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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성별 분리 및 숙련 특성이 임금 및 직무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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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 성별 분리 및 숙련 특성이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개인 수준에만 국한하

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개인과 직종 두 층위의 

변수를 포괄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 자료와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직종별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및 수준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인지적 숙련, 

기술적 숙련, 신체적 숙련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여성 임금근로자는 임금과 직무만족도 양쪽 

측면에서 남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별 격차는 인지적 숙련을 높은 수

준으로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보다 완화되는 한편, 직종 성별 분리의 정도가 높은 직종에서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직종 성별 분리와 숙련 특성에 따른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성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노동시장 내 정책의제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주제어    직종 분리, 직종 숙련, 성별 격차, 위계적 선형모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ender gaps in wage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skill charac-

teristics and gender composition in occupation typ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gender gaps in wage 

and job satisfaction have limitations in using a model at a single level.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in-

tegrated the analysis of worker level and job level variabl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hierarchical linear model.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20th year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Panel Survey and 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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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orkers data used, factor analysis was utilized to derive cognitive, technical and physical skill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female workers in the metropolitan area showed lower average wage and job satisfaction than 

male worker. these gender gaps were alleviated in occupations which requiring a high level of cognitive skill, while 

deepening in occupation with a high occupational segreg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aimed at reducing the gender gap in the labor market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gaps 

in wage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skill characteristics and gender composition rates of wage workers in the 

metropolitan area.

Key Words:  Occupational segregation, Occupational Skill, Gender gap, Hierarchical linear model

1. 서론

과거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가 지속적으

로 관측되어 왔으며,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

고 있는 비중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남

녀 간 교육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

는 현재에도 남녀의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

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기에(OECD, 2018),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이슈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는 사회적 배제나 차별로부터 비롯되며, 사회적 무력

감과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집단 간 갈등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

안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원천을 탐색하기 위한 최

근의 연구들은 근로자가 속해있는 직종이라는 구조

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Huffman and Co-

hen, 2004; 조혜선, 2002). 직종 내 근로자 개인 수준

에서의 요인들이 동일하더라도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

는 직종에 따라 근로자는 서로 다른 기회 구조를 가질 

수 있기에, 성별 격차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

자 개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 수준에 대한 고려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발생 메커니즘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단순히 개인 수준에만 국한하여 분석을 수

행해왔다는 한계를 가진다. 기존의 연구들이 근로자 

개인 수준에만 집중함에 따라, 직종이라는 구조적 요

인이 근로자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통합적으로 고려

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 것이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

별 격차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근로자가 보유

한 업무수행 역량을 의미하는 숙련(skill) 개념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업무 특성별로 요구

되는 숙련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숙련

은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성별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Bacolod et al., 

2010). 예컨대 서로 유사한 개인 수준 특성을 보유한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육체와 관련한 숙련을 주로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지능을 활용한 

숙련을 주로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

금 보상의 측면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도의 측면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숙련이라는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교육수

준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숙련을 측정하였다는 한계

를 가진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근로자가 작업 현

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숙

련 개념을 포괄하여 성별 격차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 성

별 분리 및 숙련 특성에 따른 수도권 임금근로자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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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

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단일 모형이 가지는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의 임금 및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종 간 효과, 직종 내 

성별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1) 직종 분리와 임금 및 직무만족도 성별 격차 선행

연구

성별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직

종 성별 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 by gender)에 

주목한다. 특정 직종군 내 성별 분포가 다른 직종군의 

성별 분포와 매우 다를 때 직종 성별 분리가 존재한

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별 격차 양상에 있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

된다(Padavic and Reskin, 2002; Rubery and Fagan, 

1995; 조혜선, 2002). 직종 성별 분리를 둘러싼 이론

적 논의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과 가사에 대한 적절한 시간 분배를 위해 여성이 더 

나은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직종을 선호하여 직종 성

별 분리가 일어난다는 주장과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

한 구조적 장벽과 차별로 인해 직종 성별 분리가 발생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먼저 여성의 선호에 의해 직종 성별 분리가 일어난

다는 주장은 여성이 직면하는 육아, 출산, 가사노동 

등에 초점을 둔다(Polachek, 1981; England, 2010). 특

히 Hakim(2002)으로 대표되는 논의의 흐름들은 남

성과 여성이 가지는 서로 다른 일에 대한 가치관을 강

조하는데, 여성의 경우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위해 직업 

안정성(job security), 자율성(autonomy), 시간 유연성

(time flexibility), 일의 내용(job content)을 포함한 근

로 환경을 좀 더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여성의 선호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임금과 같

은 금전적 보상의 측면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

소 낮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일자리에 대

한 만족도 측면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을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여성 근로자들의 더 

유연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 환경에 대한 선호

에 의해 직종 성별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Kanter, 

1977; Gash, 2008).

한편, 직종 성별 분리를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구

조적 장벽과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한 결과로 보는 주

장들도 존재한다(Glass, 1990; Petersen and Saporta, 

2004). 이들에 의하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저평가(devaluation)되어 구직에 있어 불리한 입

장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여성들은 자연스레 상대적

으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직종으로 집중될 수밖

에 없다고 주장한다(Findlay et al., 2009; Reskin and 

Maroto, 2011). 결국, 이는 여성지배적(female domi-

nated)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보상의 측

면만이 아니라 업무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측면에서

도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Reskin and Roos, 

1990).

이러한 상반된 주장의 흐름 속에서 임금 및 직무만

족도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들은 다양한 결론들을 

제시한다. 먼저, 임금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들이 여

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풍부한 실증

적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을 토대로 개인 근로자 수준에서의 특

성에 주목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다(Blinder, 

1973; Oaxaca, 1973; Kidd and Shannon, 1996; 허

식, 2003). 근로자가 축적한 인적자본은 개인의 생산

성을 대변하는 임금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를 교육년

수나 경력년수 등의 개인 변수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개인 근로자 

수준에서의 단순한 변수 특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

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장지

연·오선영, 2017).

한편, 남성과 여성의 직무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

구는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범위나 자료에 따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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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Fagan and Burchell(2002), 

Mauno and Kinnunen(2002)은 여성이 임금만이 아니

라 직무만족도의 측면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한편, Muhlau(2007)

의 연구는 남성은 높은 금전적 보상과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여성의 

보다 자유롭고 근로시간에 유연성이 있는 향상된 업

무환경에 대한 선호로 인해 임금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상받지만 직

무만족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낮을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결론들은 경우

에 따라서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남녀 간 선호 차이

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를 탐색한 여러 연

구들이 상이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개별 노동

시장이 가진 서로 다른 맥락적 차이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시장별 다른 제

도, 일자리 구조,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교육수준 및 

가치관 등의 상이한 구성은 성별에 대한 임금 및 직무

만족도 격차의 양상에 있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노동시장 

단위를 합쳐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노동시장의 서로 

다른 맥락으로 인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 성별 격

차의 양상을 올바르게 포착하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Esser and Olsen, 2011). 

따라서 단일 노동시장권 수준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내 근로자를 분석하는 데에서 또 하나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상위집단인 직종 수준

에서의 특성과 근로자 개인의 특성을 함께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위계적 선형모형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고 있다(Esser and 

Olsen, 2011; Stier and Yaish, 2014, Stier, 2015). 위계

적 선형모형을 이용할 경우, 개인특성의 변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직종 수준에서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진다(강상진,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임금 및 직무만족도

의 성별 격차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숙련의 개념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는 데 있어 숙련(skill)에 집중하고자 한다. 숙련

(skill) 개념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개인의 성격과 같은 개인적 요소, 교육·학

습·훈련과 같은 제도적 조건, 동료의 구성, 거주지역

과 같은 환경적 조건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으로 근로

자에게 습득 및 체화될 수 있다(Bacolod et al., 2010; 

Tittenbrun, 2017). 또한 숙련은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실제 일자리에서 수행하는 업무 특성과도 깊은 연관

을 가진다(Deming, 2017; Deming and Kahn, 2018).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 경향은 숙련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탐구한다. 공정의 자

동화와 작업의 전산화 등의 최근의 기술 발전은 노동

시장의 빠른 구조적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Autor et 

al., 2003). 이와 같은 빠른 변화는 근로자의 근로 환

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

후 변화에 직면하게 될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할 일

자리의 변동이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직면할 수 있

는 위험한 근로 환경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등 근

로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낙

관론(optimistic)적 견해도 존재하지만(Green, 2006; 

Handel, 2005), 반대로 대다수의 중위 일자리들이 기

계로 대체되고 기존의 중위 일자리 종사자들이 더욱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갖고 있는 하위 일자리로 집중되

어 일자리의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한다(Solga, 2002; Gesthuizen et al., 2011).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숙련은 실제 근로자가 수행

하는 업무의 특성과 깊은 연관은 가지기에 노동시장

의 성별 격차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크나, 숙련에 따른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불평등

을 대상으로 수행된 지금까지의 대다수 선행연구들은 

근로자의 교육년수를 이용하여 숙련을 측정하고자 하

였다(Arrazola et al., 2007; Tittenbrun, 2017; S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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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교육 수준특성만을 이용

하여 숙련을 측정할 경우, 개별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

종이 주로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종사자의 평균적인 교육년수가 유사한 직

종 사이에서도 요구되는 숙련 수준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결국, 교육년수를 대리하

여 숙련을 측정하는 방식은 직종 숙련특성에 따라 발

생하는 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

다.

한편, Ingram and Neumann(2006)은 미국의 직업

사전(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 DOT)에서 제

공하고 있는 53개의 직종별 업무 특성 변수들을 토대

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해 직종 숙련을 도

출한 바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직업정

보시스템」의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및 수준 변수를 바

탕으로 직종 숙련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분석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근로자 수준의 통계자료로 「한국노동패널

조사」 20차년도(2017)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

동패널조사」 20차년도 자료는 도시에 거주하는 만 15

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총 13,774명에 대

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개인

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임금, 교육, 근로시

간과 같은 고용상의 변수와 주관적인 직무만족도 항

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본 중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

였으며,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변수 중 결측값이 관

측된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직종 수준의 직종 숙련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로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2018년 직업별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및 수준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의 경우 

고용직업분류(KECO)의 세분류(4-digit)을 기준으로 

하여 700여의 직종별로 업무수행능력 총 44개 변수에 

대한 중요도 및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

석에 활용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직업변수는 표

준직업분류(KSCO)의 소분류(3-digit)를 기준으로 측

정되었기에, 자료의 연계를 위해 표준직업분류 소분

류(3-digit) 기준 153개 직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

였다. 

한편,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직업별 업무수행능

력 중요도 및 수준을 구성하는 변수는 상호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독립적인 숙련 특성을 나타

낸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에,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을 활용하여 자료의 차원을 축소하였다. 요인분석 결

과 총 3개의 직종 숙련이 도출되었으며, 각 숙련별 요

인점수는 위계적 선형모형의 2-수준 변수로 활용되

었다.

2) 변수 설정

(1) 종속 변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개별 근로자

의 임금과 직무만족도이다. 임금의 경우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이를 보

정하기 위해 상여금을 포함한 총액 개념을 근로시간

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으로 변환하였으며, 직무만족

도의 경우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요인별 직무만족도 

문항 중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로시

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

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 문항에 관한 점수를 각

각 합산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2) 개인 수준 변수

먼저, 임금의 성별 격차의 분석을 위해 Minc-

er(1974)의 임금함수를 이론적 토대로 설정하여 개인 

수준 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가 

되는 성별 더미변수(FEMALE, 여성=1)를 모형에 포

함하였으며,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진 교육년수(EDU), 경력년수(EXP), 경력

년수의 제곱(EXP 2)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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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로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혼인 여부

(MARRIED, 기혼=1), 연령(YEAR), 비정규직 여부

(WORKTYPE, 정규직=0, 비정규직=1), 근로자가 종

사하는 사업체의 규모[FIRMSIZE, 1-4인, 5-299인

(기준변수), 300인 이상]의 더미 변수들이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기 위

한 모형에는 성별 더미변수(FEMALE, 여성=1), 연령

(YEAR), 교육년수(EDU), 경력년수(EXP), 혼인 여

부(MARRIED, 기혼=1), 사업체의 규모[FIRMSIZE, 

1-4인, 5-299인(기준변수), 300인 이상], 비정규직 

여부(WORKTYPE, 정규직=0, 비정규직=1), 근로시

간(WORKTIME, 초과근로 여부(OVER, 초과근로

=1), 4대보험 가입 여부(∈SU, 가입=1), 노동조합 가

입 여부(UNION, 가입=1)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변수들은 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들로 선행연구들에서 몇 차례 제시된 

바 있다(Clark, 2005; Handel, 2005; Stier, 2012).

(3) 직종 수준 변수

직종 수준에서의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격차 효과

(β0j, β1j)에 대한 설명변수로는 직종의 숙련특성 변수

가 사용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직종 숙련을 도

출하기 위해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44

개의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및 수준 변수를 하였으며 3

개의 공통요인으로 축소하였으며, 도출된 각 요인점

수들을 직종 수준에서 표준화하였다. 또한 성별분리

에 의한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을 직종 수준에서

의 변수로 포함하였다.

3) 실증분석 모형

본 연구는 개별 근로자 수준에서의 성별 격차와 직

종 수준에서의 특성에 의한 격차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

용한다. 위계적 선형모형은 개인 수준의 자료가 집단

에 속해있는 다층적 구조(multilevel structure)의 자료

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며, 개인 및 

직종 수준의 변수들이 개인 수준의 종속변수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

에서 활용된 위계적 선형모형의 기본 구조는 다음 식 

(1), (2), (3)과 같다. 

먼저, 식(1)은 개인 수준에서의 level 1 모형을 나타

낸다. 

≤ vel 1 Yij = β0j + β1j FEMALE + ∑q βqj  Xqij + εij (1)

위 식에서 Yij는 j직종에 종사하는 개인 근로자 i의 

시간당 임금(로그) 및 직무만족도를 의미한다. β0j는 1

수준 상수항을 의미하며, β1j 는 성별더미변수에 대한 

계수 값, βqj는 q번째 설명변수 Xqij에 대한 j 직종에 속

한 i번째 근로자의 값을 나타낸다. εij는 1수준의 오차

항을 의미한다. 개인 수준에서의 더미변수를 제외한 

설명변수들 Xqij는 전체평균중심화(grand mean cen-

tered)되었다. 

식 (2), 식 (3)은 직종 수준에서의 level 2 모형을 나

타낸다.

β0j = γ00 +∑
s=1

 γ0s  Wsj + u0j (2)

βqj = γq0 +∑
s=1

 γqs  Wsj + uqj (3)

식 (2), 식 (3)에서의 Wsj는 직종 수준에서의 설명변

<표 1> 실증분석 모형

구분 실증분석 모형

제1수준(임금) ln WAGE = β0j  + β1j   FEMALE + ∑
q

βqj   X qij  + εij

제1수준(직무만족도) SATISFACTION = β0j  + β1j   FEMALE + ∑
q

βqj   X qij  + εij

제2수준
β0j =  γ00 + γ01   FACTOR  11j + γ02    FACTOR  2  2j + γ03    FACTOR  3 3j + γ04    FEMALEPER   4  4j  +  uoj

β1j  =  γ10 + γ11   FACTOR  11j + γ12   FACTOR 2 2j + γ13   FACTOR  3 3j + γ14   FEMALEPER  4 4j   +   u 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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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직종 숙련 및 여성 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해

당 변수들에 대한 계수 값은 각각 γ0s 와  γqs 이며 u0j와 

uqi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4. 분석결과

1) 직종 숙련의 도출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직업별 업무수행능력 중

요도 및 수준에 대한 44개의 변수를 압축하기 위

해 주성분분석기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 회전 방법을 활용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

해 도출된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활용해, 3개의 직

종 숙련이 153개의 직종 숙련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

체 분산의 약 82%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KMO 측도는 0.939(＞0.5), Barlett의 구형성 검정 결

과는 χ2=13,079.228(df = 946, p＜0.01)로 요인분석의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첫 번째 요인에는 듣고 이해하기, 글쓰기, 논

리적 분석, 모니터링, 추리력, 수리력 등 총 28개의 업

무수행능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분산의 약 53%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요인점수를 가지

는 직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의 직무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요인은 대체로 지능

을 활용하며 인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에서 보

이는 특성을 가지므로 인지적 숙련(cognitive Skill)으

로 명명할 수 있다. 해당 숙련과 관련해 상위요인점수

를 보인 직종으로는 기업고위임원, 법률전문가, 대학

교수 및 강사, 연구 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등 전문

적 지식을 요구하는 직종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하

위 점수를 보인 직종으로는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단순 적재 및 하역 종사자, 선박승무원 등 육체적이거

나 도구적인 숙련을 요구하는 직종이 포함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요인에는 설치, 장비선정, 장비의 유지, 조

작 및 통제, 고장의 발견 및 수리, 작동점검, 기술설

계, 기술분석, 품질관리분석이라는 총 9개의 업무수

행능력이 포함되었고, 전체 분산의 약 19.5%를 설명

<표 2> 연구자료의 기술통계량

개인 수준 변수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n(시간당 임금) 2970 9.485 0.564 7.131 11.959

직무만족도 2970 20.470 3.700 8 37

성별더미(여성 = 1) 2970 0.431 0.495 0 1

혼인 여부(기혼 = 1) 2970 0.563 0.424 0 1

연령 2970 44.771 10.756 17 65

교육년수 2970 13.468 3.022 0 22

경력년수 2970 9.630 6.384 3 32

경력년수 제곱 2970 133.550 180.659 9 1024

비정규직 여부(비정규직 = 1) 2970 0.096 0.295 0 1

사업체 규모(소 = 1) 2970 0.501 0.500 0 1

사업체 규모(대 = 1) 2970 0.172 0.380 0 1

4대보험 가입 여부(가입 = 1) 2970 0.662 0.525 0 1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입 = 1) 2970 0.201 0.682 0 1

직종 수준 변수

변수 직종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지적 숙련 153 0 1 -1.639 2.508

기술적 숙련 153 0 1 -1.728 2.287

신체적 숙련 153 0 1 -2.072 1.891

여성 근로자 비율(%) 153 32.926 24.879 1.026 9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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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업무수행능력의 경

우 장비나 기계 장치를 작동하고 관리하는 직무능력

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숙련 요인

은 기술적 숙련(technical skill)으로 명명할 수 있다. 

해당 요인에서 상위 점수를 보인 직종의 경우 운송장

비 정비원,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등의 직종이 있었으며, 하위 점수를 보인 

직종의 경우 종교 관련 종사자, 여가 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등이 있었다. 

마지막 요인은 반응시간과 속도, 신체적 강인성, 시

력, 청력, 움직임 통제, 신체적 강인성이라는 6개의 

업무수행능력이 포함되고, 전체 분산의 9.7%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요인의 경우 대체로 신체

를 활용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신체적 

숙련(physical skill)으로 명명될 수 있다. 해당 요인의 

경우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

사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등의 직종이 상위점수를 

보였으며,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컴퓨터 및 소프

트웨어 전문가, 회계 및 경리 사무원 등의 직종이 하

위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분석의 결

과로 도출된 세 개의 직종 숙련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부록의 <표 A1>에 제시되어 있다. 

2)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기술통계량에 따르면 수도권 개인

근로자 전체 표본 2970명 중 43.1%가 여성, 56.9%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종 

<표 3> 임금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

개인 수준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변 수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절편 9.524 *** 0.033 9.550 *** 0.042 9.518 *** 0.017 9.506 *** 0.017

성별더미 -0.236 *** 0.020 -0.218 *** 0.022 -0.209 *** 0.018 -0.223 *** 0.022

혼인여부 0.145 *** 0.021 0.142 *** 0.021 0.141 *** 0.021

연령 0.003 *** 0.001 0.003 *** 0.001 0.002 *** 0.001

교육년수 0.045 *** 0.003 0.041 *** 0.003 0.041 *** 0.003

경력년수 0.028 *** 0.003 0.028 *** 0.003 0.028 *** 0.003

경력년수 제곱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비정규직 여부 -0.123 *** 0.019 -0.115 *** 0.019 -0.112 *** 0.019

사업체(소) -0.072 *** 0.017 -0.072 *** 0.017 -0.067 *** 0.017

사업체(대) 0.148 *** 0.024 0.142 *** 0.024 0.133 *** 0.024

 직종 수준 모형

 직종 임금 수준 결정요인

인지적 숙련 0.136 *** 0.026 0.138 *** 0.026

기술적 숙련 -0.035 * 0.017 -0.033 * 0.017

신체적 숙련 -0.023 * 0.014 -0.025 * 0.014

여성 근로자 비율 -0.003 *** 0.001 -0.003 *** 0.001

 직종 내부 성별 임금 격차

인지적 숙련 0.031 *** 0.011

기술적 숙련 -0.065 0.056

신체적 숙련 -0.006 0.026

여성 근로자 비율 -0.001 * 0.001

구분 분산추정치 분산추정치 분산추정치 분산추정치

개인 수준 분산 0.187 0.148 0.148 0.148

직종 수준 분산 0.111 0.058 0.032 0.032

주: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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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변수에서는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점수를 

153개의 직종에 대한 변수로 구성함으로써 각 직종이 

인지적, 기술적, 신체적 숙련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3) 개인 수준의 분석결과

개인 수준의 변수를 이용해 수도권 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와 <표 4>의 모형 1, 모형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형 1은 성별 더미를 포함한 기본모형으로 이

를 통해 개인 및 직종 수준 변수를 통제하기 전의 임

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를 살펴볼 수 있다. 먼

저 임금의 성별 격차는 약 23.6%의 수준으로 나타났

다. 즉, 여성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남성 근로자의 약 

76.4%의 시간당 임금 수준만을 받는다는 것이다. 직

무만족도의 경우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0.3점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3>의 모형에서는 직종 수준의 임의효과 분산이 

약 37.2%를, <표 4>의 모형에서는 직종 수준의 임의

효과 분산이 약 40.8%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종 수준 내 개인 근로자의 임금 및 직무만족도

의 동질성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써, 위계적 선형

<표 4> 직무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

개인 수준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변 수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절편 22.328 *** 0.033 22.118 *** 0.288 22.039 *** 0.288 22.055 *** 0.288

성별더미 -0.330 *** 0.106 -0.316 *** 0.112 -0.355 *** 0.112 -0.315 *** 0.112

혼인여부 -0.508 *** 0.182 -0.507 *** 0.182 -0.538 *** 0.182

연령 0.003 0.008 0.003 0.008 0.001 0.008

교육년수 0.189 *** 0.029 0.152 *** 0.030 0.150 *** 0.030

경력년수 -0.035 *** 0.010 -0.035 *** 0.010 -0.034 *** 0.010

초과근로 여부 -0.513 *** 0.142 -0.467 *** 0.142 -0.484 *** 0.142

근로시간 -0.011 *** 0.002 -0.011 *** 0.002 -0.011 *** 0.002

비정규직 여부 -1.564 *** 0.164 -1.617 *** 0.164 -1.622 *** 0.164

사업체(소) 0.346 ** 0.151 0.357 ** 0.151 0.364 ** 0.151

사업체(대) -1.096 *** 0.202 -1.054 *** 0.202 -1.064 *** 0.202

4대보험 가입 여부 0.071 0.102 0.088 0.102 0.086 0.102

노동조합 가입 여부 -0.416 *** 0.129 -0.397 *** 0.129 -0.393 *** 0.129

 직종 수준 모형

 직종 직무만족도 수준 결정요인

인지적 숙련 -0.665 *** 0.145 -0.580 *** 0.145

기술적 숙련 0.043 * 0.022 0.042 * 0.022

신체적 숙련 0.239 0.208 0.237 0.210

여성 근로자 비율 -0.041 * 0.021 -0.041 * 0.021

 직종 내부 성별 직무만족도 격차

인지적 숙련 0.246 * 0.138

기술적 숙련 -0.236 0.218

신체적 숙련 -0.139 0.218

여성 근로자 비율 -0.031 * 0.018

구분 분산추정치 분산추정치 분산추정치 분산추정치

개인 수준 분산 2.294 1.253 1.253 1.253

직종 수준 분산 1.587 1.256 1.247 1.247

주: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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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형 2는 근로자 개인이 가지는 특성을 통제한 상

태에서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특성을 통

제한 상태에서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

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21.8%가, 여성 근로자가 느끼

는 직무만족도는 남성 근로자가 느끼는 직무만족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0.316점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

타 개인 수준 요인의 영향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혼자

의 경우, 연령, 교육년수 및 경력년수가 높을수록, 정

규직인 경우,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의 경우 미혼자일 

경우,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경력년수가 낮을수록, 근

로시간이 낮을수록,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정규

직일 경우,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평균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4) 직종 수준의 분석결과

<표 3>, <표 4>의 모형 3, 모형 4는 직종 수준에서

의 숙련 변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을 포함하여 임금과 

직무만족도의 격차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먼저, 

모형 3은 직종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에 직종 숙련의 

특성 및 여성 근로자 비율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인지적, 기술적, 신체적 숙련과 여성 근로자 비

율을 2-수준의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결과, 임금의 경

우 인지적 숙련특성은 직종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술적 숙련과 육체적 

숙련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능을 활용한 업무에 대한 상대가격의 

증가가 임금 격차를 설명하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Ingram and Neumann, 2006; 

Deming, 2017). 직무만족도의 경우 인지적 숙련이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술적 숙련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직종의 임금 수준과 직무만족도 모두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지배

적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보상받으며, 해당 

근로자가 직무에 느끼는 만족도 또한 다른 직종에 비

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3의 분석결과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인지적 숙련과 기술적 숙련의 요구 수준이 임금 및 직

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보상을 

제공하는 인지적 숙련 위주의 일자리에 종사하더라

도,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상격차(compensating differential)이론에 

관한 논의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보상격차이론은 

특정 직종에서의 일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

에 비해 열악할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보상되며, 반대로 낮은 임금의 직종은 다른 비금전적

인 부분을 통하여 보상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

한다(Smith, 1979; Brown, 1980). 즉, 근로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부분과 비금전적 부분은 역의 관

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형 4는 동일한 직종 내에서의 근로자 사이에서 

관찰되는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를 나타낸다. 먼저, 직종 내 성별 격차와 관련하여 임

금과 직무만족도 모두에서 인지적 숙련을 많이 요구

하는 직종일수록 성별의 임금 격차가 완화된다는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직종의 경우, 임금과 직무만족도 모두에서 성

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모형 4의 결과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금과 직무만족도 모두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임금 수준과 직무만족도 수준 모두에 있

어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에 비해 더욱 낮은 수준을 보이

고 있다. 한편, 기술적 숙련과 신체적 숙련에 대한 직

종 내 임금 및 직무만족도 격차에 대한 유의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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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개인 및 직종 수준

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단일 수준만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해왔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개인 수준

과 직종 수준이라는 두 개의 층위를 반영하고자 하였

다. 또한 숙련을 교육년수로만 측정하는 방식이 가지

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종에서 요구

되는 업무수행능력 변수를 토대로 직종 숙련을 도출

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직종 간 격차와 직종 내 성별 격차를 통합적으로 분석

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가 가지는 방법

론적 의의로 연결된다.

본 연구는 근로자 개인특성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라는 구조적 층위에 대한 주목

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논의를 확장

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개인 수준의 변수만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은 모든 직종에서의 

성별 간 격차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직종

의 숙련 특성에 따라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격차가 상

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다양한 결과를 제시함으로

써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련 논의의 틀을 확장하

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도권의 직종 성별 

분리가 여성의 선호에 의한 결과가 아닌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저평가와 차별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여성

은 임금 수준과 직무만족도 수준 모두가 남성보다 낮

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종 성별 

분리의 지표로 활용된 직종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은 다

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임금과 직무만족도 모두

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직종 수준에서의 성별 분리가 성별의 임금 및 직

무만족도의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

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직종 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임금과 직무만족도 

모두 평균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그 

영향의 효과는 여성 근로자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

다는 점을 보인다. 이는 수도권 노동시장 내 고착화되

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수준

에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으

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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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 요인 분석 세부 결과

변수
회전된 요인행렬

인지적 숙련 기술적 숙련 신체적 숙련

판단과 의사결정 .952 .073 -.044

듣고 이해하기 .952 -.102 -.047

문제해결 .945 .199 -.117

모니터링 .943 .031 -.066

읽고 이해하기 .942 -.040 -.133

글쓰기 .935 -.070 -.188

논리적 분석 .935 .107 -.214

시간관리 .934 -.045 .036

행동조정 .930 -.227 .103

추리력 .926 .154 -.146

기억력 .916 -.155 .075

인적자원관리 .915 -.024 -.052

가르치기 .912 .024 .047

범주화 .912 .226 -.074

학습전략 .911 .102 -.042

말하기 .906 -.318 -.028

설득 .899 -.287 -.071

창의력 .869 .077 -.066

사람파악 .867 -.414 .051

협상 .866 -.183 -.133

수리력 .864 .165 -.224

재정관리 .836 -.136 -.152

조직체계의 분석 및 평가 .817 .403 -.079

전산 .808 .212 -.317

공간지각력 .786 .002 .346

서비스지향 .781 -.390 .055

선택적 집중력 .780 .191 .275

물적자원관리 .716 .190 .050

설치 .016 .910 .134

장비선정 .140 .901 .187

장비의 유지 -.206 .898 .273

조작 및 통제 -.040 .897 .201

고장의 발견·수리 -.203 .885 .219

작동점검 -.253 .866 .234

기술설계 .417 .815 .040

기술분석 .614 .717 -.023

품질관리분석 .360 .705 -.168

정교한 동작 -.162 .637 .501

반응시간과 속도 -.051 .366 .798

유연성 및 균형 -.293 .245 .762

시력 .113 .179 .722

청력 .375 -.061 .702

움직임 통제 -.293 .588 .677

신체적 강인성 -.393 .275 .657

Eigenvalue 23.352 8.624 4.257

% Total Variance 53.072 19.599 9.676

Cumulative % Variance 53.072 72.671 82.347

Number of items     28      10      6

주: 주성분 분석.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