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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 기여요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의 원자료 중 주요 변수에 결측이 발생한 케이스를 제외한 3,546건이며, SPSS 25와 STATA 14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은 ‘교육
수준’ 12.63%, ‘자산’ 6.37%, ‘직무숙련 정도’ 4.87%, ‘여성고용비율’ 3.30%, ‘판매이익’ 2.33%, ‘장애인 노동자 대상 교
육 및 훈련 실시’ 1.19%, ‘노동조합가입률’ 0.67%, ‘직장유형’ 0.42%, ‘평균 근로시간’ 0.41%, ‘장애인의 작업 수준에
대한 인식’ 0.34%,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0.23%,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0.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이 제공되기 위한 장애인
고용기업 차원과 사회적 차원, 장애인 노동자 차원에서의 접근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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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wage inequality betwee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the raw data provided by the Korea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3,546 cases were studied, excluding cases in which 
major variables were missing, in the 『2018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in busines
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5 and STATA 14 to analyze wage inequality among 
employment compan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5 and 
STATA 14 to analyze wage inequality in employment compan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tudy 
found that factors contributing to the wage inequality in employment companies for the disabled 
include ‘minimum level of education'12.63%, ‘asset level'6.37%, ‘level of work required'4.87%, ‘ratio of 
female employment'3.30%, ‘sales profit’2.33%, ‘education training for employees’1.19%, ‘labor union 
membership rate'0.67%, ‘work type'0.42%, ‘average working hours'0.41%, ‘recognition of work level of 
disabled people'0.34%, ‘recognition that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is helpful to companies'0.23%, 
‘positive recognition of work cost of disabled people'0.17%.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ccess at the level of employment business for the disabled, social level, and worker level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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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랜 기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고용이 불안
정하며, 노동환경과 급여 수준 등이 매우 낮았다[1]. 근대
사회에 들어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복지
국가의 등장에 따라 장애인의 열악한 고용조건 등이 알
려지면서[2], 우리 정부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300인 이상 사업체에 2%의 장애
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실제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점차 확대되어 2019년 
현재 민간 사업체가 3.1%, 정부 및 공공기관이 3.4%로 
상향되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17년 기준 38.7%(전년대비 0.2% 증가), 고용률은 
36.5%(전년대비 0.4% 증가)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실업률도 5.7%(전년대비 0.8% 감소)로 감소하는 등 
고용률이 확대[3]되었다. 하지만 고용률 확대에 비해 장
애인의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최근 들어 장애
인의 노동 빈곤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4-7].이
렇듯 장애인 고용에 대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다
수의 선행연구들은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적자
본, 장애 요인[8-11] 등 개인적 특성을 통해 저임금의 요
인을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선 방향 역시 장애인 노
동자 개인의 변화에 주목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능력
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력개발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의 임금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을 장애인 
노동자 개인의 특성에서만 찾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 장애인 고용 및 저임금 문제의 해결은 장애인 당사자
는 물론, 국가와 기업체의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
이다. 즉,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일자리 개발 및 
지원 등의 국가 정책과 기업체의 장애인 노동자 채용 의
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특히 기업체의 역할은 근로
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업을 유지하게 하는 주체로써 매
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2]. 하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장애인 고용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못한 것
이 사실이다[13].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차별금지제도 등 법적 강제장치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
으며[14],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들 간에도 장애

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수준은 매우 다양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공하는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기업 간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과 저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 특히 장애인 노동자로 하여금 비교적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기업과의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동일한 노동시장 구조 속
에서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를 살펴보고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 기여요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업체 특성과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 문제는 더 이상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

니며 기업과 사회구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의 변화와 함께, 기업체의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점차 제고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된 장애
인의 임금 수준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매우 저조한 상
황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
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
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다수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근로 능력이 낮은 자’로 분류되면서 고용기업체가 제공
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심각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
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적 관심의 폭이 넓은 장애인 고용
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확인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고용과 
임금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용과 생산, 임금은 선순환하여 고
고용이 고임금을 가져오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16]. 따라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 결정요인이 장애인 
임금 격차에도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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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체의 특성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17-20], 기
업체의 업종 및 형태[21,22], 기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23-25], 직장 유형[24,26], 사업체의 경제적 요인
[19,22,27,28], 노동조합 가입여부[29], 여성 고용비율
[30] 그리고 이후 언급되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인식요
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본 연구
에서 분석하고자 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2.2 장애인 고용 관련 이론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를 이해하는데 있어, 

다양한 고용시장 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다. 먼저, 노동시
장이 두 개로 나누어져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안
정, 업무숙련의 기회와 승진체계가 잘 갖추어진 1차 노동
시장과 이와 반대로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업무숙
련의 기회와 승진체계가 없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나누어
져 있다는 이중 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이다. 이 두 시장 간 노동자의 이동은 매우 제한
적이고 노동조건과 임금 결정방식도 다르다. 따라서 고용
주의 선호도에 따라 노동자가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31,32]. 

다음으로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특성에 의해
서 처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고용주가 개별 노동자
의 생산성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성, 인종, 장애
와 같은 특성으로 구분하여 추정 가능한 평균치로 채용
이나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33,34]. 또한 선
호이론(Taste discrimination theory)은 고용주 개인
의 선호도 또는 선입견에 의해 노동자의 고용 또는 임금
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선호이론에 
따른 차별적 행위가 고용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심리적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35]. 

이러한 고용시장 이론을 근거로 분석된 선행연구들 또
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인식과 장애인 고용 간의 높은 
영향관계를 밝히고 있다[19,20,24,25,36-39]. 따라서 고
용주의 장애인 관련 인식요인을 장애인 노동자 임금 격
차 기여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설계 및 가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에 기여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
로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
여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에 기여할 것으로 예
측되는 변수들을 정리해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일반
적 특성’과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특성’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 개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일반적 특성은 장애인 고
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에 기여할 것이다.

가설 2.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특성은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에 기여할 것이다.

가설 3. 장애인 노동자의 일반적 특성은 장애인 고용
기업체 간 임금 격차에 기여할 것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이다. 조사는 2018년 5월 
23일부터 2018년 8월 24일까지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ing)를 이용한 면접 타계식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기업체의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전체 장애인 고용기업체 5,131개 가운데 주요 변수
에서 결측이 발생한 1,585개 기업체는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고 나머지 3,546개 기업체 자료만을 분석의 대상으
로 하였다.

본 자료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조사로 장애
인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40]. 

3.3 측정변수
3.3.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먼저,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일

반적 특성에 해당되는 설립연도, 대표의 성별, 대표의 장
애 여부, 보호작업장 여부, 근로사업장 여부, 장애인표준
사업장 여부, 장애인 기업 여부, 사회적 기업 여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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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차별방지법에 대한 인
식 수준,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장애인 고용
으로 인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수준, 장애인 고용
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 작업수준에 대한 인식, 장애인 고
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장애인 고용에 관한 직원들 
반응 인식, 사회적 책임 인식), 판매이익, 자산 수준, 평균 
근로시간, 초과근로 정도, 초과근로 수당 여부, 소재 지역
(수도권, 지방, 기타), 직장형태(개인기업, 회사법인), 복
지 수준 등과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특성에 해당
되는 노동조합 가입률, 직장유형(제조업, 서비스업, 기
타), 장애인 고용비율, 여성 고용비율, 그리고 장애인 노
동자 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되는 장애인 주요직무 
필요숙련 정도, 장애인 주요직무 필요 최소 교육수준 등
이다. 명목변수는 최저값을 참조범주로 한 범주형 분석을 
하였고, 판매이익과 자산은 각각 6개, 7개 범주로 구분되
어 있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므로 특별한 처리 없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3.3.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장애인 월 평균 임금이다. 월 평

균 임금은 판매이익과 자산 등의 변수처럼 범주화되어 
있지 않은 연속변수의 형태이지만, 왜도와 첨도가 정규분
포 기준에 부합하므로 특별한 처리 없이 분석에 활용하
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ver.25를 활용하여 기업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인 임금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STATA ver. 14를 활용하여 회
귀분석에 기초한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
에 기초한 불평등 분해분석은 기존의 불평등 분해분석 
방법(Fields, 2003)[41]과 요인별 불평등 분해분석
(Shorrocks, 1982)[42]을 통합한 접근으로서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의 불평등 현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샤플리 
값(Shapley value)의 형태로 결과를 제시해주는 분해방
법이다. 회귀분석에 기초한 불평등 분해의 핵심은 기존 
회귀방정식의 독립변인( )을 합성변수인 z
(  )로 전환하고, 여기에 Shorrocks(1982)가 
제안한 불평등 요인 분해분석을 적용하는 데 있다. 특히 
본 분석 방법에서 종속변수인 임금격차()에 미치는 합
성변수의 기여도가 설명력(2)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잔차(Residual)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예측 요인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즉 불평등 분해
분석은 설명력(2)이 큰 모형을 확보하여 여러 예측요인
들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이다.

4. 연구결과

4.1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업체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기업의 설립연도는 2000
년을 기준으로 2000년 이전이(54.0%) 2000년 이후
(46.0%) 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
의 성별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고
(92.7%), 장애가 있는 대표의 수는 79명(2.2%)이었다. 
또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전체 기업체 가운데 보호작업
장(0.3%), 근로사업장(0.4%), 장애인표준사업장(0.8%), 
장애인 기업(0.4%), 사회적 기업(0.3%)이 확인되었다.

기업별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40시
간 이하(68.1%)로 근로하는 기업이 40시간 초과(31.9%)
로 근로하는 기업보다 절반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초과근로 정도의 경우 거의 안하는 기업(57.0%)이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종 하는 기업(26.7%), 전혀 안
하는 기업(11.5%), 자주 하는 기업(4.9%) 순으로 나타났
다. 이 가운데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기업이 
대부분(79.0%)이었으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21.0%)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업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75%~100%인 기
업이(55.8%)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4% 미만인 기업
이(20.5%)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여
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업 소재 지역은 수도권(50%), 기타(26.2%), 광역(23.2) 
순으로 많았고, 규모는 직원 수 50~299명의 기업(61.0%), 
300~999명의 기업(21.8%), 5~49명의 기업(11.8%) 순으로 나
타났다. 업체의 업무 유형은 서비스업(60.6%), 제조업
(34.3%), 기타(5.0%) 순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10% 이하인 기업(94.4%)이 대부분이었으
며, 다음으로 11%~25%(4.7%)로 나타나 매우 낮은 장애
인 고용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여성 고용비율 역시 10% 이
하인 기업(65.4%)이 가장 많았으나 26%~50% 이하인 
기업과(14.9%) 50% 초과 기업이(11.8%) 장애인 고용비
율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기업들
의 판매이익은 평균 22297.20(SD=114586.87), 자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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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평균 452076.68(SD=3402999.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장애인 연 평균 임금의 특

성을 확인해본 결과, 전체 기업의 장애인 임금 평균은 
239.98(SD=106.48)이었다. 일반적으로 소득 관련 변수
는 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자연로그 등의 
처리를 한 후 분석을 진행하지만 본 분석 자료의 경우 왜
도와 첨도가 정규분포 기준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처리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variables N(%)

Year before 2000 1916(54.0)
after 2000 1630(46.0)

Sex female 259(7.3)
male 3287(92.7)

Disabled yes 79(2.2)
no 3467(97.8)

Company type

sheltered workshop 11(0.3)
workshop 14(0.4)
disabled workshop
(standard) 27(0.8)

disabled workshop 14(0.4)
social enterprise 12(0.3)
etc. 3468(97.8)

Working hours below 40 2414(68.1)
more than 40 1132(31.9)

Overtime work

never 407(11.5)
almost never 2020(57.0)
often 946(26.7)
frequently 173(4.9)

Overtime pay yes 2800(79.0)
no 746(21.0)

Labor union

0~24% 189(20.5)
25~49% 37(4.0)
50~74% 181(19.7)
75~100% 514(55.8)

Area
urban 1794(50.6)
rural 823(23.2)
etc. 929(26.2)

Size

5~49 418(11.8)
50~299 2162(61.0)
300~999 772(21.8)
1,000~ 194(5.5)

Type
manufacturing 1220(34.4)
service 2149(60.6)
etc. 177(5.0)

Proportion of 
disabled person

0~10% 3346(94.4)
11%~25% 168(4.7)
26%~50% 23(0.6)
50% 9(0.3)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0~10% 2315(65.4)
11%~25% 282(8.0)
26%~50% 527(14.9)
50% 417(11.8)

Mean SD Skewness Kurtosis
Sales profit 22297.20 114586.87 13.92 253.98
Asset 452076.68 3402999.95 17.38 373.19
Wage 239.98 106.48 1.74 5.46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enterprise    (N=3,546)

4.2 장애인 평균임금에 대한 불평등 분해분석
장애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불평등 

기여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기초한 불평등 분
해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고). 먼저 모형의 설명
력(R2)은 본 분석 자료가 자기보고식 척도를 기반으로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인 34.10%인 것
으로 나타나 불평등 분해분석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
시간(B=.81, p<.01), 노동조합 가입률(B=3.62, p<.01), 
장애인 주요 직무 필요 숙련 정도_3(통상수준)(B=14.25, 
p<.01), 숙련 정도_4(숙련)(B=38.03, p<.001), 숙련 정
도_5(고도)(B=51.26, p<.001), 장애인 주요 직무 필요 
최소 교육 수준_2(고졸)(B=29.07, p<.001), 교육 수준
_3(전문대졸)(B=68.52, p<.001), 교육 수준_4(대졸) 
(B=97.51, p<.001), 교육 수준_5(석박 이상)(B=135.31, 
p<.001), 판매이익(B=4.62, p<.001), 자산(11.46, p<.001), 
교육훈련 실시 여부(B=18.01, p<.001), 장애인 작업에 
대한 인식수준(B=2.10, p<.001)이 임금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근로시간이 길수록,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을수록, 장애인 주요 직무 필요 숙련 정도와 
필요 최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판매이익과 자산 수준
이 높을수록,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일수록, 장애인 
작업에 대한 인식수준이 긍정적일수록 장애인 평균임금
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일 경우
(B=-11.35, p<.01), 여성 고용비율(B=-53.37, p<.001),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 인식(B=-1.48, p<.001), 장
애인 고용으로 인한 비용 인식(B=-2.59, p<.001)이 장애
인 월 평균임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
한 결과는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일 경우, 여성 고용비율
이 높을수록,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기업에 도움이 된다
는 인식이 높을수록,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이 높을수록 장애인 월 평균임금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의 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장애인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상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준 독립변수들을 중심으
로 불평등(임금 격차) 기여도를 확인한 결과 먼저,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를 약 
0.4% 악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동조
합 가입률의 경우에도 임금 격차 악화에 약 0.7% 기여하
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
로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20~40% 높
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9]들과 맥을 같
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212

장애인 노동자의 직업 선택과 직종 간 임금 결정 요인
을 분석한 Lee(2010)는 임금이 결정 되는데 있어 노동자 
개인의 능력보다 노동을 하고 있는 직종이 더 많은 비중
을 차지함을 밝혔다[43]. 본 연구에서도 직장 유형에 따
른 임금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비스업일 경우 약 
0.4% 수준으로 기업의 임금 격차 악화에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노동자의 주요 직무에 필요한 숙련 정도
_2(저숙련)와 숙련 정도_3(통상수준)의 경우에는 각각 
약 0.1%, 약 0.6% 수준에서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숙련 정도가 높은 숙련 정도_4
(숙련)와 숙련 정도_5(고도)의 경우에는 각각 약 4.4%, 
약 1.2% 수준에서 임금 격차 악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나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장애인 노동자의 
직무 숙련 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장애인 주요 직무 필요 최소 교육 수준의 경우에도 교
육 수준_2(고졸)는 약 0.6% 수준에서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 수준_3(전문대졸)과 
교육 수준_4(대졸), 교육 수준_5(석박 이상)의 경우에는 
각각 약 3.2%, 약 8.2%, 약 1.8%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임금 격차 악화에 기여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대졸의 경우에 개별 요인으로써, 전체 요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임금 격차에 기여하고 있어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여성고용비율 역시 기업체의 임금 격차 
악화에 약 3.3%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대한 논의는 다수의 선
행연구[30]를 통해 다루어져 왔는데, 여성의 임금이 남성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는 장애
인 고용기업의 임금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판매이익과 자산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 노동자로 하여금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전체 장
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 악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판매이익의 경우 약 2.3% 수준으로, 자산
은 약 6.4%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교육 수준 다음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노동자 대상 교육 및 훈련 실시 여
부와 장애인과 관련한 대표의 인식이 기업의 임금 격차 
악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장애
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는 약 1.2% 수
준으로 임금 격차 악화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약 
0.2%, 장애인의 작업 수준에 대한 인식은 약 0.3%, 장애
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약 0.2%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임금 격차 악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Wage B Distribution
Year .16 0.3324
Sex 9.83 0.2521
Disabled -8.08 0.0299
Sheltered workshop 6.12 -0.0044
Workshop -34.82 0.0955
Disabled workshop
(standard) -23.90 0.0643

Disabled workshop 33.07 0.0098
Social enterprise -9.34 0.0145
Working hours .81** 0.4084
Overtime work 3.77 0.2886
Overtime pay 1.74 0.0441
Labor union 3.62** 0.6712
Area_2(rural) -4.20 0.1289
Area_3(etc.) -6.02 0.1111
Size -2.73 -0.2684
Type of work_2(service) -11.35** 0.4190
Type of work_3(etc.) -.32 -0.0029
Skilled_2(low proficiency level) 4.52 -0.1410
Skilled_3(normal level) 14.25** -0.5834
Skilled_4(proficiency level) 38.03*** 4.3632
Skilled_5(altitude level) 51.26*** 1.2269
Education_2(high school) 29.07*** -0.6147
Education_3(junior college) 68.52*** 3.2485
Education_4(university) 97.51*** 8.1841
Education_5(graduate school or higher) 135.31*** 1.8089
Form of enterprise_2(corporation) 3.89 0.0398
Form of enterprise_3(etc) 6.63 0.0836
Proportion of disabled person 18.51 -0.1297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53.37*** 3.2970
Welfare -2.69 0.0306
Sales profit 4.62*** 2.3324
Asset 11.46*** 6.3651
Cognition of law
(anti-discrimination) 1.13 -0.0189

Discipline 18.01*** 1.1903
Cognition of help -1.48*** 0.2280
Satisfaction 1.03 0.1321
Cognition of work 2.10*** 0.3405
Cognition of cost -2.59*** 0.1744
Cognition of response .21 0.0047
Cogni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86 -0.0529
Constant / residual 74.24*** 65.90
** p<.01, *** p<.001
Area_1(urban), Type of work_1(manufacturing), Skilled_1(basic level), 
Education_1(below high school graduation), Form of 
enterprise_1(private enterprise)

Table 2. Decomposition of inequality in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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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에 기여 하
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체는 장애인 노
동자의 고용과 임금 지불의 직접적인 주체로써 기업체 
간 특정한 요인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근로시간, 노동조합가입
률, 직장 유형(서비스업), 필요 직무숙련 정도(숙련, 고
도), 최소 교육수준(전문대졸, 대졸, 석박 이상), 여성고용
비율, 기업의 판매이익, 자산 수준, 장애인 노동자 대상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가 장애인의 임금 격차 악화에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의 인식 가운데 장애
인 고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장애인의 작업 수
준에 대한 인식,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장애인의 임금 격차 악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필요 직무숙련 정도(저숙련, 통상수준), 최소 교육
수준(고졸)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기업체들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 노동자로 하여금 적절한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고용기업 차원의 접근이다.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되는 ‘장애
인 의무고용제도’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관들은 과태료 부
과를 감수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활성화 되는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기업들은 장애
인 고용으로 인한 이윤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경
제적 이윤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
렇듯 현재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관련 정
책 및 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고용하고 적절
한 임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고용기업의 판매이익과 자산수준이 고용된 장애인의 임
금 격차에 크게 기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였
을 때, 이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애인 고용기업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먼저
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
율을 확대하고, 보다 강력한 제제와 독려를 통해 민간기

업에 까지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
록 방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기업 대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장애인 고
용으로 인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장애인 작업수
준에 대한 인식,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장애인 노동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여부에 따라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고용 기
업의 장애인고용인식이 좋을수록 고용 만족을 높여 장애
인고용률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3]. 하지만 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 대표자는 물론, 내부 구성원 역시 장
애인 노동자의 능력 및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
연해 있음이 확인된다[44]. 이러한 인식은 개별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장애인 노동시장의 환경과, 장애인
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다. 장애인 노
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인 고용률 및 임금을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노동
자의 능력이 충분히 발굴되지 못했음에 주목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장애인 노동자를 대하는 기업문화 개선에 
대한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고
용 확대와 장애인 노동자의 적절한 임금보장을 위한 장
애인 고용기업체 및 잠재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
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용주가 장애인 노
동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기업체와의 적절한 고용 연계를 통해 장애인으로 
하여금 능력 신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45],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직무와 관련한 보수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다.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유형에 따라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산업유형별 취업자 수를 
확인해보면 제조업,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6]. 이렇듯 장애인의 취업은 일부 산업에 치우
쳐 있으며, 이들 산업의 직무 환경과 취업의 질은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대체로 열악한 수준이다. 장애인의 고용
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현재 우
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함으
로써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그리고 의무고용제도를 준
수하지 않음으로써 납부하는 부담금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개조하거나 장애인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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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는 특별한 조치 취해야 하는 것에 비하여 매우 
경미한 수준이다[47,48]. 때문에 장애인 노동자를 교육·
훈련시키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노동자가 보
다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보조를 겸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요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에 가입된 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노동자와 비교하여 높
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9], 본 연구에서
도 노동조합 요인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에 기여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노동조합의 유무는 장애인의 고
용안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기업체 내 장
애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
애인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연구’에서 기업체 내에 노
동조합 유무에 따라 장애인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49]. 이에 장애인 고용기업
체 내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안정적인 고용, 적절한 임금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도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에 대하여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체의 여성 고용 비율 역시 장애인 고용기업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고위직 
승진 차이와 임금 격차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밝혀
진 바 있다[50,51]. 이에 따라 성차별 규제를 위하여 법 
제도와 고용개선 조치 등이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 결
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아직까지 여성의 경우 임금 불평등
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여성의 경우 장애로 인
한 차별에 더하여 성차별로 인한 이중차별의 대상이 되
기 쉽다. 때문에 여성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노
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기업체로 하여금 여성 
장애인 노동자의 취업률 제고뿐만 아니라 고용된 여성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
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양성 평등
적 경영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노동자의 실
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노동자 차원의 접근이다. 본 연구의 결
과,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경우에도 일반 노동시장과 마찬
가지로 노동자의 교육수준, 직무숙련 정도 등에 따라 임
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

인으로 하여금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능력과 교육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 적응을 위한 단계별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 선정에 엄격한 요건 및 절
차를 요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52]. 이는 경제적 자활이 어려운 
대부분의 장애인 노동자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는 서비
스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취업 의지가 있으나 취업을 
위한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하여금 직무능력 및 부
족한 교육 등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제도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률에 관심이 집중되어, 그 중요
성에 비해 간과되었던 장애인 노동자 간 임금 격차에 집
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차후 연구에서
는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 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시계열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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