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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公務員 報탬ff水準의 適正性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公務員

報빼政策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가구소비실태조사~.

~임금구조기본봉계조

사』상의 개인별 임금자료를 토대로 평균임금 비교방식과 임금함수 추정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민관임금격차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민관 간에는 근로자의 구성， 직업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기존연구에서 주로 사용해온 평균임금 비교방
식보다는 임금함수 추정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임금함수 방

식으로 민관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간근로자에 비해 4 , 0% 낮으며

1996년 남성기준으로 공무원의 현재보수는 민

민간의

100 인 이상 사업체와 비교하면 5 , 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에 비해 10% 이상 크게 낮다는 대
부분의 기존연구와 대비되는 결과로서 현재임금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수준은 대체로

민간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로 학력별 민관임금격차를 비교해
보면 고졸남성에서는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유리한 반면 대졸남성에서는 민간이 공

무원에 비해 유리하였다

공무원의 직급구조상 고학력일수록 상위직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 보수구조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함
을 시사하는 것이다，

問題提起

역대

다

(1)

정부에서는

두
모

우리 나라에는 공무원 보수가 민간임금에 비해 매우 낮다는 일반적 인식이 존재하며
’

예외없이

公務員 報햄fl 現實化 計劃j을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높은 경쟁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응시자

의 고학력화，

커트라인의 상승 등 공무원 입직구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또한 채

직 공무원 중 자발적 중도퇴직자의 비율도 큰 변화 없이 민간부문에 비해

...:l-

c

;A τ:::

?-‘ ;ζ _Q_
， τr 투를

유지하고 있다， 반약 일반적 인식과 같이 공무원 임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크게 낮은수

준이라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관찰되는 높은 경쟁률과 공무원의 낮은 중도퇴직률을 노

(J)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는 모두 ‘공무원 보수 현실화 4개년 계획’ 을 추진하였으나 민
간기업 임금에 미칠 파장， 정부의 재정 여건，

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의 미흡 등으로 계획

‘공무원 보수 현실화 5 개년 계획 (2아)()→2004) ’ 을

통해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엽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적극 추진하였다

야
ω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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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
고 민관임금 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공무원 보수수준의 적정성을 규명하여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공무원 보수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었다.
공무원 보수는 정부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공무원의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
해

중요하다〔박세일(1 984) J.

첫째로，

예산 측면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는 政府據算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일항목 중 가장 높은데
리 나라 일반회계 예산규모 109 6조원의

2002년도 공무원 언건비는 17.4조원으로 우
15.9% 를 차지하고 었다.

둘째로， 勞動市場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경제 내의 최대 고용주이므로 공무원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우리
나라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즉 정부는 合理的인

報빼政策을 통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숙련수준을 갖춘 공무원 인력을 충원 · 보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하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우수인력이 정부부문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관 간에 적절한 인력 배분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 임금과 형평을 맞추어 공무원 보수를 책정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 보수증가율이 민간부문에서 임금협상을 할 때 중요한 기
준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공무원 보수결정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공무원 보수는 민간부문에서

-,

。 1 二그() 1
t:I"O

결정되는 것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퇴u-enberg and Smith(1994) 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利

潤 極大化 (πofitm없imiza디on) 를 목표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기업 고용주와 뚜

렷이 구분된다고 한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치안 등의 서비스는 非觀合l生 (non-

riv떠ry) 과 非排除性 (non-excludability)의 특성 을 갖는 公共財 (public go여s) 이 기 때 문에 생

산물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공무원의 대부분은 노동생산성 측정이 쉽지
않은 서비스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문은 신규 채용， 승진， 배치， 훈련

등의 인적자원 관리와 임금결정 등이 모두 정부 내의 엄격한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內部
勞動市場 (intem떠 labor market) 의 특정을 갖고 있어 外部勞動市場과 단절되어 있고， 이 결
과 공무원 보수는 시장임금률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실제 공무원 보수수준 결정과정을 보더라도 민관임금의 괴리는 불가피하

다. 매년의 공무원 보수수준 결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밟아 이루어지는데， 우선 중
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처우개선안 마련 과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부문의 임
(2) 2002년 현재 우리 나라 공무원 정원은 88만 9천명으로 전체 상용임금근로자 686만 2천명의
12.9% 를 차지하고 었다.

금수준을 파악하기

위 하여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

여기에 생계비， 물가， 경제성장률， 국가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년도 「처우개선기본계획

(인-L 을 확정한다. 둘째， 관계기관 협의 과정이다
획예산처，

]

T민간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 · 분석하여

공우원 보수수준과 민간 보수수준을 비교한다
의

n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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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치며，

『처우개선기본계획(안 )J 을 가지고 기

기획예산처에서는 협의 결과에 기초하여

i「
。

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 의결을 거친 후 대
통평의 결재를 받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한다

셋째，

국회의 심의 • 확정과 법령조치 과

정이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이 심의 · 확정되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확정 인건비 예산
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규정 · 수당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포하게 되며
이로써 공무원 보수가 확정된다〔중앙인사위원회 (2002 ， 2003) J.
〈그림

있다

(3)

1) 에는 우리 나라의 공무원 보수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정리되어

이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정부의 지불능력을 상한선으로 하고 생계비 및 물

가수준을 하한선으로 하여，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附加的 便益 (4) 그리고 정부의 자원

배분 · 물가 · 인사 관련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j 정부의 지불능력(상한)

자원배분·불가·

인사 관련 정책

공무원보수의 빨현서

민간부문 임금수준·
부가적 편익

생계비 및
물가수준(하한)
〈그림 1) 公務員 報빼水準 決定時 影響 要因

(3) 국가공무원법 제 46조 l 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 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 및 제 4조제 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었다”고 규정
하고 있다

(L) 부가적 편익이란 보수 이외에 공무원이 받는 부수적 편익을 말하며， 신분보장과 유리한 공무
원 연금제도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일부 공무원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퇴직후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세무사， 변리사， 볍무사 등)을 부여받기도 하는데
퇴직후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누리는 부가적 편익이라 할 것이다

이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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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先行昭究 檢討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구는 역사가 길지 않으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관임금

격차 추정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Smith (1 976) 는 임금함수 추정방식을 적용하여 민관임
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남성에 있어서 聯헬 (federal) 公務員 임금은 민간근로자에 비해 19%
높고，

州 (state) 公務員은 같으며 , 地方(1oc떠)公務員은 5% 낮음을 밝혔다.

Gunderson

(1 979) , QI피m (1979) 등은 민관 임금함수를 별도로 추정하는 방볍론을 적용하여 약간의
차야는 있지만 대체로 Smith (l 976) 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한편 Venti (1987) 는 민관 부
문선택 확률을 고려하여 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남성 연방공무원의 임금은 민간에 비해

4.2%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Bender (l 998) 의 민관임 금격 차에 관한 서 베 이 논문에 따르

면， 미국의 경우 민관근로자 간 언적자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연방공무원 임금은 민간
근로자에 비해 대략 5% 에서 20% 높다.

〈表
기존연구

박세일

(1 984)
진재구

(1 995)

기준년도

1983

1994

1> 國內 先行昭究 빼觀

비교방식
평균임금
(월급여)
평균임금

(월급여)

대상
전체

주요결과
공무원 임금 프리미엄

-

· 전체: -29.3%
7급업직 대졸공무원 임금 프리미엄

남성

· 초

(1 998)

이종훈

(1 998)

1993

1997

정진호·
어수봉

(윌급여)

평균임금
(생애소득)

남녀

평균임금

1999

(2α)())

資料: 각 논문에서 정리.

(현재보수)
(생애소득)

3.1%
-5 ， 0%

· 화이 E 칼라 남성

8 .4%

· 화이 E 칼라 여성

10 ， 5%

7급입직 대졸공무원 임금 프리미엄

·

생애임금 기준:

·

생애소득 기준:

전체

체:

· 화이 E 칼라 전체

남성

， 30년차 :-21%

공무원 임금 프리미엄

• 까~

임금함수

， 10년차 :-18% ，

-6% ,

, 20년차 :-23% ，
-

조우현

임

·

•

12.4%

5.1%

공무원 임금 프리미엄
현재보수 기준

·생애소득 기준

-13%
-1%

η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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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비교하여 우려 나라에서는 民官負金格差에 관한 연구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
박세일 (1984) 은 우리 나라 민관임금격차에 관한 최초의

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로서 표준근로자의 평균임금 비교방식을 적용한 결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 임금이 민
간기업의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들에 비해 29 , 3% 낮음을 밝혔다

정진호 · 어수봉 (2000) 도 약간의

진재구(1 995)

차이는 있지만 평균임금 비교방식을 활용하여，

,

공무원

임금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종훈(1 998) 은 生湮
負金과 生i뚫動勞所得을 기준으로 민관임금을 비교하여 공무원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생애
임금 기준으로는 12 , 4% 낮지만， 퇴직금，

연금 등을 포함한 생애소득 기준으로는 5.1%

높음을 밝혔다- 그러나 평균임금 비교방식에서는 민관근로자 간의 연령， 학력만을 통제
하였을 뿐 양 부문 간의 다양한 근로자 및 직업속성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은 방법론상의

한편，

조우현(1 998) 은 負金핍數 推定을 통해 민관임금격차를 실증분석하였는데.

부

한계가 존재한다.

1

별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Oaxaca( 1973) 임금분해 방법을 적용한 결과 공무원 보수는 민간
근로자보다 전체적으로 3.1%
얻었다.

관리 · 사무직을 기준으로 하면 5.0% 각각 낮다는 결과를

이 연구는 임금함수 추정방식을 통해 민관임금격차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공무원 임금이 민간과 대등함을 밝힌 최초의 논문이기도 하다

그

러나 분석의 기초가 되는 개인별 공무원 임금자료의 표본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대표성
에 의문이 있으며， 남녀

임금함수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성더미 변수를 포함하여 임금

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設定誤등정 (mis-s야ιification) 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온 연구의 의의는 첫째로 임금함수를 이용한 민관임금격차 추정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자료들보다 대표성과 신뢰성이 높은 방대한 공무원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민관
임긍격차를 추정한 데 있다-

임금함수 방식으로 민관임금격차를 분석한 국내 기존연구에

서는 300명 내외의 소규모 공무원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의문이 있었지
본 논문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사용함으로써

만

이러한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었다-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와 달리 성별로 분리된 임금함수를 각기 추정함으
로써

設定誤꿇 (mis-specification) 에

따른 推定係數의

不安定性 (instability )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둡째로 대규모 사업장의 성격을 갖는 정부부문의 특징，
무원의

엄격한 임용시험을 통과한 공

높은 자질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비교준거집단으로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이

적젤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실증분석에 반영하여 기업규모를 통제한 후 각 규
모별 민관임금격차를 실증분석한 점도 본 논문의 기여라 할 수 있다-

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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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平均賞金方式과 貨金낸數方式을 모두 적용하여 민관임금격차를 추정함으로
써 추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의 차이를 측정한 점에도 의의가 었다. 민관임금격
차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방법을 모두 적용함으로써 바람직한 추정방법

을 모색하고， 실증방법론상의 차이에 따른 추정오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

理論的背景

공무원 노동시장의 특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規範的 勞動市場論과 實證的 勞動市
場論으로 대별된다. 규범적 노동시장론에서는 공공부문의 엄금이 정부의 규범에 의해 결
정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정부의 임금정책이 분석의 초점이 된다. 반면 실증적 노동시

장론에서는 공공부문을 노동의 수요자로 파악하고 노동수요의 결정원리에 초점을 맞춰

공공부문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3. 1.

規範的 勞動市場論

규범적 노동시장론에서 공무원 보수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民官對等의 原

則 (comp없ab퍼ty principle 혹은 prevaJ.파19 wage principle) ’ 으로 구체화된다 (5) [Smith (1 976 ,

198 1), Fogel and Lewin (1 974) 등) . 이것은 동일직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동질노동의

보

수수준은 민관부문 간에 대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으로서， 박셰일(1 987) 은 이 원칙이 형평
성에 대한 사회통념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언적자원배분의 효율성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
고보았다.
민관대등의

원칙은 模範 훌用主 (model employer)

모델과

費用最小化 흩用主 (cost-

minimizing employer) 모델로 구분된다. 모범 고용주 모텔에서는 국가공무를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여 그 사회의 엘리트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마땅히 공무원의 우수한 자질에 부합하는 고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Be파nan and Heywo여(1 996) 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 정부는 공공부문

(5)

그러나

Foge1 and Lewin ( 1974) 은 공무원 임금과 민간 임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비교가
@ 민간부문의 특정직종 내에는 하나의 임금률이 존재하는 것
아니라 다양한 임금률이 병존하고 있다 @ 민간부문의 임금은 완전경쟁적인 제품시장에

쉽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이지만 기업 혹은 제품의 시장독과점력에 의해 지
지되고 있다

@

금전적 보수 이외에 근로제공에 대한 다양한 보상 (com뼈lsation) 수단이 존재

하기 때문에 임금만을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었다
한 직종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민간부문 내에 정부의 직종과 비교가능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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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를 국가전체의 임금 및 소득정책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공무원 보수 억제정
책을 지속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보수당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공식적 소득정

책 수단은 아니지만 민간부문의 임금협상시 중요한 준거가 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었
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내 최대의 단일고용주로서 정당한 法的 節次 (due process) . 實

績制 (merit system) . 연금보장， 차별 철폐 등을 앞장서 준수하고 민간에 모범을 보여할 필
요드 존재한다 (6)

비용최소화 고용주 모텔에서는 정부가 필요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

에서 공무원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Smith (1 976) 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임금을 초과하는 공무원 보수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해온 전통이 있다. 미국 정부는 비용최소화 고용주 모텔에 입각하고 있지
만， 이 모텔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정부부문은 暗默的
昇꿇(망ade creep).

입직자격의 완화， 공무원이 되기 이전 경력의 과대계상， 수당의 신설

등의 편법을 통해 공무원 보수를 인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일정 정도의 準地
代(quasi-rent) 가 지불되고 았다

3.2

寶證的 勞動市場論

실증적 노동시장론에서는 공무원 임금도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민관임금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職務의 異質性

(heterogeneous job) . 훌지勞者의 異質性 (heterogeneous worker) . 勞動市場의 不完全性 (market
imperfection) 등이 그것이다(7)
우선 직무의

이질성에 따른 임금격차 이론으로는 補慣的 負金格差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이론이 대표적이다. 직종 간에는 비금전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늠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민관의 직종구성은 크게 다르며 정부부문에 주로 분포하는
직종들은 비금전적 특성변에서 유리한 특정을 갖고 있다- 특히 공무원은 고용의 안정성

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에 따르면 이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
할 경우 공무원 임금이 민간보다 낮아야 노동시장의 균형이 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친무의

이칠성에

따른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는 效率性貨金모댈

(6) 대표적으로 민간부문 여성임금은 성차별로 인하여 정상보다 낮게 왜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정부가 민관대등의 원칙에 따라 왜곡된 민간임금을 그대로 여성공무원 임금책정의 준거로 삼
는 것은 부적절하다

Asher and

Popkin ( 1984 )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성 및 흑인 공무원의 민관

임금격차가 가장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정부가 소수민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모범고용주로 행동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7)

이하의 논의는 McConnell 뻐d Brue (l 992.

pp. 390-411) 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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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wage mod려)이 있다. 효율성임금이란 시장청산 임금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상황이 존재하며 기업， 직종이나 산업별로 이러한 상황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노력 (effort)

을 생산함수에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효慢模型 (s비없ngmodel)이다. 근로자가 태만을 통해
자신의 노력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임금 프리미염을 지불하여
직업상실에 따른 기회비용을 높이거나， 혹은 감시비용을 증가시켜 태만의 적발 확률을

높임으로써 근로자 노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으로서

민간에 비해 감시비용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유효노동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무원에게 임
금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動勞者의 異質性 (heterogeneous worker) 으로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A的資本理
論 (hun뻐1 capital theory) 이 있다. 인적자본이론에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인적자본

에 의해 결정되며， 통일한 인적자본을 갖고 있는 근로자는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
로 본다. 그런데 직종 간 노동이동에 제약이 었다든가， 여성， 인종 등과 같은 경제외적

요인에 따른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는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나라 공무원 노동
시장은 ‘임금과 배치가 일련의 관리적인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관리
단위’ 로 정의되는 內部勞動市場 (intem외 laborm따ket) 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관 간 노

똥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민관임금격차를 발생시
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중 情報의 非對稱性 (information asymme따)을 임금격차 발생의 주

요한 원인으로 파악하는 이론으로는 本A-代理A(p디nci맹1-agent) 이론이 었다

이에 따르

면 本 ACprin뎌맹1) 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代理ACagent) 은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 위하여 본인이 위임한 목표수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 본인-대리인 문제는 계약
시점에는 정보의 비대청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정보의 비대

칭성이 나타나거 때문에 발생한다. 정부의 궁극적 주인인 국민은 국가예산 집행과 행정
업무 수행을 대리인인 공무원에게 위임하였지만， 공무원은 노출되는 제약만을 충족시키
면서 자신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조직을 확대하려는 사적유인을 충족하고자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민관임금격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3.3.

示曉點

이상의 이론 서베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부문 노동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며， 각 이론들은 민관임금격차의 발생원인과 그 방향에 있어서 공통된 결론에 도
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가정과 그에 기초하여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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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론의 타당성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민관임금격차를 설명하고 있는 각 이론들은 분석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범걱 노동시장론의

우선 규

‘民官對等의 原則’ 에 따르면， 공무원과 민간의 임금을 그대로 비교하

는 것이 아니라 양 부문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최대한 유사
한 집단끼리 비교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것은 ‘同→勞動 同→負金’ 이라는 임금
결정의 보편적 원리가 민관부문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
서는 공무원과 직무특성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민간의 행정관리직，

전문직，

三즈^~프;!'zJ
'\.!_ l...:.l.!...

사E직으로 직종을 한정하여 민관임금을 비교한다

둘째로， 人的資本理論에서는 동일한 인적자본을 갖춘 근로자는 그가 일하는 부문과 관
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민관부문과 같이

임금결정원리가

상이한 경우에 임금비교를 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기본적으로 인적자본이론에 입각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민관임금격차를
추정하면서， 여기에 양 부문 간의 직무 특성차이를 실증분석에 고려하기 위해 임금함수

의 설명변수로 직종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로， 補慣的 負金格差理論에서는 양 부문의 직업특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임금격차
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점을 감안하여 민간기업 규모별로 민관임금격

차활 추정하며， 직업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임금함수 추정시 직종， 지역 등의 설명변수
를추가한다

4. 分析模型
민관임금격차는 평균임금 비교모형과 임금함수 추정모형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이용
하여 추정한다

4. 1.

구체적인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平均홈金 比較模型

근로자 집단 간 임금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 집단의 단순평균임금을 비교하
는 방식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비교하고자 하는 근로자집단 사이에 다른 조건은 모두

통맏하고 단지 연령구성만이 상이한 경우를 가정하고 격차지수를 계산해본다
인 공무원 (g) 의 연령별 (i) 평균보수를
의

연령별 (i) 평균보수를

구섣할 수 있다-

Wpi

’

l4% , 연령별 비중을

Fgl ,

비교집단

기준집단인 민간근로자 (p)

연령별 비중을 뮤l라 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격 차지 수를

떼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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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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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F= 표구

(4 .4)

첫째로 식 (4. 1)의 통상 임금격차 치수 (0) 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버교시 흔히 사용되
는 단순평균으로서， 민관근로자의 연령구성이 상이할 경우에는 왜콕이 발생하게 되는 단

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라스파이레스 임금격차 지수

(L) . 파쉐 임금격차 지수 (p) . 그리고 피셔 임금격차 지수 (F) 가 흔히 활용된다. 이들 지
수는 연령구성에 의한 임금격차의 왜곡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부문의 연령구성을 통일적
으로 사용하여 임금격차 지수를 계산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둘째로 식

(4.2) 의 라

스파이레스 임금격차 지수 (L) 는 비교집단인 공무원의 연령별 비중 (Fg) 을 분모와 분자에
모두 적용하여 민관임금격차를 계산한다. 셋째로 식

(4.3) 의 파쉐 임금격차 지수 (p) 는

기준집단언 민간근로자의 연령별 비중 (Fn;)
을 사용하여 민관 임금격차를 계산한다. 마지
pl
막으로 식 (4.4)의 피셔 임금격차 지수 (F) 는 라스파이레스 지수 (L) 와 파쉐 지수 (p)의 기

하평균으로 라스파이레스 지수가 민관임금격차를 과대평가하고 파쉐 지수가 과소평가하
는 단점을 보완한다평균임금 비교방식을 적용하여 민관임금격차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셔지수를 거준으로 적용하므로 본 논문에서도 이에 따른다.

4 .2.

홉金댐數 推定模型

임금함수를 이용한 민관임금격차 추정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8)

우

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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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식
여

(4.5) 의 방법

( 1 )과 같이 민관 부문더미 변수를 포함하는 단일임금함수를 추정하

이 더미변수의 추정계수 값으로 임금격차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는 장점이 있으나，

이 방법은 간편하다

양 부문의 임금함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회귀식이 본질적으로 통일하나. 단
지 부문더미의 추정계수만큼 상수항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만 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식

(4.6) 의 방법

(ll)에서는 민관 양 부문의 임금함수가 상이한 경우에 별도의 임금함

수를 추정하여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우선 부문별로 각각의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 추정
된 양 임금함수의 동일성을 검정하여 두 부문의 임금함수가 상이한 것으로 판명되면 부
문별 임금함수를 이용하여

방법 (

A.5)

(단

D는

(4.6)

o

Oaxaca (1973) 임금분해를 시도한다 (9)

lnW= I.ßX+ αD+f

1)

1 의 값을 갖는 민관 부문더미 변수)

‘

ln\ Q= zngXg + 갤

방법 (ll)

ln Wp =I.ß~p + 투

ln함 -ln 딱 =Iß찮- 짧px;

(4.7)

=[z，(한

휴)뻐 + 댄‘ φ~- ß.파g εφp -P*파김

삭 (4.7) 에서 민관 총로그임금 격차

이에 기인하는 임금격차 부분

(8)

는 양 부문 근로자 간 인적자본의 차

[z, (Xgn- Xpnβr*] • 과 보수율 차이에 기인하는 임금격차 부

근로자의 부문선택편의 (selectivity bias) 를 고려하는 추정방법은 식별을 위한 적절한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를
(9)

lnWg-lnWp

찾을 수 없어서 시도하지 못했다

겸정통계량은 일반적으로 Chow-test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F- 통계량을 사용한다

F(k‘ n+m-2k)=

,- SSRg - SSR，싸

(SSR

(SSRg +SSRpν(n +m-2k)

단， S5Rg: 정부부문 임금함수의 잔차자승합‘

SSRp 민간부문 임금함수의 잔차자승합，
SSR 정부부문，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임금함수의 잔차자승합，
k: 모형에 포함된 추정계수의 수，
n , m: 임금함수 추정에 사용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표본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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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휴1 으로 분해되며， 후자가 순임금격차에 해당된다 순엄

금격차란 민관근로자 사이에 존재하는 총임금격차 중 양 부문 근로자의 인적자본 차이에

자가 양 부문의 상이한 임금정책에 의해 직면하게 되는 임금격차로 정의된다. 즉，

끊

기인하는 임금격차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분으로서 동일한 생산성 특성을 가진 근로

자의 학력， 경력 등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격차는 합려적이지만， 동

일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단지 근로부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이한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임금함수 추정계수인 β에 어떤 값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임금분해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民官 統合資料 (pooled data) 를 구성한 후

단일임금함수를 적합시켜 추정한 계수를 사용하는 Neumark {1 988) 분해방법을 적용한다.
임금함수 추정에 사용된 변수는 〈表 2) 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임금함수 추정을 위해

종속변수는 윌임금에 로그 (LWAGE) 를 취했고， 설명변수는 부문더미 (SBσOR) ， (1 0) 연령

(AGE) , 연령자승 (AG2) , 4개의 교육 더 미 (초등졸 (EDUl)

〈表

2)

중졸 (EDU2) ，

고졸 (EDU3) ，

홈金回歸式에 使用된 變훌t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병

LWAGE

월임금의 로그값(종속변수)

SECfOR

부문더미 변수(공무원 =1

MAR

결흔더미(기흔=1

민간부문=0)

AGE

연령

AG2

연령의 제곱항

EDUl

교육더미 변수(초등졸 이하=1

EDU2

교육더미 변수(중졸=1

기타=0)

EDU3

교육더 미 변수(고졸=1

기타=0)

EDU4

교육더미 변수(전문대졸=1

EDU5

교육더미 변수(대졸 이상=1

JOB1

직종더미(관리직 =1

기타=0)

JOB2

직종더미 (전문직 =1

기타=0)

JOB3

직종더미(준전문가=1

미혼=0)

기타=0)

기타=0)
기타=0)

기타=0， 단

JOB4

직종더미(사무직 =1

SEOUL

지역더미(서울=1

B.METRO

지역더미(광역시 =1

LOCAL

지역더미(서울 및 광역시 제외 =1

91 년은 사무직 =1

기타=0)

기타=0)， (91년의 경우는 없음)
기타=0)
기타=0)
기타=0)

(1 0) 민관 부문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단일임금함수를 추정하는 경우에만 설명변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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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졸 (EDU4).

준전문직 (JOB3)

대졸 이상 (EDU5) . 이 1) 4개의

직종더미 (관리직

-

365

(JOB l) . 전문직 (JOB2) .

. 사무직 (JOB4)). 3개의 지역더미(서울 (SEOUL) . 직 할시 (BMETRO)

타 (lOCAL)) 등을 포함하였다

기

여기 포함된 설명변수들은 모두 임금회귀식 추정시 전통

적드로 포함되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분석 에 사용된 자료는 1991 년과 1996년 양 년도의

구조기본통계조사~ 5% 임의 표본추출 자료이다
특별조사」에서

실증분석자료의 구성을 위해 r가구소비

공무원 가구주를 추출하여 이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의

자료와 결합한다
고 있는데

=가구소비특별조사」 원자료와 「임금

민간근로자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 임금을 사업체 규모별 민간 임금과 각각 비교하

c가구소비특별조사」에서는 민간의 사업체 규모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기 때문

에 끈로자가 속한 사업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 r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를 사용
한다，

본 논문과 같이 상이한 표본을 결합하여

임금격차를 분석하는 경우， 자료의 차이

에 따른 임금의 편의 (bias) 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가구소비특별조사;만을 이용하여 민관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본 논문의 결과와 크
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공무원의

비교준거가 되는 민간큰로자는 상용근로자로 한정하며.

월임금이

윌액기준

최저 임듬 í12) 보다 낮은 관측치는 이상치 ( outlier) 로 간주하여 표본에서 제외한다. 분석대상
은 18 셰 이상 57세 이하인 근로자이며.

이는 공무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8-9급 공무원의

임용사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고， 공무원 6←9급직의 경우 법률상 정년

이 57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판매직 , 생산직 등과 같이 민간

부문에만 특유하게 존재하는 직종은 배제하고 가능한 한 민관 간에 유사한 직종의 임금

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한다.

5.

實證分析結果

:;.1. 分析資料의 要約統計
〈좋 3) 에는 분석자료의 요약통계가 정리되어 있다
금을 비교해 보면.

민간부문 114만원，

우선 1991 년 남성 의 민관 월평 균임

공무원 123 만원으로 공무원 임금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약 8.2% 높았다- 로그 윌임금의 분산을 삼펴보면

(11 ) 대졸이상에는 대졸

대학원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2ì 윌액기준 최저임금은 1991 년 192700원
위원회 자료 참조

공무원에 비해 민간이 더 높아

1996년 316.4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심의

짜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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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내부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인적특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
민간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4.18세로， 남성 공무원의 39.72세에 비해 5.54세 젊었으며， 학

력은 공무원보다 민간부문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년수는 민간이 14.29년임에 비해 공
무원은 13.88년이었으며， 대졸 이상 비중도 민간은 52.92% 임에 비해 공무원은 40.53% 에
그쳤다.

다음으로 1996년 남성의 부문 간 월평균임금을 비교해 보면， 민간부문 195 만원， 공무

원 206만원 (13) 으로 그 격차는 1991 년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지만 공무원 임금은 여전히 민
간에 비해 약 5.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문의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로그 월임금
의 분산을 살펴보면 민간의 경우에는 1991 년과 동일한 값을 나타냈지만， 공무원의 경우
에는 분산이 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1년에서

1996년의 기간 중 민간에

비해 공무원에 있어서 임금압축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14) 남성 민간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5.08세로，

남성 공무원의 41.05세에 비해 5.97세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1991 년에 비해 민관 간의 연령차가 확대되어 공무원의 노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연수도 공무원에 비해 민간이 여전히 긴 것으로 나타
났으며， 대졸이상의 비율도 민간에서는 1991 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공무원

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年敵構成의 差異와 홉金格差

5.2.
5.2.1.

年敵構成의 民官 差異

앞서 〈表 3)의 요약통계를 통해 민관의 근로자 구성에 큰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평균
연령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양 부문의 연령구조 차이는 〈그림
2)의 5세 구간 민관의 연령별 도수분포도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민간근로자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30세 전후에서 30% 로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50셰 이

상에서는

5% 수준의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30세 초반까

(1 3) 공무원 임금통계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1 년과 1996년의 기획예산처 『예산개요 참
고자료』상의 정왼과 인건비 예산자료를 기초로 공무원의 l 인당 연봉을 계산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1991 년의 경우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1 인당 연봉은 1 ， 566만원(월임금 130.5 만원) ,

1996년에는 2 ， 461 만원(월임금

205

남성공무원 임금이 1991 년 123 만원

1 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것은 『가구소비실태조사』상
1996년 206만원인 것과 대체로 비슷하다.

(1 4) 공무원의 평균임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은 공무원 임금구조가
민간에 비해 내부임금격차가 작은 평준화 경향이 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무원임금의 평
준화 경향에는 고용주의 임금정책뿐만 아니라 민관 간의 근로자 구성차이에 따른 효과도 포
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문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은 시도하지는 않았다.

임금구조 문제는 본 논

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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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1991 年， 1996 年 民官部門別 要約統計(男性)
1991 년

1996년

변수명

11406

% %

(55.75)
로그월임금

”에

월임금(만원)

공무원

mμ

민간

H %

13 84

(0.3880)

령(세)

34 18

39 72

교육년수(년)

14 29

”

α

(1 .99)
중

졸(%)

1 89

고

3

@∞
@ι여

(0.4445)
연

J

민간

공무원

195 54

206 45

(91.93)

(70.17)

14.38

14 48

(0.μ45)

(0.3374)

35.08

41 05

14 68

14 22

(1 .87)

(2.36)

1 43

2 27

‘

졸(%)

32.17

47 98

23 78

43 07

천문대졸(%)

1268

744

1194

8 28

대졸이상(%)

52 92

40 53

6255

45 66

기

75 26

96.33

7440

9446

13,150

1,611

15.248

2,547

흔

표본 수 1명)
註(

)내는 표준편차

지 구성비가 꾸준히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15% 내외의 안정적인 구성비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패턴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 있다.

<그림 2) 에서

1991 년과 1996년 모두에서 나타나

1991 년에 비해 1996년의 그래프가 민관 모두에서 소폭이지만 우

측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분석기간 중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포
-,

-ι-

λl걱二
0 。

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연령별 구성이 크게 다른 이유로는 공무원의 높은 흩f庸
安定性을 지적할 수 있다. 공무원은 법률로 정년을 보장받고 있으며.
。l

낮기 때문에

인력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自發的 中途退職率

반면 민간근로자는 공무원과

달퍼 고용안정성이 높지 않고， 공무원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주의 파산에 따른 실

직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인력순환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40대 이후
중 · 장년층 화이트칼라의 경우 실직시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 나라 노동시장 환경도 민간
근로자 중에서 중 · 장년층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 年顧別 홉金格差
〈그림 3) 에는 민관 임금격차의 연령별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민) 임금배율을 도
시하였다

이것은 각 연령구간별 민관 남성근로자의 산술평균임금을 각각 계산한 후， 각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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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I (%)

96년 민간남성

......
{} ....

30 0

96년 공무원남성

-•

...•..

91 년 민간남성

-권- 91 년 공무원남성

20 0

.

mnu

(연령구간)

0

25
資料

미만

25 29

30-34

•

35-39

40-44

45-49

50

이상

『가구소비실태조사」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작성 .

〈그림

2> 民官의 年顧었 1) 度數分布圖(男性)

12
11
10
09
0.8
25
資料

미만

25-29

30-34

35-39

40-44

45-49

50

이상

「가구소비실태조사~. r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작성，

〈그림

3> 年鄭別 官/民 홉金f숍率(男性)

연령구간에서의 (공무원 임금/민간근로자 임금) 배율을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은 20대에서 민간근로자보다 1.06배 -1.2배 가량 높지만 30대

초반부터 역전되기 시작하여 30대 중반 이후에는 0.85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앞

서 〈그림 2)에서 민간큰로자는 20대의 비중이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

대 후반 이후부터는 공무원에 비해 비중이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2) 와
〈그림 3)을 결합해 보면，

공무원은 저임금을 받는 20대의 구성비가 낮고 고임금을 받는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반면， 민간근로자는 저임금을 받는 20대의 비중이 높고 고임금을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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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40-50대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단순평균임금을 비교하면 공무원 임금이 민간큰로자
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민관 간의 연령구성 차이가 크고

연령별 빈관임

금격차의 편차가 큰 경우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평균임금을 비교하게 되면 민관임금
적차 추정에 왜옥이 발생하게 된다

5.3. 平均홉金 推定結果
민관평균임금을 비교하는 4가지 방법에 의한 계산결과가 〈表 4) 에 제시되어 있다. 구
차적 임금격차 지수의 계산에는 5세 연령구간별 평균임금과 각 연령구간별 근로자 구성
비중을 사용하였다

임금격차 지수를 계산함에 있어 각 연령별 평균임금을 사용하지 않

고 5 세 구간별 평균임금과 각 연령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사용한 이유는 공무원의 경우
표본수가 많지 않아 각 연령별 평균임금을 사용할 경우 대표성이 약해 왜곡이 심할 것으
로 보았기 때문이다
계산결과를 정려한 〈表 4) 에 따르면，

남성의 통상 민관임금격차는 공무원이 민간근로

i 에 비해 1991 년 8.2%. 1996년에는 5.6%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와 파쉐 지수의 기하평균에 해당하는 피셔 지수에 따르면.

라스파이레스 지

남성 공무원 임금은 남성

보간근로자에 비해 1991 년 7.1%. 1996년 10.9% 각각 낮았다

참고로 1999년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민관임금격차를 추정하고 있는 정진

호 · 어수봉 (2000) 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평균보수는 연봉기준으로 공무원 24.097천원.
만 간근로자 23 212천원으로 공무원 임금이 3.8% 높게 나타났다- 양 부문 근로자의 연령
구성 차이를 고려할 경우 공무원 보수는 민간근로자에 비해 라스파이레스 지수에 의해서

는 14.7%

파쉐 지수에 의해서는 11.1%. 그리고 피셔지수에 의해서는 13.0% 각각 낮다

는 결과가 나왔다， 정친호 · 어수봉 (2아lü) 의 경우에는 기준년도가 1999년이고. 남성과 여

성이 표본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민관 보수비교의 연령계층이 19-59세로 더 광범위하
다는 점 등에서 본 논문과 차이가 있지만 분석결과는 유사하였다

5.4. 民官홉金않l數 推定結果
〈表 5) 에는 민관 남성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表

4)

전반적으로 설명계

홉金格差 指數정 IJ 官/民 平均홉金 比較(男性)

연도

통상 지수 (0)

라스파이레스 지수 (L)

파쉐 지수 (P)

피셔 지수 (F)

1991

108 2

91 1

94 7

929

1996

105 6

87 3

91 0

89 1

t깔料

=가구소비실태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작성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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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年 男性홉金뼈數
1996년

1991 년

설명변수

민간근로자

INTER
MAR

11.0562(144.64)*
0.1346( 16.24)*

AGE

0.1014( 30.00)*

AG2
EDU2

민간근로자

공무원

11.9491 (62. 65) *
0.loo2( 2.21)**

11.2423(157.13)*
0.1042( 13.85) *

12.4856(97.86)*
0.0952( 3.99)*

0.0554( 6.04)*

0. 1l 51( 37.90)*

0.0644 (1 0.55) *

-0.0010(-23.19)*

O.α)()3( -3.57)*

-0.0010(-28.34)*

-0.0005(-7.05)*

0.1533( 2.99)*
O. 3361 ( 7.04)*

0.2486( 2.76)*
0.3482( 4.37)*

0.1573( 3 07)*

EDU4
EDU5

0.3157( 6.55)*

0.3811( 4.5 1)*

0.3392( 7.16) *
0.3477( 7.27)*

-0. 0655 (-1.00)
0.1735( 3.01)*

0.5177( 10.85)*

0.2077( 3.55)*

0.3120( 30.81)*

0.4356( 5.38)*
-0.1748(-1.57)***

0.4703( 9.93)*

JOBl

0.2131( 18.79)*

JOB2

0.1127( 18.21)*

0.1457( 7.42)*

0.1789( 8.49)*
0.2090(13.43)*

EDU3

공무원

‘

0.1671 ( 2.79) *

0. ll3 8( 17.87)*

METRO

0.0518( -7.21)*

-0.0932(-3.15)*

-0.0383( -6.16)*

o 02없 (2.36)** I
-0.1081 (-6.49)*

LOCAL

o.a재 1(-12.25)*

-0.0832(-3.03)*

-0.1184(-20.41)*

-0. 1ll0(-6.98)*

R2

05245

o 5432

표본수

13,150

0.3598
1,611

0.5002
2,547

0.0630( 9.78)*

JOB3

15,248

I

」

註: 1) (

) 내는 t값-

2) *’ .*’

***는 각각

1% , 5%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수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정계수도 대체로 1% 유의수준을 모두 통과하여 적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정이 관찰

된다.

첫째로 임금회귀식에서 상수항의 추정계수는 민간근로자보다 공무원이 더 커， 공무원
의 입직초 임금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더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였다.

둘째로 연령의 계수추정치는 민간근로자가 공무원보다 2배 가까이 크지만， 연령자승의

계수추정치 절대값도 역시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간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임금상승속
도가 공무원에 비해 빠르지만，

임금감소가 시작되면 공무원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추정된 민관 임금회귀식을 이용하여 최고임금 도달연령을 계산해 보면

년의 경우 민간근로자는 50.7세

1991

공무원은 9 1. 6세， 1996년에는 민간근로자 57.5세， 공무

원 64.4세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임금정점 도달연령이 민간에 비해 더 늦다는 사실은 민
간에 비해 공무원 임금이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공급적 성격을 갖고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니

셋째로 인적자본 중 중요성이 높은 敎育에 대한 報빼{率을 비교해보면，

이

‘

n

우리 나라 公務員 報빼水準의 適正性에 관한 實證分析

U

1991 년의 경우

전문대졸까지는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보수율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높았지만 대졸 이상
에서는 민간근로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가 각 부문 내에서 상위직을 차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것은 공무원 보수구조가 상하위직 간에 임금격차

가 작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1991 년과 비교하여 1996년에는 공무원의 학력 간보

수율 격차가 더욱 축소된 반면， 민간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5.

民官홉金格差 推定結果

낚성을 대상으로 민관부문별 임금함수를 추정하여

Oaxaca

임금분해 기법을 적용한 결

과가 〈表 6) 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규모 · 전학력을 살펴보면， 총임금격차 . InWg -lnWp • 는 공무원 임금이 민간근
로자에 비 해 1991 년 10.13%.

996년 9.71% 가 각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별로는 민간의 사업체규모가 증가할수록 공무원에 유리한 민관임금격차는 축소되었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에서보다 고졸에서 공무원의 임금프리미염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민관 총임금격차를 Neumark방식을 적용하여 분해한 결과를 보면，

1991 년에는

총맏금격차 10.13% 중 민관 간의 인적자본 차이가 8.62% 를 설명한 반면， 순임금격차는
1.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높은 임금은 대부분 인적자본 측면에서 공무원
관간근로자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996년에는 총임금격차

。1

〈表 6) 民官 홉金格差의 分解結果

전규모

500 인 이상

100인 이상

L__•

<전학력〉
로그임금격차

00971

0.0680

0.0232

인적자본차이

0.1139

계수차이
〈고졸〉

후그임금격차

o 1528

0.1 17J

o 0509

0.0432

0.1013

o 1463
o 1386

o 1187

민적자본차이

0.1007

o 1353

0.1050

o 1070

00514

00077

0.0179

0.0181

o 0541

섭수차이

•

o 0637

〈대졸〉

로그임금격차

0.0846

o 1043

0.0645

0.0952

0 0225

0.0568

인적자본차이

0.1369

o 1810

0.1514

o 1876

o 1548

o 1657

0.0522

00766

-0 0869

0.0923

o 1323

-0.1088

계수차이

•

‘

•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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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중 순임금격차는 -3.97% 로 나타나 민관 간 인적자본 차이를 감안하면 공무원 임
금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역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企業規*莫別로 보면，
추세를 보였다.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공무원에

불리한 순임금격차가 확대되는

1996년의 민관 순임금격차를 살펴보면， 공무원임금은 100인 이상 사업체

민간근로자와 비교하여

5.89% , 그리고 500인 이상과 비교해서는 9.06% 각각 낮은 것으

로나타났다
學歷別로 보면， 전규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고졸의 경우에는 1991 년과 1996년에 모

두 공무원의 임금프리미염이 유지되었으나， 대졸의 경우에는 모두 공무원 임금이 민간에
비해 불리하였다

공무원과 1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비교하였을 때 1996년 고졸에서는 공

무왼 임금이 1. 81%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인 이상과 비교하면

6.37%

불리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졸의 경우 민관 순임금격차는 전규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91 년에는 민간근
로자에 비해 공무원 임금이

것으로 나타났다
불리하였고

5.22%

낮았지만，

1996년에는 이것이 확대되어

7.66%

100언 이상 기업규모와 비교하였을 때는 1996년에는 공무원이

500인 이상 기업규모와 비교하면 1996년에

10.88%

낮은

9.23%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고졸 및 대졸 모두에서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공무원 임금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
는 추세는 동일하였다.

6.

結

는A‘
illl꺼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 임금의 비교준거가 되는 민간근로자를 가능한 한 여러 하위집단
으로 설정하고 민관임금격차를 추정하였다. 공무원 임금을 다양한 민간부문 하위집단과
비교한 것은 공무원의 민간 비교준거집단이 명확하지 않고 비교준거집단 설정방식에 따
라 민관임금격차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민간근로자의

임금수준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기업규모와 학력을 기준으로 민간근로자를 세
분하여 공무원 임금과 비교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남성 민관근로자의 年鄭構成을 비교해 보면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30대 전후의
비중이 높은 반면 40대 이후 연령층의 구성비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공무원의 경우에

는 20대를 제외하고는 전연령층의 구성비가 비교적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
로자 연령구성의 차이 때문에 30대 이후에는 민간근로자 임금이 공무원보다 높음에도 불
구하고 전 연령의 평균임금은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이υ

견

우려 나라 公햇員 報빼7](準의 適正'1:1에 관한 實좁分 T1'

<

둘째로. 션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平均賞金 比較方式으로 민관임금격차를 추정하였

디

양 부문 간 연령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라스파이레스 지수‘ 파쉐 지수

셔 지수 등의

임금격차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무원에 비해 각각

12.7% 9.0%

10.9%

피

1996년 기준으로 민간부문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균임금 비교

벙식을 사용한 기존연구 결과와 부호나 크기 변에서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로‘ Oaxaca 임금분해 방법에 따를 때
는 공무원 임금이

오히려

4.0%

민간에 비해

1.5%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순임금격차 기준으로 1991 년에

높았지만

1996년에는 공무원 임금이 민간에 비해

이것은 평균임금 비교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민관임금격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서 공무원 임금수준은 대체로 민간과 대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기존연구와 같이 연령. 학력만을 통제하고 민관임금을 비교하는 방

식은 민관근로자 간의 이칠성을 모두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의 하향편의를
초래하는 추정방볍론상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비교준거가 되는 민간부문을 기업규모에 따라 100 인 이상과 500인 이상으로 나누
어 공무원 임금과 비교해 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클수록 공무원에게 불리한 민관임금격차는 확대

남성의 경우 100 인 이상 민간기업과의 민관 순임금격차는 1991 년

-1.95%. 1996년

5.89%. 500인 이상과는 1991 년

8.16%. 1996년 -906% 로 공무원 임

금이 불리하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남성에서는 공무원 임금이 민간에 비해 1991 년

과 1996년 모두 높았던 반면. 대졸의 경우에는 양 년도 모두 공무원 임금이 불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公챙물、 報빼政策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政策的 含意를 갖는다
째로 민관 간에는 근로자의 구성

높으므로

직업의 특성，

첫

임금구조 등의 측면에서 매우 이질성이

이러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민관임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平

均賞金 比較方式보다는 貨金핍數 推定方式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선행연구와 같이 평균임금 비교방식으로 민관임금격차를 평가할 경우에는 공

무원 임금이 민간근로자보다 크게 불리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근로자의 다양한 속성

을 통제할 수 있는 임금함수방식으로 민관임금격차를 평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격차가 크
게 축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토대르 추진되고 있는

이것은 평균임금 비교방식에 의한 민관임금격차 추정결과를

‘公務員 報햄써 現實化 5↑固年 計劃 (2α)()-2004) ’ 이 공무원 임끔을 지

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는 편의 (bias)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로‘ 민간기엽을 기엽규모별. 학력별로 나누어 民官貨金格差를 추정한 결과 공무원
임 금은 민간 전규모의 고졸 끈로자와 비교할 때 가장 유리한 반면
이상과 비교할 때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대기업의 대졸

이는 민관 임금구조에 차이가 존재함을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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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는 것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양 부문의 임금격차를 추정해 온 전통적인 분석방법

으로는 민관임금격차의 전모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수준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민관 간의 임금구조 차이를 고려한 공무원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博士課程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19-252-0960

E-mail: query@kot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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