치 모두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유의수준 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 관리자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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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조직성과인 1인당 매출액 및 1인당 부가가치에 정(+)의 방향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다뤄진 조

사자료의 수가 공공조직보다 민간조직이 약 8배 이상 많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직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조직성과에 정

(+)의 영향을 보인 것은 공공조직에 비해 이익추구를 지향하는 성격이

더 강한 민간조직에서 관리자가 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 가시적

인 성과를 보이려는 속성이 있고 이것이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여성의 고용과 관리자로의 육성 방향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본

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정한 경쟁을 거친 채용이었음을 가정한다면

입사 후 여성 근로자가 조직 내에서 직무 능력 발휘에 제약점이 있는지

에 대한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점들로 인해 직무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거나 저하된다면 이는 조직의 성과 달성에 문제점을 야기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제약점이 발견된다면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

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 관리자의 육성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이 궁

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하는 인재로의 육성은 여성 관리자 증가

및 조직성과 향상이라는 관계가 상호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주요어 :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조직성과, 공공조직, 민간조직

학 번 : 20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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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에서 구조화되고 관행화된 남녀간 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여성 고용이 확대되

고 차별적 요인들이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적용대상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와 공단, 5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기업

에서 여성의 고용을 촉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

2020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이며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2%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

정이다.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의 여성 경

제활동 참가율1)은 2020년 52.8%로 10년 전인 2010년 49.6%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른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2) 또한 2019년 60.0%로 OECD 평균 65.1%

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8년 전인 2011년의

54.9%와 비교해도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한다. 반면 일본과 미국의 2019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 72.6%, 68.9%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에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74.9%이며, 영국은 74.4%, 프랑스는 68.2%

로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욱 저조해 보인다.

1) 만 15세 이상 전체 여성인구 중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전체 여성인구 중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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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 중 하나이며, 여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 또한 더욱 급격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구조가 고령층 인구는 증가하고 청장년층 인구는 감소하는 전형적인 항

아리형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는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국

가 세수의 기반이 되며 미래 국가의 재정적 안정성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경영성과와 효율성 향상 방안 측면에서도 여성의 고용은 중요

하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Cox & Blake(1991)는 기업에

서 여성 관리자, 여성 근로자의 존재는 조직성과를 향상하여 기업의 가

치를 더욱 높인다고 논의하였으며(Sandroff, 1988; Trost, 1989; Wright,

Ferris, Hiller & Kroll, 1995), 임희정(2008)은 여성의 고용 확대 및 주요

보직으로의 진출은 기업의 투명성, 공정성, 다양성, 고객의 니즈를 충족

시키는 21세기형 감성 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창의와 혁신으

로 발현되어 기업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논의는

여성을 고용하는 것이 단순하게 남성이 현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고용 참여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에 더 초점을 두

는 것으로 좀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권장

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증대가 가져오는 부정

적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은 조직 내 소수집단의 증가로 구성원 간에 갈

등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구성원들을 경쟁상황으로 내몰리게 한다고 본

다(Blalock, 1967). Shrader et al.(1997)이 포춘(Fortune) 기업 중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기업의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Adams & Daniel(2009)

은 이사회 내에서의 여성 비율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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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결론내었다. 엄동욱(2009)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

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여

성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1인당 매출액의 경우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조직 내 여성인력과 조직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국내외의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공공조직

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력과 조직성과와의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조직과 공공조직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다양성이 기업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여성인력 증가를 통한 성별 다양성 확보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

양성관리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별 다양

성이 기업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의 고용 및 여성

관리자의 확대가 조직의 경쟁우위 요소 및 인적자원 관리라는 전략적 수

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성별의 차이만 가지고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낮으니 정책적으로 무조건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본 연구를 통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여

조직성과 창출 측면에서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의 필요

성을 논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별 다양성에 대한 이론,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

성별 다양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이후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는 가설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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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공과 민간의 각 조직 내에서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격년 사

업체패널 조사자료3)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

국노동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수요와 고용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전반적인 인적자원 관리체계와 노사관계를 평가하여 바람직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

해 사업체단위를 패널화한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업체

패널 조사는 사업장 단위의 표본조사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수

집되어 있는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

에서 30인 이상 규모인 모든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을 제외한 조사 대상 표본사업장은 ｢전국사업체조사｣의 산업과 규모 및

지역을 모두 고려하여 층화추출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구분에 따른 사업장 중 20인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및 지방 공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4).

위의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여성인력 증가를 통한 성

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여성 근로자 비율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 관리자 비율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비교하여 보

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3) 공공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07년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공부문 정의 적용을 위해 2007년 자료부터 활용

4) 사업체패널 1～7차 조사자료 User’s Guide, version 1.61



- 5 -

패널데이터 분석은 변수들 간의 동적 관계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며,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요인들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고 비교

적 효율적인 추정량을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설명변수들을 다

양한 형태 변형을 통해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도 완화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제공하는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함

으로써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는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분석에는 STAT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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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성별 다양성

‘다양성(diversity)’을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하는가는 국가 및 사회적

‧문화적인 상황, 연구의 관점 또는 연구자의 성향 등에 따라 인식들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인식 차이만큼 일관된 연구결과 또한 부

족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얻기란 쉽지가 않다. 기본적으로는 다양성이

라 함은 “하나의 사회단위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Jackson et al., 1995),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구분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특성이나 특질”이라 정의될

수 있다. Thomas(1992)는 다양성에 대해 인종과 성을 넘어 연령, 조직근

속, 기능적 배경, 교육적 배경, 신체적 상태, 라이프스타일, 종교 등 모든

차이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정의했다.

집단적 차원에서의 다양성은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특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Frink, et. al, 2003; Campbell &

Minguez-Vera, 2008). Milliken & Martins(1996)는 조직 다양성 연구에

서 개인의 이질적 속성으로 인종‧민족적 배경, 국적, 성별, 연령, 성격,

문화적 가치,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적 배경, 기능적‧직업적 배경, 산업경

험, 조직 또는 집단 재직기간 등을 제시하였다. 다양성 연구자들이 말하

는 다양성의 현실적 범위는 “조직 혹은 집단적 구성원으로서의 인력 혹

은 노동력(workforce)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된다(Muhammad, Isabel

& Carol, 2015).

다양성 자체는 긍정적‧부정적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중립적인 개념이

지만, 다양성 관리는 기존의 동질적‧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변경하고 인력

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개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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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이상호, 2002).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에 따른 ‘성별 다양성(gender diversity)’은

“조직의 노동력으로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개별 사회적 집단이 가지는

특성의 다양함 혹은 이질적인 특성 전부”를 일컫는 용어이다. 그래서 성

별 다양성의 관리는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적 성별(gender)에 기초

하여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남녀에 대해 다양한 노동력

을 효율성과 공정성에 기초해서 활용하는 조직의 노력이나 과정”을 의미

한다(Marinova, Janneke & Chantal, 2016; Ali, Kulik & Isabel, 2011).

이론적으로 성별 다양성은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로 비유될

만큼, 조직에 도전과 기회를 함께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잡한 개념으로

취급된다(McMillan-Capehart & Simerly, 2008; Pitts, 2009; Carter, et.

al, 2010).

성별 다양성 이론은 어느 조직에서 성에 따라 특정 성에 차별이 실제

로 존재한다면 그러한 차별이 사회적 이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있다. 성별 다양성

관리는 “남녀 개개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하고, 그에 맞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즉, 성별 다양성 관

리는 남자와 여자 어느 집단도 성별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받

지 않을 공정하고 형평적인 업무환경에서 서로 간 이질적으로 노동력을

구성하고 잠재력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성별 다

양성이라 함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평상시에 인지하고 있는 일상생활

에서의 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특

정 조직에서 구성원이 생각하는 고위직 및 하위직에서의 상대적 성비균

형(counter-balance), 전체 인력의 성별균형(gender balance) 등의 요인

으로 성별 다양성의 주관적 측정(subjective assessment)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Klein, 2015; Niels & Anders, 2015; Nix, Perez-Felkner

& Thoma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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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조직 활동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높은 성과의 달성이다. 정부나 기업이

시도하는 조직 개혁이나 혁신 노력들은 결국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활동들인 것이다(김근세·이경호, 2005). 그러나 조직성과는 조직을 분석

하는 연구자들의 주류적 관점 혹은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관에 따

라 사회적으로 구성된(socially constructed) 개념이기 때문에 조직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정무권, 2010;

Brewer & Selden, 2000; Campbell, 1977).

장희란‧박정수(2015)에 따르면 조직성과라 함은 그 자체로써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연구자마다 개념에 대한 정의가 상대적이다. 조직

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직성과를 일률적으

로 정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왕태규(2007), 박정수‧유효정(2011)은 조

직성과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는 목표의 달성도를 효과성으로 보는 관점이다. 둘째는 목표 달성

도를 능률성과 효과성을 포함하여 보는 관점이다. 셋째는 능률성과 효과

성에 더하여 대응성과 형평성을 포함하여 보는 관점이다. 넷째는 능률성

과 효과성에 공정성을 더하여 보는 관점이다. 조직성과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어떠한 지표로 조직성과를 측정할지에 대한 것을 크게

나누면 경제적, 재무적 차원의 성과와 심리적, 행위적 차원의 성과로 나

눌수 있다. 경제적, 재무적 성과로는 수익성과 성장성, 생산성 등 주로

조직성과의 계량적 지표들이 포함되며, 심리적, 행위적 성과에는 조직 몰

입도, 직무 만족도 등 기업성과의 비계량적 지표들이 포함된다. 공공조직

의 경우에는 일반적 성과와 더불어 공익성을 조직성과 달성의 중요한 측

면으로 다루고 있다.

민간조직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조직성과를 경제적, 재무

적 성과로 측정하고 있다. 성효용(2012)은 기업의 성과를 총자산순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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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ROA)과 매출액수익률(ROS), 자기자본순이익률(ROE)로 측정하였으

며, 노현탁(2014)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과를 1인당 매출액으로 측정하였

다. 경제적, 재무적 성과로 측정한 연구 외에 임희정(2010)은 직장만족과

조직몰입이라는 근로자의 태도와 혁신성과 기업 이미지라는 기업의 주관

적 성과를 조직성과로 보았다.

공공조직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로는 대표적으로 공공

기관 경영실적평가 점수가 있으며,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 재무성과, 고

객만족도 등을 조직성과 지표로 활용한 연구들도 있다. 공공기관 경영실

적평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조직의 재무적인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도를 공공기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대리하는 평가체계로 보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성과로 측정

하고 있다.

공공조직에 대한 성과연구에서 사용된 다른 지표들로는 민간조직과 마

찬가지로 경제적, 재무적 성과 지표가 있다. 임정철(2015)은 기업성과 및

노동생산성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영

업이익을 조직성과로 연구하였다. 유재민(2012)은 인건비 1원당 부가가

치와 1인당 매출액, 자발적 이직률을 조직성과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 외

에 김인(2008)과 강제상‧류상원(2007)은 고객만족도 결과를 조직성과의

지표로 연구하였다. 김보은(2019)은 공공조직의 조직성과 지표로 국민권

익위원회의 내‧외부 청렴도 결과와 매출액을 사용하였다.

최륜(2015)에 따르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공공기관의

핵심과제이므로 경제적, 재무적 성과인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

또한 공공조직의 중요한 조직성과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비교를 위해

공통적으로 연구되는 지표인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를 조직성과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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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성별 다양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1. 성별 다양성과 조직성과

임희정(2008)에 따르면 기업의 입장에서 여성을 고용하고자 하는 유인

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여성이라는

성별을 일종의 자원(resource) 개념으로써 보는 관점이다. 기존에 조직

내의 근로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이라는 성별이 갖는 차별성으로 인해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경쟁우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같은

여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여성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있어 남

성보다 용이하다는 점이 경쟁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관점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조직 내 여성 근로자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

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를 지원하거나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

에게 국민연금을 통해 공적자금 투자 비중을 높이는 사례들은 여성의 사

회적 진출과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강제적 제

도 시행이 기업의 성과와 기업 가치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여성 차별 기업 명단’을 예로

들 수 있다. 강제성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기업이 여성의 고용 등 양

성 평등 실현에 소홀히 한다거나 노력이 미흡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

됨으로써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번째는 남성 중심의 조직에 여성 고용 확대를 통한 성별 다양성 확

보로 기존과는 다른 특성과 시각이 제공된다는 관점이다. 이는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거나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조직 내 성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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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의 증가가 기존의 경우보다 다양한 시각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

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 내 다양성은 조직 구성원 간의 이질성

(heterogenuity)을 증가시킴으로 공감대 형성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유

발하기도 한다. 나아가서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들끼

리 일종의 패거리 문화를 형성하여 조직에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와 같이 여성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나타나는 성별 다양성은 기업의 성과

와 장기적인 성장 기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둘

다 있다. 세 가지 관점에 대해 요약하여 보면, 여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 남성 근로자 중심의 조직에 새로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들은 분석대상과 분석모

형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성

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보고 등 다양하고 일관적

이지 않다.

조직 내 성별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성별을 포함

하여 조직 내 구성원들이 다양해질수록 구성원 간 소통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Kanter, 1977; Smith et al., 2006). Cox and Blake(1991)

는 성별 다양성을 포함한 인적 구성의 다양성 관리가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더하여 소수 집단 구

성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조직들, 즉 다양성이 높은 집단이 동질적 집단

에 비해 구성원 간의 지식 공유와 창의적인 대안의 도출, 복잡한 문제해

결 능력, 과업 성취도 등에서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한다고 보았다(Cox,

1994). Ali et al.(2011)은 호주의 여성고용평등기회(Australia’s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Agency: EOWA) 자료를 이

용한 성별 다양성과 기업성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시차에 따라 성별

다양성과 생산성 간에 차이가 발생함을 보였다. 5년의 시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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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성별 다양성과 생산성이 정(+)의 선형관계를 보였으나, 2년 시차의

경우에는 성별 다양성에 의한 긍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성별 다양성의 효과를 조직성과에 나타나게 하려면 2년 이상

의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였다.

국내 연구로는 김수한(2015)이 여성 사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조직 내

부 역량이 강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것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격년으로 조사된 인적자본기

업패널(HCCP)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분석결과로 여성 평사원 비율이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업무절차의 효율성, 원가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조직의 내부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노현탁(2014)은 산업환경의 역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성별 다양성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안선민(2016)

은 다양성 관리가 공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

내의 여성 비율의 증가가 조직의 재정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대체로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

라는 연구들은 성별을 포함한 조직의 다양성 증가가 과업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과업 과정의 변화가 조직의 성과를 증가시킨다는 논리로

연구의 결과들을 설명한다(Williams and O’Reilly, 1998).

위의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는 반대로 조직성과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은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동

질적 집단에 비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증가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구성

원들을 경쟁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Blalock, 1967).

Earley and Mosakowski(2000)는 동질적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

은 집단보다 동일한 의견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갈등 없이 의사

소통을 더 자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동질적 집단이 이질

적 집단에 비해 더 협조적이고 감정적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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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Holzer and Neumark(1999)는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AA)가 직무 자격이 미흡한 여성 근로자 또는 소수

인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AA제도 하에서 고

용된 여성과 소수자들의 학력수준이 대체로 낮지만, 이들이 속해있는 조

직의 성과가 낮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

연구로는 성효용(2012)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다양성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있

다. 이 연구는 여성 고용과 기업성과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OLS

와 2SL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

과 기업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여성 관리자와 조직성과

성별 다양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성별 다양성

중 여성 관리자 확대를 통한 성별 다양성 확보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긍정적, 부정적 또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보고가 혼재하고 있다.

Cater et al.(2003)은 포춘(Fortune)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

업 이사회의 인종 및 성별 다양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이 연구에서 이사회의 다양성은 인종으로는 히스패닉, 아시아인, 흑

인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성별 다양성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

하였으며, 기업가치가 이사회에서 유색인종 또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고 하였다. Catalyst(2004)

는 Fortune 500대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의 여성 임원

의 비중이 높은 상위 25% 기업들의 자기자본순이익률(return on equiry,

ROE)과 총주주수익률(total return to shareholders, TRS)이 여성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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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낮은 하위 25% 기업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고 밝히며 여성

임원의 확대가 기업의 재무성과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Smith et al.(2006)은 덴마크 기업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고위직과 이

사회에서의 여성 비율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고위직 여성 비율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는 고위직 여성 관리자의 자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하

고 있다. 여성 관리자 비율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덜 부패하다는 기본 성향 차이를 근거로 조직의 부패 수준 정도와 연결

하여 많이 논의되기도 한다. Campbell & Minguez-Vera(2008)의 연구도

기업 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이 이사회가 갖는 기능 중의 하나인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시켜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있다. 국내 연구로 이주희(2003)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제1차 사업체패

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여성이 관리직에 진출한 기업이 그

렇지 못한 기업과 비교하여 고객의 욕구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반대로 여성 관리자 확대를 통한 성별 다

양성의 확보가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Shrader et al.(1997)은 포춘(Fortune) 기업 중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여

성 관리자 비율과 기업가치, 여성 최고위 관리자 비율과 기업가치, 이사

회의 여성 비율과 기업가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때 기업가치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순매출액수익률(ROS)과 총자산

순이익률(ROA), 투자수익률(ROI),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활용하였는

데,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 최고위 관리자 비율, 이사회 여성 비율과 기

업가치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우에 따라

서는 여성 비율과 기업가치 간에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

타나기도 하였다. Earley and Mosakowski(2000)는 이사회 내에서의 성

별 다양성이 서로 다른 의견과 비판적 질문들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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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국 기업성과를 감소시키는 요

소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여성 관리자 확대를 통한 성별 다양성의 확보가 조직의 성과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Rose(2007)는

1998년부터 2001년 동안의 덴마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내에서의

성별 다양성 확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

데 이사회의 여성 비율과 기업의 성과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

하였다. 성별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기 위한 Marinova et al.(2016)의 연구결과 또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이

기업성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국내의 연구로 김보은

(2019)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과 매출액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

음을 보고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성별 다양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선행

연구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김수한(2015)

은 해당 조직이 속한 영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기

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연구

결과들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개별국가마다

서로 다른 관습과 문화, 노동시장환경, 복지제도, 가족제도들이 각 연구

들에서 성별 다양성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을 이루기

때문이다(성효용, 2012). 더하여 대상기업별, 분석시기별, 미관측 요소에

대한 통제, 분석모형 등에 따른 영향들로 인해 연구마다 분석결과가 다

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성별 다양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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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연구대상 변수 영향

해외

연구

Kanter(1977) 기업 성별포함조직구성원다양성 긍정

Cox(1994) 기업 성별포함조직구성원다양성 긍정

Julie(1996)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긍정

Shrader et al.(1997)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 부정

Williams et al.(1998) 기업 성별포함조직구성원다양성 긍정

Holzer and Neumark(1999) 기업 여성 포함 소수자 다양성 무관

Earley and Mosakowski(2000)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부정

Carter et al.(2003)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긍정

Erhardt et al.(2003)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긍정

Smith et al.(2006) 기업 고위직 여성 비율 긍정

Rose(2007)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 무관

Denso & Ross(2008) 기업 고위직 여성 비율 긍정

Campbell & Minguez-Vera(2008)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긍정

Adams & Daniel(2009)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부정

Marinova et al.(2016)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무관

Ali et al.(2011) 기업 성별 다양성 시차영향

국내

연구

이주희(2003) 기업 여성 관리자 긍정

성효용(2012) 기업 여성 비율 무관

노현탁(2014) 기업 조직 내 여성 비율 긍정

김수한(2015) 기업 여성평사원‧여성관리자비율 긍정

안선민(2016) 공기업 성별포함조직구성원다양성 긍정

김보은(2019)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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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공공‧민간조직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한 국가 내에서 조직은 크게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공공조직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조직이며, 민간조직은 시장 원리에 따라 기능하고 작동되는 조직이다.

공공조직이 민간조직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오랜 기

간 다양하게 논의되어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먼저, 일반적 조직이론의 관점에서는 공공조직의 특수성을 별도로 다

루기보다는 공공조직도 조직인만큼 조직 전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일

반이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30년

간 민간조직의 관리기법이 공공조직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온 측면이 있

다. 그러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견해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 2020

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 국가적 또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는 동

안 공공부문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면서 공공조직이 갖고 있는 특수한 성

격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Waldo(1990)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분리를 들고 있지만 이러한 구별이 미국에서는 점점 모호해지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우일(2005)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사성으

로 조직 형태, 관리적 성격, 관리기술의 적용, 목적과 역할 등이 있다고

보았다.

Rainey(1983)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 모든 민간조직을 국유화 시키거나 반대의 경우로 공공조직을 민간조

직과 동일하게 운영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며 공공

조직과 민간조직 서로 간에 차이점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전영한(2005)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

부문와 민간부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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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비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공통점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첫 번째 근거로는 조직

형태를 들 수 있다. 공공조직은 형태와 구성에서 민간조직과 유사한 조

직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공공조직이 조직의 목표로서 공익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간조직과 공통점을 갖

고 있다고 본다.

두 번째 근거는 관리적 성격과 관리기술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공공

조직과 민간조직 모두 조직을 유지하고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의 관리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민

간조직에 적용되고 있던 조직관리 기법들이 공공조직에 적용되는 사례들

이 증가하고 있다. 공공조직 또한 다양한 아웃소싱(outsourcing) 형태를

통해 공익성 추구 목적의 고유 기능을 민간조직에 이관하고 있다.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세 번째 근거는 목적과

역할이다. 공공조직이 조직의 목표로서 공익성과 조직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게 민간조직 또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익적

역할 수행은 주로 정부의 주도하에 법적 제도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로

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과 차별 없는 평등한 채용정책, 사회복

지를 위한 4대 보험 가입 등이 있다. 또한 정책에 의한 공익적 역할 수

행 외에도 사회적 지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조직성과를 창출하고

자 민간조직 스스로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조직이론은 위와 같은 공통점들을 근거로 공공조직과 민간조

직을 구분하여 연구하기보다는 통합하여 연구하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부

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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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점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소유와 출자가 누구

로부터 이뤄지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소유

와 출자의 근원이 정부(국가)이나 민간조직은 개인 소유이다. 민간조직과

비교하여 공공조직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살펴본다면, 공공조직은 조직

산출물에 대한 시장이 부재하고 정부의 통제가 강하며 외부 이해관계집

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민간조직과 비교하여 기능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은 공공조직이 민간조직과는 다른 목

표와 구조, 행태, 성과를 보이는 원인이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장의 부재이다. 조직이 산출한 생산물이 거래대상으로서 시

장에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게 된다. 조

직산출물에 대한 시장 부재로 인해 공공조직의 수입은 세금이 되며, 시

장이 있는 민간조직의 수입은 시장 거래를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차이

는 공공조직에 있어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떨어뜨리며, 자원배분

의 효율성 달성 유인도 낮다.

둘째는 정치요인이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비교하여 중요한 의사결

정에 있어 외부 이해집단에게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공공조직

은 민간조직과 다르게 국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획득하려는 정치적 활동

을 하게 된다. 정권이나 기관장의 교체에 따라 조직 운영 방침이 바뀌고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높

은 수준의 정부 통제를 받으며 법적 규제에 따른 제약이 많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형식주의(red

tape)라는 부작용이 발생시키기도 한다.

셋째는 조직목표의 관점 차이이다. 전영한(2009)에 따르면 공공조직의

목표는 민간조직에 비해 더 모호(ambiguity)하고 다양하며 목표달성 여

부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공공조직의 목표가 모호해지는 원인으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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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판단이 개입된 조직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단이나 지표가 없으며, 복수의 목표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있다.

넷째,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비교하여 최고관리자의 역할도 조직 내

부적 활동보다는 외부적 활동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관리와 내부

관리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을 갖는다는 특수성이 있다. 리

더십의 행사에 있어서도 공공조직의 경영자가 민간조직 경영자보다 조직

관리 권한이 적다는 특수성이 있다.

다섯째, 공공조직은 구조와 행태에 있어서도 민간조직과는 다른 특수

성이 있다. 조직구조와 행태에 있어서 공공조직은 강한 관료제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은 외부의 간섭과 개입이 많다. 외재적 인센티

브 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보상은 약하나 직무보장성은 높으며, 조직 구

성원들은 높은 공직봉사 동기를 보인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민간조

직 대비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있어서는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비교하여 기술적

효율성에 있어서 낮은 성과를 보이며, 변화에 수동적이고 혁신이 적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기존의 연구들은 성별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민간조직 또는 공공조직 어느 한쪽의 측면에서만 분석한 것이 대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공통적인 조직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조

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별 다

양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뿐 아니라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 21 -

제 3 장 연구설계 및 가설의 설정

제 1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조직 내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라는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데이터는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격년 사업체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활용한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는 총 6기(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이다.

1. 종속변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성과를 어떠한 것으로 측정할지에 대해서는 다

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대적인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

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설립 목적과 추구하는 조직성과에서 서로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조직은 조직성

과의 한 축으로서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간조직과 차이점이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성과의 직접적인 비교

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매출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며, 부가가치는 기

업의 생산활동으로 생산물에 새로 부가된 가치를 말한다. 민간조직뿐만

아니라 공공조직 또한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비교를 위하여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를 기업의 성장성 지표로

서 1인당 매출액, 노동생산성 지표로서 1인당 부가가치를 활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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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자 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성별 다양성은 조직 내 여성의 비율로 정의하여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조직 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정규직 집단과 비정규직 집단

에서 여성과 남성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체패

널 조사자료의 정규직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정규직 여성 근로자 수의 비

율로 설정한다.

조직 내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전체 관리자 수 대비 여성 관리자 수의

비율로 측정하고자 한다. 관리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평등평가

입력매뉴얼｣(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2016)에서 ‘각급 부서단위의 책임

자로서 업무 지휘권과 인사 고과권, 결재권을 가진 근로자’로 정의한 것

을 준용하였는데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

여 사업체패널 조사자료의 직급별 근로자 중 임원급 및 부장급 근로자

수로 보기로 한다.

3. 통제변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이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것들

을 참고하여 그 중 알반적으로 인정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고

자 한다.

먼저 조직의 규모와 연령은 조직성과와 관련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조직 상황변수(장희란‧박정수, 2015)로 조직규모의 측정은 전체

근로자 수, 조직연령의 측정은 설립연도부터 사업체패널 조사 해당연도

까지의 연수로 정의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자산 및 부채 규모는 기업경영의 출발점이 되는 지표이므로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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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고자 한다. 자산 및 부채의 규모에 따라 각 조직의 가용자원

활용도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시 자산 및 부채 규모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비교분석을 위해 조절변수로 활용되는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의 구분은 사업체패널 조사 방법에 따라 공공조직은 ｢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을, 민간조직은 일반사업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통제변수, 조절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는 다

음과 같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변수 조작화

종속변수 조직성과
1인당 매출액 ln(매출액÷회계기간 평균 근로자 수)

1인당부가가치 ln(부가가치÷회계기간 평균 근로자 수)

독립변수 성별 다양성
여성 근로자 정규직 여성 근로자 수÷정규직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관리자 여성 임원‧부장급 수÷전체 임원‧부장급 수

통제변수

조직규모 ln(전체 근로자 수)

조직연령 ln(해당 조사연도-설립연도)

자산총액 ln((연초 자산총액+연말 자산총액)÷2)

부채총액 ln((연초 부채총액+연말 부채총액)÷2)

조절변수 사업장 구분
공공조직 공공부문

민간조직 일반사업장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의 설정

위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

하여 본 연구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모형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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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성별 다양성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 근로자 비율

조직성과

-1인당 매출액

-1인당 부가가치

조절변수

사업장 구분

- 공공조직

- 민간조직

통제변수
조직규모, 조직연령, 자산·부채 규모,

사업장 구분

본 연구는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해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분화하여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을 구분하여 비교해보고자 한다.

가설 1. 성별 다양성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을 것이다.

1-1) 조직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매출액이 높을

것이다.

1-2) 조직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가 높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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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직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매출액이 높을

것이다.

1-4) 조직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가 높

을 것이다.

가설 2.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성별 다양성 수준에 따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여성 근로자 비율에 따라 1인당 매

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여성 근로자 비율에 따라 1인당 부

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여성 관리자 비율에 따라 1인당 매

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여성 관리자 비율에 따라 1인당 부

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격년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여러 시점에 걸친 반복적 관찰 자료

라는 패널데이터의 특성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

지 총 6기의 모든 시기가 확보되어 있는 패널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활용

하였다. 개별 사업장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일부 변수의 관찰점이 누락되

어 있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조사된 자료 자체를

활용하였으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나누거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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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 가공하여 활용하였다(1인당 매출액, 여성 근로자 비율, 여

성 관리자 비율, 조직연령, 자산총액, 부채총액). 조직별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조사자료 활용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조사자료 활용 수

구분 전체 공공조직 민간조직

사업장 수 651 69 582

위와 같이 본 연구에 활용된 민간조직의 사업장 수는 공공조직의 사업

장 수와 비교하여 약 8배 이상이다. 이는 분석 결과에 편향을 가져올 수

있으나, 실제로도 민간조직의 사업장 수가 공공조직의 사업장 수보다 많

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본 연구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구분

하여 비교 분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조직별 조사자료 활용 수는 조

정하지 않았다.

2. 분석방법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변수들 상호 간에 존재 가능한 선형관계의 방향과 크기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를 먼저 분석해보고자 한다. 독립변수들은 서로 독

립인 것으로 가정되는데,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독립변수들

간에 선형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독립변수들 간 선형관계의 크기

가 크다면 다중공선성 발생 등의 문제가 생겨 회귀계수의 추정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피어슨 상관계수 확인 및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피어슨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클수록 두 변수는 강한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데,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양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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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두 변수는 정(+)의 선형관계를, 음수이면 부(-)의 선형 관계를 가진

다. 두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클수록 강한 선형 관계를 나타내며,

0인 경우에는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VIF를 확인함

으로써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 때문에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보통 10보다 크다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

하게 된다.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는 횡단면적 자료 성격과 시계열적 자료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패널데이터로,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 자료

와 비교하여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먼저, 횡단면 자료가 변수들 간의

정적(static)인 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에 반해, 패널데이터는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관찰되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동적(dynamic)인 관계

를 추정할 수 있다. 또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이 누락 되어

발생할 수 있는 편의(omitted variable bias)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다

른 장점으로는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 자료와 비교하여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하므로 효율적인 추정량

(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고, 다중공선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패널데이터 분석은 개체들이 갖고 있는 관찰되지 않은 특성들의 효과

를 고려하는 분석방법으로 민인식‧최필선(2012)에 따르면 개체들의 특성

들을 포함하고 있는 오차항을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찰되지 않은 개체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

개체 특성 효과를 확률변수가 아니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여 통제

하는 모형이 고정효과 모형이다. F-test를 통해 합동(pooled) OLS 모형

과 고정효과 모형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또는 지지하는

방식으로 개체 특성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F-test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경우 즉, 패널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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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체 특성 효과를 갖고 있다고 지지되는 경우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

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관찰되지 않은 개체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고

정효과 모형과는 반대로 확률효과 모형은 관찰되지 않은 개체 특성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한다.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은

두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의 차이를 검정하여 두 계수 간에 유의

적인 차이가 있다면 즉, 하우즈만 검정 결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확률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

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 선정을 위해 최종

분석 시행 전 F-test 및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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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먼저 종속변수로 활용한 조직성과 지표로는 기업 성장성과 노동생산성

지표로써 사업체패널 조사자료의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를 활용

하였다. 1인당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회계기간 평균 근로

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1인당 부가가치는 조사된 부가가치를 회

계기간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고,

변수의 정규성과 선형성 가정을 만족시키고자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최종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

음의 표와 같다.

<표 4> 종속변수 기술통계량(전체)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인당 매출액(ln) 3,232 5.5641 1.1680 -1.2040 9.6719

1인당 부가가치(ln) 2,436 4.3613 0.8230 -1.6607 9.0844

<표 5> 종속변수 기술통계량(공공조직)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인당 매출액(ln) 351 5.7151 1.2338 2.2225 9.0677

1인당 부가가치(ln) 188 4.6715 0.8376 2.8820 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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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종속변수 기술통계량(민간조직)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인당 매출액(ln) 2,881 5.5457 1.1586 -1.2040 9.6719

1인당 부가가치(ln) 2,248 4.3354 0.8167 -1.6607 9.0844

공공조직의 1인당 매출액(ln) 평균은 5.7151, 1인당 부가가치(ln) 평균

은 4.6715이며, 민간조직의 1인당 매출액(ln) 평균은 5.5457, 1인당 부가

가치(ln) 평균은 4.3354로 1인당 매출액(ln) 및 1인당 부가가치(ln)의 평

균 모두에서 공공조직이 민간조직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해 본 결과 p값이 1인당 매출액(ln)에서 0.0103, 1인당 부

가가치(ln)에서 0.0000으로 신뢰도 95% 수준에서 평균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공조직은 1인당 매출

액(ln) 최솟값이 2.2225, 1인당 부가가치(ln) 최솟값이 2.8820인 반면, 민

간조직은 1인당 매출액(ln) 최솟값이 –1.2040, 1인당 부가가치(ln) 최솟

값이 –1.6607로 최솟값이 부(-)인 것에 영향을 받아 민간조직이 낮은

평균을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조직의 최솟값-최댓값 차이는 1인

당 매출액(ln)이 6.8452, 1인당 부가가치(ln)가 4.2372인 반면, 민간조직의

최솟값-최댓값 차이는 1인당 매출액(ln)이 10.8759, 1인당 부가가치(ln)가

10.7451로 공공조직이 민간조직보다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가 작은 결

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로 활용한 성별 다양성 지표로는 조직 내 여성 근로

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활용하였다.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남녀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로 산출하였다. 2015년, 2017년 자료는 사업체패널 조사자료의 정규직

여성 근로자 수와 정규직 전체 근로자 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07

년에서 2013년까지의 자료는 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자료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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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 수(여성 근로자 수)에서 기간제와 파트타임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관리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임원급 및 부장급을 관리자로 보았

다. 관리자에 대한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는 정규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

어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체 임원급 및 부장급 수와 여성 임원급 및 부

장급 수로 산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독립변수 기술통계량(전체)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여성 근로자 비율 3,903 0.2536 0.2367 0 0.96

여성 관리자 비율 3,822 0.0580 0.1269 0 1

<표 8> 독립변수 기술통계량(공공조직)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여성 근로자 비율 413 0.2712 0.1740 0.01 0.77

여성 관리자 비율 411 0.0581 0.1022 0 0.5

<표 9> 독립변수 기술통계량(민간조직)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여성 근로자 비율 3,490 0.2516 0.2430 0 0.96

여성 관리자 비율 3,411 0.0579 0.1296 0 1

공공조직의 여성 근로자 비율 평균은 0.2712, 여성 관리자 비율 평균은

0.0581이며, 민간조직의 여성 근로자 비율 평균은 0.2516, 여성 관리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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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평균은 0.0579로 여성 근로자 비율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모두에서 공

공조직이 민간조직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의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해 본 결

과 p값이 여성 근로자 비율에서 0.1108,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0.9807로

신뢰도 95% 수준에서 평균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에서도 최솟값과 최댓값

의 차이가 공공조직이 민간조직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조직의

최솟값-최댓값 차이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0.76, 여성 관리자 비율이 0.5

인 반면, 민간조직의 최솟값-최댓값 차이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0.96, 여

성 관리자 비율은 1로 나타나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에서도 최

솟값과 최댓값의 차이가 공공조직이 민간조직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준편차도 공공조직이 민간조직보다 작은데, 이는 일정부분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공조직의 특성상 정부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통제변수로는 조직규모와 조직연령, 자산총액, 부채총액, 사업장 구분

을 활용하였다. 조직규모의 조작적 정의로 활용한 전체 근로자 수는 사

업체패널 조사자료 자체를 활용하였으며, 조직연령은 해당 조사연도에서

설립연도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기초와 기말

자료를 평균하여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고, 변수의 정규성과 선형성 가정을 만족시키고자 자연로그로 변환

한 값을 최종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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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통제변수 기술통계량(전체)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조직규모(ln) 3,906 4.9905 1.1929 0.6931 9.4702

조직연령(ln) 3,906 3.0987 0.6389 0 4.7185

자산총액(ln) 3,209 11.0979 2.4235 1.8718 18.9688

부채총액(ln) 3,212 10.2960 2.4573 0.9163 18.7588

사업장 구분
(0=공공, 1=민간)

3,906 0.8940 0.3079 0 1

<표 11> 통제변수 기술통계량(공공조직)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조직규모(ln) 414 5.6199 1.3731 2.3026 8.9746

조직연령(ln) 414 3.0351 0.5905 0.6931 4.3175

자산총액(ln) 355 11.7744 2.5170 5.7366 18.9688

부채총액(ln) 354 10.8131 2.6772 2.0149 18.7588

<표 12> 통제변수 기술통계량(민간조직)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조직규모(ln) 3,492 4.9159 1.1472 0.6931 9.4702

조직연령(ln) 3,492 3.1063 0.6441 0 4.7185

자산총액(ln) 2,854 11.0137 2.3988 1.8718 18.0639

부채총액(ln) 2,858 10.2319 2.4215 0.9163 17.1296

조직규모로 활용된 전체 근로자 수(ln) 평균은 공공조직이 5.6199, 민

간조직이 4.9159로 공공조직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최솟값-최댓값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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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조직이 6.6720, 민간조직이 8.7771로 공공조직이 더 작은 결과를

보였다. 조직연령(ln) 평균은 공공조직이 3.0351, 민간조직이 3.1063이며,

최솟값-최댓값 차이는 공공조직이 3.6244, 민간조직이 4.7185로 공공조직

이 더 작게 나타났다. 자산총액(ln) 평균은 공공조직이 11.7744, 민간조직

이 11.0137로 최솟값-최댓값 차이는 공공조직이 13.2322, 민간조직이

16.1921로 공공조직이 더 작은 결과를 나타냈다. 부채총액(ln) 평균은 공

공조직이 10.8131, 민간조직이 10.2319이며, 최솟값-최댓값 차이는 공공

조직이 16.7439, 민간조직이 16.2133으로 민간조직이 더 작은 결과를 보

였다.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패널데이터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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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변수 간 상관관계

1인당
매출액(ln)

1인당
부가가치(ln)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조직규모(ln)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
사업장
구분

1인당
매출액(ln)

1.0000

1인당
부가가치(ln)

0.6037*** 1.0000

여성근로자
비율

-0.1493***-0.1408*** 1.0000

여성관리자
비율

-0.1689***-0.0746*** 0.3855*** 1.0000

조직규모(ln) 0.0882*** 0.1531*** -0.0347** -0.0629*** 1.0000

조직연령(ln) 0.1050*** 0.1537*** -0.1431*** -0.0209 0.2411*** 1.0000

자산총액(ln) 0.6219*** 0.5062*** -0.0729***-0.1832*** 0.5040*** 0.1738*** 1.0000

부채총액(ln) 0.6107*** 0.4599*** -0.0679***-0.1836*** 0.4900*** 0.1421*** 0.9595*** 1.0000

사업장
구분

-0.0451** -0.1090*** -0.0255 -0.0004 -0.1817*** 0.0343** -0.0985***-0.0741*** 1.0000

*** : p<0.01, ** : p<0.05, * : p<0.1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큰 경우에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시

켜 회귀계수의 추정 정밀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

로 활용한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 간에는 0.3855의 정(+)

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여성 근로자가 많을수록 여성 관리자로

의 진급 가능성 또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독립변수 간 상

관관계가 크기가 0.5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

이지만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VIF를 실시해본 결과, 1인당 매출

액(ln)에 대해서는 1.14,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1.13으로 다중공선성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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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여성 근로

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 1인당 부가

가치(ln)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 간의 상

관계수 절댓값이 최소 0.0746에서 최대 0.1689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통제변수인 조직규모(ln)와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은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과 1인당 부가가치(ln)와 정(+)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특히

자산총액(ln)과 부채총액(ln)은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과의 상관계

수 절댓값이 각 0.6219, 0.6107이며, 1인당 부가가치(ln)와는 상관계수 절

댓값이 각 0.5062, 0.4599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통제변

수인 사업장 구분(공공, 민간)은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 1인당 부

가가치(ln)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상관계수 절댓값이 0.0451, 0.1090으로 선형관계

가 비교적 약하다.

제 3 절 가설의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패널데이터에 관찰되지 않은 개체 특성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해 보았다. F-test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귀무가설

이 기각되면 패널데이터에 개체 특성 효과가 존재하며 이때에는 분석방

법으로 합동(pooled) OLS 보다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

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F-test 결과 모든 가설에서 p값이

0.0000으로 합동(pooled) OLS보다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

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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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F-test 결과

변수 분자 DF 분모 DF F값 p값

1인당매출액(ln), 여성근로자비율 637 2,543 14.06 0.0000

1인당부가가치(ln), 여성근로자비율 579 1,842 3.69 0.0000

1인당매출액(ln), 여성관리자비율 635 2,486 13.80 0.0000

1인당매출액(ln), 여성관리자비율 578 1,808 3.77 0.0000

F-test 결과를 통해 패널데이터에 개체 특성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하우즈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하우즈만 검정은 두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의 차이를 검정하여 두 계수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면 즉, 하우즈만 검정 결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확률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

한다. 하우즈만 검정 결과 p값이 모두 0.0000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므

로 확률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하다고 볼 수 있다. 패널데이터 분석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변수는 삭제(omitted)되므로 통제변수

중 사업장 구분(공공조직=0, 민간조직=1)은 고정효과 모형에 나타나지

않는다.

<표 15> 하우즈만 검정 결과

변수 카이제곱값 p값

1인당 매출액(ln), 여성 근로자 비율 47.91 0.0000

1인당 부가가치(ln), 여성 근로자 비율 39.76 0.0000

1인당 매출액(ln), 여성 관리자 비율 54.11 0.0000

1인당 매출액(ln), 여성 관리자 비율 41.54 0.0000



- 38 -

1. 가설1 검증

① 여성 근로자 비율과 1인당 매출액(ln)

‘조직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매출액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바탕

으로 독립변수를 여성 근로자 비율로, 종속변수를 1인당 매출액(ln)으로

하여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6> 여성 근로자 비율-1인당 매출액(ln)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여성 근로자 비율 -0.0739 0.1248 -0.59 0.5540

조직규모(ln) -0.1506 0.0263 -5.72 0.0000

조직연령(ln) 0.2378 0.0409 5.82 0.0000

자산총액(ln) 0.1348 0.0272 4.96 0.0000

부채총액(ln) 0.1393 0.0232 6.00 0.0000

_cons 2.6863 0.2291 11.72 0.0000

F값 = 75.47, p값 = 0.0000, R-sq: within = 0.1292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은 75.47로 나타나며, 회귀계수 값이 모두 0

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p값은 0.0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

수준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통제변수들인

조직규모(ln),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이다.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는 조직규모(ln)는 부(-)로,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

(ln)은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규모(ln)는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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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을 0.1506만큼 감소시키며, 조직연령

(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

을 각각 0.2378, 0.1348, 0.1393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p값은 모두 0.0000으로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독립변수인 여성

근로자 비율의 회귀계수는 부(-)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여성 근로자 비율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이 0.0739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값이 0.5540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매출

액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② 여성 근로자 비율과 1인당 부가가치(ln)

‘조직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라

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바

탕으로 독립변수를 여성 근로자 비율로, 종속변수를 1인당 부가가치(ln)

로 하여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7> 여성 근로자 비율-1인당 부가가치(ln)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여성근로자 비율 0.0453 0.1887 0.24 0.8100

조직규모(ln) -0.0496 0.0386 -1.29 0.1990

조직연령(ln) 0.4996 0.0662 7.55 0.0000

자산총액(ln) 0.1186 0.0524 2.27 0.0240

부채총액(ln) -0.0422 0.0416 -1.01 0.3100

_cons 2.1368 0.4007 5.33 0.0000

F값 = 22.16, p값 = 0.0000, R-sq: within = 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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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은 22.16으로 나타나며, 회귀계수 값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p값은 0.0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

수준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1인당 부가가치(ln)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통제변수 중

조직연령(ln)과 자산총액(ln)이다. 조직연령(ln)과 자산총액(ln)의 회귀계

수는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연령(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를 0.4996 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p값은 0.00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다. 자산총액(ln)은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1인당 부가가치(ln)를 0.1186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p값은 0.0240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조직규모(ln)와 부채총액(ln)의 회귀계수는

부(-)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규모(ln)와 부채총액(ln)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가 각각 0.0496, 0.0422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값이 각각 0.1990, 0.3100으로 이는 조직규모(ln)와

부채총액(ln)이 종속변수인 1인당 부가가치(ln)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1인당 부가가치(ln)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독립변수인 여성

근로자 비율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여성 근로자 비율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가 0.04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값이 0.81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

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③ 여성 관리자 비율과 1인당 매출액(ln)

‘조직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매출액이 높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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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바탕

으로 독립변수를 여성 관리자 비율로, 종속변수를 1인당 매출액(ln)으로

하여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8> 여성 관리자 비율-1인당 매출액(ln)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여성 관리자 비율 0.3046 0.1383 2.20 0.0280

조직규모(ln) -0.1529 0.0265 -5.77 0.0000

조직연령(ln) 0.2496 0.0425 5.88 0.0000

자산총액(ln) 0.1374 0.0277 4.96 0.0000

부채총액(ln) 0.1378 0.0235 5.86 0.0000

_cons 2.6276 0.2321 11.32 0.0000

F값 = 76.33, p값 = 0.0000, R-sq: within = 0.1331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은 76.33으로 나타나며, 회귀계수 값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p값은 0.0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

수준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통제변수들인

조직규모(ln),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조직규모(ln)는 부(-)로,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은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규모

(ln)는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을 0.1529만큼 감소시키며,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을 각각 0.2496, 0.1374, 0.1378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p값은 모두 0.0000으로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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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독립변수인 여성

관리자 비율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여성 관리자 비율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이 0.3046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값이 0.0280로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

록 1인당 매출액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

④ 여성 관리자 비율과 1인당 부가가치(ln)

‘조직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라

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바

탕으로 독립변수를 여성 관리자 비율로, 종속변수를 1인당 부가가치(ln)

로 하여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9> 여성 관리자 비율-1인당 부가가치(ln)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여성 관리자 비율 0.7379 0.2331 3.16 0.0020

조직규모(ln) -0.0466 0.0390 -1.19 0.2330

조직연령(ln) 0.5070 0.0680 7.45 0.0000

자산총액(ln) 0.1030 0.0529 1.95 0.0520

부채총액(ln) -0.0483 0.0419 -1.15 0.2490

_cons 2.3217 0.4047 5.74 0.0000

F값 = 23.98, p값 = 0.0000, R-sq: within = 0.0622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은 23.98로 나타나며, 회귀계수 값이 모두 0

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p값은 0.0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

수준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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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1인당 부가가치(ln)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통제변수 중

조직연령(ln)과 자산총액(ln)이다. 조직연령(ln)과 자산총액(ln)의 회귀계

수는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연령(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를 0.5070 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p값은 0.00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다. 자산총액(ln)은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1인당 부가가치(ln)를 0.1030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p값은 0.0520으로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조직규모(ln)와 부채총액(ln)의 회귀계수는

부(-)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규모(ln)와 부채총액(ln)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가 각각 0.0466, 0.0483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값이 각각 0.2330, 0.2490으로, 이는 조직규모(ln)와

부채총액(ln)이 종속변수인 1인당 부가가치(ln)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1인당 부가가치(ln)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독립변수인 여성

관리자 비율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여성 관리자 비율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가 0.7379만

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값이 0.0020으로 이는 1%의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조직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

수록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

2. 가설2 검증

가설2 검증에서는 가설1에서 사용한 패널데이터 자료를 공공조직과 민

간조직을 구분하여 성별 다양성에 따라 조직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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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 근로자 비율과 1인당 매출액(ln)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여성 근로자 비율에 따라 1인당 매출액에 미

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

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여성 근로자 비율

로, 종속변수를 1인당 매출액(ln)으로, 조절변수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으로 하여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와 같다.

<표 20>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여성 근로자 비율-1인당 매출액(ln) 비교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변수
공공조직 민간조직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여성 근로자 비율 1.4672 0.0040 -0.1884 0.1410

조직규모(ln) -0.2674 0.0100 -0.1388 0.0000

조직연령(ln) 0.2826 0.0380 0.2399 0.0000

자산총액(ln) 0.1552 0.0120 0.1111 0.0010

부채총액(ln) 0.0560 0.2230 0.1712 0.0000

_cons 3.5666 0 2.5699 0.0000

F값 6.87 73.05

p값 0.0000 0.0000

R-sq: within 0.1117 0.1389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F값은 각각 6.87과

73.05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계수 값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p값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모두 0.0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

의수준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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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공조직의 경우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는 조직규모(ln),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이다. 회귀계수는 조직규

모(ln)는 부(-)로,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은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규모(ln)는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

(ln)을 0.2674만큼 감소시키며,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은 1단위 증가

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을 각각 0.2826, 0.1552만큼 증가시키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조직규모(ln),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부채총액

(ln)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부채총액(ln)이 1

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이 0.0560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p값이 0.2230으로 부채총액(ln)이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민간조직의 경우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에 통제변수들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규모(ln)의 회귀계수는 부(-)로 다

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규모(ln)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

액(ln)은 0.1388만큼 감소한다.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을

각각 0.2399, 0.1111, 0.1712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직

규모(ln),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은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앞선 전체 조직에 대한 검증에서는 ‘조직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을

수록 1인당 매출액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1-1이 기각되었다. 이와 달

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공조직의 경

우에는 독립변수인 여성 근로자 비율의 회귀계수가 정(+)으로 다른 변수

가 일정하다면 여성 근로자 비율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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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이 1.4672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조직의 경우는 공공조직과

반대로 여성 근로자 비율의 회귀계수가 부(-)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② 여성 근로자 비율과 1인당 부가가치(ln)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여성 근로자 비율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

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여성 근로자 비율

로, 종속변수를 1인당 부가가치(ln)로, 조절변수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으로 하여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와 같다.

<표 21>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여성 근로자 비율-1인당 부가가치(ln) 비교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변수
공공조직 민간조직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여성 근로자 비율 -0.1173 0.8790 0.0552 0.7770

조직규모(ln) -0.3430 0.1130 -0.0395 0.3150

조직연령(ln) 0.3891 0.1240 0.5142 0.0000

자산총액(ln) 0.4449 0.0020 0.0979 0.0960

부채총액(ln) -0.0061 0.9330 -0.0486 0.3270

_cons 0.1491 0.9310 2.3145 0.0000

F값 4.82 19.56

p값 0.0005 0.0000

R-sq: within 0.1660 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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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F값은 각각 4.82와

19.5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계수 값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

한 p값은 공공조직은 0.0005, 민간조직은 0.0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유의수준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공조직의 경우 종속변수인 1인당 부가가치(ln)에 영향을 미치는 통

제변수는 자산총액(ln)이다. 회귀계수는 정(+)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

면 자산총액(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를 0.4449만큼

증가시킨다.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통제변수 중 조직규모(ln), 부채총액(ln)의 회귀계수는 부(-)로, 조직

연령(ln)은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규모(ln)와

부채총액(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를 각각 0.3430,

0.0061만큼 감소시키며, 조직연령(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

가치(ln)를 0.3891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민간조직의 경우 종속변수인 1인당 부가가치(ln)에 영향을 미치는 통

제변수는 조직연령(ln)과 자산총액(ln)이다. 조직연령(ln)과 자산총액(ln)

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연령(ln)과 자산총

액(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를 각각 0.5142, 0.0979

만큼 증가시킨다. 조직연령(ln)은 유의수준 1%에서 자산총액(ln)은 유의

수준 10%에서 종속변수인 1인당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 조직규모(ln)와 부채총액(ln)

의 회귀계수는 부(-)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규모(ln)

와 부채총액(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를 각각

0.0395, 0.0486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함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앞선 전체 조직에 대한 검증에서는 ‘조직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을

수록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1-2가 기각되었다. 공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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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독립변수인 여성 근로자 비율의 회귀계수가 –0.1173, 민간조직

의 경우에는 0.0552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

지는 못하고 있다.

③ 여성 관리자 비율과 1인당 매출액(ln)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여성 관리자 비율에 따라 1인당 매출액에 미

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

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여성 관리자 비율

로, 종속변수를 1인당 매출액(ln)으로, 조절변수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으로 하여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와 같다.

<표 22>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여성 관리자 비율-1인당 매출액(ln) 비교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변수
공공조직 민간조직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여성 관리자 비율 -0.8962 0.0950 0.4253 0.0030

조직규모(ln) -0.2124 0.0410 -0.1401 0.0000

조직연령(ln) 0.3059 0.0260 0.2501 0.0000

자산총액(ln) 0.1601 0.0110 0.1144 0.0010

부채총액(ln) 0.0710 0.1240 0.1707 0.0000

_cons 3.4060 0 2.4638 0.0000

F값 5.56 74.58

p값 0.0001 0.0000

R-sq: within 0.0927 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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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F값은 각각 5.56과

74.58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계수 값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p값은 공공조직은 0.0001, 민간조직은 0.0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수준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공조직의 경우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는 조직규모(ln),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이다. 회귀계수는 조직규

모(ln)는 부(-)로,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은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규모(ln)는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

(ln)을 0.2124만큼 감소시키며,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은 1단위 증가

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을 각각 0.3059, 0.1601만큼 증가시키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조직규모(ln),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부채총액

(ln)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부채총액(ln)이 1

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이 0.0710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p값이 0.1240으로 부채총액(ln)이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민간조직의 경우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에 통제변수들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규모(ln)의 회귀계수는 부(-)로 다

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규모(ln)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

액(ln)은 0.1401만큼 감소한다.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을

각각 0.2501, 0.1144, 0.1707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직

규모(ln), 조직연령(ln), 자산총액(ln), 부채총액(ln)은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앞선 전체 조직에 대한 검증에서 ‘조직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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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인당 매출액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1-3은 지지되었다. 이와 마찬

가지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독립변수인

여성 관리자 비율이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여성 관리자 비

율의 회귀계수가 부(-)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여성 관리자 비율이 1

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ln)이 0.8962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민간조직의 경

우는 공공조직과 반대로 여성 근로자 비율의 회귀계수가 정(+)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여성 관리자 비율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

액(ln)이 0.4253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④ 여성 관리자 비율과 1인당 부가가치(ln)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여성 관리자 비율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

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여성 관리자 비율

로, 종속변수를 1인당 부가가치(ln)로, 조절변수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으로 하여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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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여성 관리자 비율-1인당 부가가치(ln) 비교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변수
공공조직 민간조직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여성 관리자 비율 -0.2974 0.8090 0.7659 0.0010

조직규모(ln) -0.3446 0.1030 -0.0354 0.3750

조직연령(ln) 0.3916 0.1220 0.5227 0.0000

자산총액(ln) 0.4489 0.0020 0.0836 0.1600

부채총액(ln) -0.0070 0.9230 -0.0581 0.2450

_cons 0.0977 0.9550 2.5105 0.0000

F값 4.83 21.58

p값 0.0005 0.0000

R-sq: within 0.1663 0.0603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F값은 각각 4.83과

21.58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계수 값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p값은 공공조직은 0.0005, 민간조직은 0.0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수준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공조직의 경우 종속변수인 1인당 부가가치(ln)에 영향을 미치는 통

제변수는 자산총액(ln)이다. 회귀계수는 정(+)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

면 자산총액(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를 0.3916만큼

증가시킨다.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통제변수 중 조직규모(ln), 부채총액(ln)의 회귀계수는 부(-)로, 조직

연령(ln)은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규모(ln)와

부채총액(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를 각각 0.3446,

0.0070만큼 감소시키며, 조직연령(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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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ln)를 0.3916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민간조직의 경우 종속변수인 1인당 부가가치(ln)에 영향을 미치는 통

제변수는 조직연령(ln)이다. 조직연령(ln)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연령(ln)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

(ln)를 0.5227만큼 증가시킨다.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 조직규모(ln)와 부채총액(ln)의 회

귀계수는 부(-)로, 자산총액(ln)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조직규모(ln)와 부채총액(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를 각각 0.0354, 0.0581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자산

총액(ln)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를 0.0836만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 유의함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앞선 전체 조직에 대한 검증에서 ‘조직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

록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1-4는 지지되었다. 공공조직

과 민간조직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조직의 경

우에는 독립변수인 여성 근로자 비율의 회귀계수가 –0.1173, 민간조직의

경우에는 0.0552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민간

조직의 경우에는 독립변수인 여성 관리자 비율의 회귀계수가 정(+)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여성 관리자 비율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부가가치(ln)가 0.765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반대로 공공조직

의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 비율의 회귀계수가 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과 가설2를 검증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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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종합)

변수 전체 공공조직 민간조직

독립 종속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여성
근로자
비율

1인당
매출액(ln)

-0.0739 0.554 1.4672 0.004 -0.1884 0.141

1인당
부가가치(ln)

0.0453 0.810 -0.1173 0.879 0.0552 0.777

여성
관리자
비율

1인당
매출액(ln)

0.3046 0.028 -0.8962 0.095 0.4253 0.003

1인당
부가가치(ln)

0.7379 0.002 -0.2974 0.809 0.7659 0.001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전체 조직 분석 결과에서 독립변수인

여성 근로자 비율은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 및 1인당 부가가치(ln)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여성 관리자 비율은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 및 1인당

부가가치(ln)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양

적으로 늘어나는 단순 성장보다는 의사결정 책임이 높은 업무에 투입된

여성 근로자, 즉 여성 관리자 비율의 증가가 조직성과 창출 영향력이 강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조직 분석 결과 및 조절변수인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독립변수인 여성 근로자 비율은 조직

성과인 1인당 매출액(ln) 및 1인당 부가가치(ln)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조직의 경우 독립변수인 여성 근로

자 비율이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ln)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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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여성 근로자들의 연령, 학력수준, 기술수

준 등이 서로 다르게 인적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조직의

경우 민간조직 대비 비교적 높은 보수를 제공하고 정년을 보장하며 다양

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의 부침에 따른 조직 존립의 위험성 또한 낮은 편이다. IMF 외환위

기시 대량 실업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 공공조직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장

점들은 구직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조직

에 입사하려는 구직자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공조직에 입사하는 자들

의 학력수준과 기술수준이 평균적으로 올라간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자료의 민간조직은 산업과 규

모, 지역을 모두 고려하여 층화추출된 표본사업장으로 중소, 영세기업들

도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 근로자가 저기술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학력수준과 기술수준의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조직의 경우 민간조직과 비교하여 여성 근로

자의 학력수준과 기술수준이 높고, 비교적 연령이 균등하기 때문에 민간

조직과는 다르게 여성 근로자 비율이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지속적으로 여러 여성 친화적인 정책들을 확대해나가고

있고 공공조직은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공공조직에 정

착된 여성 친화 제도들이 여성 근로자의 직무 능력 발휘를 제한하지 않

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공공조직에서 여성 근로자 비율이 조직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여성과 남성은 근무 행태, 협력 태도, 의사소통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

다. 기존 남성 위주의 조직 구조 및 운영은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

양하게 여성 친화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조직의 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자 확대를 장려하는데 이로 인해 여성 집단이 커지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근무 행태나, 협력 태도, 의사소통 방법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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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또, 아직도 남성 보다 여성의 육아부담이 큰 한국

사회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등의 여성 친화 정책

의 운영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북돋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

드는 요인이 된다.

독립변수인 여성 관리자 비율이 조직성과인 1인당 매출액(ln) 및 1인

당 부가가치(ln)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변수인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에서는 공공조직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율이 1인

당 매출액(ln)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반면, 민간조직의 경우에는 전체 조직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1인당 매출액(ln) 및 1인당

부가가치(ln) 모두에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본 연구에서 다뤄진 조

사자료의 수가 공공조직보다 민간조직이 약 8배 이상 많은 것을 고려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전체를 다룬 고정효과 모형 분석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조직성과인 1인당 매출액(ln) 및 1인당 부가가치(ln)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민간조직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직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인 1인당 매출액(ln) 및 1인당 부가가

치(ln)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공조직에 비

해 이익추구를 지향하는 성격이 더 강한 민간조직에서 조직의 의사결정

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리자가 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는 속성이 있고 이것이 긍정적 방향으로 조직성

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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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성별 다양성은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로 정의하였으며,

조직성과는 기업의 성장성 지표로서 1인당 매출액, 노동생산성 지표로서

1인당 부가가치로 정의하였다.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인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자료 중 2007년에서 2017년

까지의 총 6기(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에 대해

공공부문(공공조직)과 일반사업장(민간조직)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다양성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미치는 영향

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두 조직을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근로자 비율은 조직성과인 1인당 매출액 및 1인당 부가가

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조직

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1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

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여성 근로자들의 인적 구성 차이나 여성 친화 제도

유무 및 활성화 등에 의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인 1인당 매출액 및 1인

당 부가가치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공공조직의 경우

에는 오히려 1인당 매출액에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유의수준 1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조직의 경우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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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매출액 및 1인당 부가가치 모두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

향(유의수준 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인 1인당 매출액 및 1인당 부가가치에 정(+)의 방향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다뤄진 조

사자료의 수가 공공조직보다 민간조직이 약 8배 이상 많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직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조직성과에 정

(+)의 영향을 보인 것은 공공조직에 비해 이익추구를 지향하는 성격이

더 강한 민간조직에서 관리자가 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 가시적

인 성과를 보이려는 속성이 있고 이것이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고용과 관리자로의 육성 방향

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정한 경쟁을

거친 채용이었음을 가정한다면 입사 후 여성 근로자가 조직 내에서 직무

능력 발휘에 제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점들로 인해 직무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거나 저하된다면 이는 조직

의 성과 달성에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제약점이 발견된다

면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와 더불어 여성 관리자의 육성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육성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하는 인

재로의 육성은 여성 관리자 증가 및 조직성과 향상이라는 관계가 상호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

구원의 사업체패널 격년 조사자료 중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6기의

공공조직(사업장 구분 중 공공부문)과 민간조직(사업장 구분 중 일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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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누락된 시

점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민간조직의 경우 표본이 편

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민간조직에 대한 분석 결

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

완하여 전체 민간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기업별로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들이 연령, 학력수준, 기술수준 등의 차이로 각기 다른 인적자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다. 또한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인적자원 자체가 갖는 특성 외에도 여성 친화적 제도 유무 등 여

러 환경 변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조직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점들을 조절변수로 고려한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조직성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비교를 위해 공통적으로 추출 가능한 조직성과로 1인당 매출

액 및 1인당 부가가치를 사용한 한계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조직은 재무적 조직성과 이외에도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

기 때문에 공공조직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재무적 조직성과에만 사용하지

못하고 공익성 추구에도 분산한 결과 재무적 조직성과에서는 민간조직보

다 낮을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비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조직성과 지표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조직성과인 1인당 매출액 및 1인당 부가가

치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서 유의 또는 유의하지 않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 두 조직의 차이 정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

었던 한계가 있어 향후의 연구에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 비교

분석에 대해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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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gender divers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Eunsook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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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gender diversit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Gender diversity was defined as the percentage of

female workers and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defined as sales per capita and value

added per capita. Pane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female managers, the higher the sales per

capita and the value added per capita. Additionally, pane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separately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under the hypothesis that gender diversity would have a difference in

the impact 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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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sales per

capita and the value added per capita. However, the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of public organizations was shown to affec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rection of positive (+) for their sales per

capita. This is believed to have been affected by the difference in the

human composition of female workers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presence and activation of the women-friendly

system.

Next, the proportion of female managers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rection of positive (+) on sales per capita

and value added per capita. If this is analyzed separately betwee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t is found that public organization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10% significant level) in the

direction of negative (-) in sales per capita. On the other hand, for

private organizations,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1% significant level) of in the direction of positive (+) in

both sales per capita and value added per capita. This seems to be

because private organizations demand more visible performance from

managers than public organiza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mployment of women and the

direction of fostering them as manager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suming that it was a fair recruit system, it is analyzed that it will

be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female workers have limitations in

their job performance within the organization after joining the

company. If the constraints prevent or degrade the ability of the

organization to perform, it will cause problems in achieving th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So if the constraints ar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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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how to solve them will need to be done. In addition, the

fostering of female managers has to be tailored to the purpose

pursued by the organization. The fostering of human resources in line

with the direction the organization ultimately pursues will enable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ing female managers and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to be mutually positively influenced.

keywords : female worker, female manag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public organization, privat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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