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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권인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9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겸해 열리는 성별임금
격차 해소 전략 방안 모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
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의 개최를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행사의 공동 개최를 물심
양면 도와주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 김삼화 국
민의당 국회의원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후원해주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
가족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오늘 국제컨퍼런스는 스위스와 벨기에, 일
본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와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은 OECD가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36.7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약 52%로 OECD 평균국가에 비해서는 15%, 북유럽 국가에 비해
25%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만 편중된
여성일자리의 낮은 질 등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책현안이기
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여성대표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2017년 11월 1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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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44개국 중 118위로, 경제 참여 및 기회 분야에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121위를 차지
해 성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
한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에 따르면 유리천장이 가장 심한 국가로 이는 조직
내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에 기여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환영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오늘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방안 입법포럼’의 준비를 위해 노고
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님을 비롯한 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19차 젠더와 입법포
럼’을 함께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임이자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회의 성인지적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
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젠더와 입법 포럼 등을 통해 성평등
가치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이 활발히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미 의원님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1951년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이 채택된 이
후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법률에 남녀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님.
주제발표를 위해 멀리서 와주신 실비 뒤헤르 스위스 성 평등 연방 사무국 국장님, 앤 코이
넌 벨기에 연방정부 노동시장 분석가님, 나가세 노부코 오차노미즈대학 교수님, 그리고 국
내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저변에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
입니다. 관습과 통례로 이어져온 남녀임금차별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
15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겨 주었습니다.
남녀임금 차별의 문제가 비단 대한민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타 국가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해 월등히 격차가 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OECD 남녀임금격
2017년 11월 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 인 숙

차의 평균 15.6%의 두 배를 상회하는 3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독일에서는 근로자 200명 이상의 기업 직원들은 같은 직급, 직무의 동료 임금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임금 공개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
고도 적은 보수를 받는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영국 등 많은 국가
에서도 임금차별을 줄이고자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입법포럼에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실효적 대안을 도출하여 대한민국의 ‘유리천장’을 타파하는 제도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기
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울러 남녀임금차별의 벽을 깨는 것에서 나아가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가치를 실현하는 차별 없는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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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러분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화하여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흔
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준비해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

감사합니다.

략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는 ‘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에 참여해주
2017년 11월 9일
국회의원 한 정 애

신 여러분께 큰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많은 노력에
도 불구하고 남녀임금격차, 일자리 양극화,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성별임금격차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대두
되어 왔고, OECD Employment Outlook에 의하면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의 평균 임금격차가 15%인데 반해 한국은 무려 37%를 나타내며 가장 심각한 수준에 머물
고 있습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 유리천장 등이 성별임금격차의 요인으로 작
용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고용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여성고용
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왔으나, 경력단절 이후 비경제 활동상태를 유지하는 여성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서 여전히 성별임극격차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별임금격차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보다 면밀히 그 현황과
원인 등을 파악하고, 여성고용 현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까지 살펴야 합니다.
본 포럼에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제시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
어냈던 스위스, 벨기에, 일본 등의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살펴보며 국
내에 적용 가능한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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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차원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김삼화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9일
국회의원 임 이 자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
략 방안 모색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인 한정애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 먼 길 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비 뒤헤르 스위스 성
평등 연방 사무국 국장님, 앤 코이넌 벨기에 연방정부 노동시장 분석가님, 노부코 나가세 오
차노미즈대학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부연구위원님과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토론자분들도 고맙습니다.
지난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성별 임금격차 해소
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남녀 시간당 평균 임
금은 여성이 11,507원, 남성이 16,819원이며, 성별임금격차가 68.4%에 달하는 등 여성근
로자의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높은 임금을 주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습니다. 50
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은 64.9%에 이르지만,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은
6.7%에 불과합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임금 수준
이 낮은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비정규직은
17.8%인데 반해 여성 비정규직은 25.5%에 달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1/4 이상이 낮은 임금
과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의 성별임금격차는 △질 높은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의 낮은 비율 △
여성에게만 임금과 승진가능성이 낮은 일자리가 주어지는 유리천장 △여성근로자의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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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벨기에,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직화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시 직장 선택권 부족 △짧은 근속년수로 인한 소득차이 등이
복합해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
입니다.

환영사

반갑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정애·임이
자·김삼화 의원님 고맙습니다. 홍영표·남인순 두 위원장님과 멀리

먼저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출산·
양육 등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질 좋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이 시급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잦은 야근, 주말 근무, 술자리 등의 조
직문화 개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경력관리 지원 △임금·승진 기회의 균등 등으로 여성
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보다 한발 앞선 스위스, 벨기에 등의 사례
를 통해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저도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
을 바탕으로 남녀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입법·정책적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위해 귀한 걸음을 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타국에서 저희 포럼을 위해 방문하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젠더와 입법포럼이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 심상정 의원님이 국감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비정
규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규직도 아닌 ‘2등 정규직’의 90%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
다. 신한은행은 이 비율이 99%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200만원으로 대리·행
원들의 평균연봉 6,2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성별
에 따라 직군까지 나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각 정당에 여성 대표가 여럿 선출되고, 정부 요직에도 여성들이 임명되면서 유리천
장이 깨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국회의원 김 삼 화

‘여성은 이러저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식의 편견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
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도
어렵게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절대 다수 여성들의 삶이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진 않
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십시오. 여성들이 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당
당하게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면 정의당이 언제나 앞장서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국회의원 이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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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 방안 모색
국제컨퍼런스
: 스위스, 벨기에,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성별임금격차’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오늘의 토
론회에 참석해주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
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
통된 담론인 ‘남녀 간 임금평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린 2017년 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 방안 모색 국제컨퍼
런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성별임금격차가 무엇보
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시기에 오늘의 행사는 그 어느때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남녀임금격차는 13년 째 OECD국가 중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6.65%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벨기
에(3.30%), 헝가리(3.77%), 뉴질랜드(6.08%), 노르웨이(6.28%)에 비해 최대 10배 높은 수
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성별 임
금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내지 못한 상황입
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는 점점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여성의 권리와 지위 또한 과
거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 여성의 권리수
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실질적인 입법안과 정책 생산을 통해 삶 곳곳에 스며든 성차별적 요소를 걷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녀 임금차별에 대한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바람직한 해결방안
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스위스,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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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컨퍼런스
: 스위스, 벨기에,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벨기에, 일본 등의 선진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좋은 대책
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직장 내 여성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침해받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국정감사를 끝난 뒤 개최된‘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방
안 모색 국제컨퍼런스’를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님, 각 당의 환경노동위원
회 위원이신 한정애ㆍ임이자ㆍ김삼화ㆍ이정미 국회의원님 감사드립

2017년 11월 9일
국회의원 홍 영 표

니다.
지난 1일 발표된 「2017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 118위
로 지난해 116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수준이 뒤처지
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 성별임금격차가 121위로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
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층적으로 장시간 쌓
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대책이 아니라 다양한 정
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일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일·가족 균형지원. 경력단절여성의 당당한 재출발
등 일자리 대책에는 성별불균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위스, 벨기에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한
결과 성별임금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중요한 이유는 성
별에 따른 가사노동 분배를 개선하고, 직업에 대한 여성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성별에
따른 직업분리를 해소하고, 여성과 여성의 가족의 빈곤화를 막는 등 많은 여러 이유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임금격차가 ‘당연하다’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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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별임금격차 해소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충분
히 설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간
식전

내용
등록

오늘의 컨퍼런스는 선진적인 해외 사례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가 교훈을 얻고, 정책적 시

사회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점을 모색하는 자리로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유럽의 성별임금격차 및 법제도적 개선 현
황, 한국과 일본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의 두 세션으로 나누어져 진행되는 국제컨퍼

14:00∼14:20

개회식

개회사

권인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삼화 | 국민의당 국회의원

축 사

홍영표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남인순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런스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은경 세종리더십연구원장님과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실비 뒤헤르
(Sylvie Durrer) 스위스 성평등 연방 사무국장님, 앤 코이낸(Ann Coenen) 벨기에 연방 공
공서비스 고용연구부 박사님, 나가세 노부코(Nagase Nobuko) 일본 오차노미즈 대학 교수
14:20∼14:30

님,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권혜자 한국고
용정보원 연구위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장내 정돈
포럼

또한 토론을 맡아주시는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수연 국가인권위

좌장 : 김은경 | 세종리더십개발원장, 한국YWCA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세션 1

유럽의 성별임금격차 및 법제도적 개선 현황

발표 1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스위스의 노력 : 실행 도구, 정책, 그리고 경험
실비 뒤헤르(Dr. Sylvie Durrer) | 성 평등 연방 사무국 국장

14:30∼15:30

발표 2

동등 임금으로 가는 길 :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벨기에의 과제
앤 코이넌(Dr. Ann Coenen) | 연방정부 노동시장 분석가

앞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를 위해 여기 계신 분 모두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토론
15:30∼16:00

감사드리며,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임이자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정미 | 정의당 국회의원

16:00∼16:15

김희성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이수연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커피브레이크

2017년 11월 9일

세션 2

한국과 일본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국회의원 남 인 순

발표 3

일본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및 관련 정책들의 변화
나가세 노부코(永瀬伸子) | 오차노미즈 대학교수

16:15∼17:15

발표 4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김난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토론
17:15∼17:45

17:45∼18:30

권혜자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윤옥 |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종합토론 및 폐회
* 한영 동시통역

프로그램

19

Program

Time

Program
Registration

14:00∼14:20 Opining Session

Moderator : Dr. Song, Hyo-jean
|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Opening
Remarks

Kwon, In sook | President, Korean Women’s Development

Welcoming
Remarks

Han, Jeong-ae | Lawmak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m, I-ja | Lawmaker of The Liberty Korea Party
Kim, Sam-hwa | Lawmaker of The People’s Party
Lee, Jeong-mi | Lawmaker of The Justice Party

Congratulatory
Remarks

Hong, Young-pyo | Chairperson, Environment and Labor

Institute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Nam, In-soon | Chairperson,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14:20∼14:30 Coffee Break
Chairperson : Dr. Kim, Eun-kyung
| Dean, Sejong Leadership Research Institute and Korea YWCA Gender Equality Committee

14:30∼15:30 Session 1

Presentation 1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islative / Policy Improvement Measure
concerning the Gender Wage Gap in Europe

Fighting the Gender Pay Gap in Switzerland
: Practice Tools, Policies and Experiences
Dr. Sylvie, Durrer | Director, The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in Switzerland

Presentation 2

The Road Towards Equal Pay
: Challenges for the Gender Pay Gap Policy in Belgium
Dr. Ann, Coenen | Labour Market Analyst,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Federal
Public Service Employment in Belgium

15:30∼16:00 Discussion

Dr. Kim, Hee-sung | Professor, Law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ee, Soo-yeon | Chief of Gender Equality Team,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ti-Discrimination Division

Dr. Chang, Ji-yeun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16:00∼16:15 Coffee Break
16:15∼17:15 Session 2

Presentation 3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islative / Policy Improvement Measure
concerning the Gender Wage Gap in Japan and Korea

Changes in Gender Wage Gap in Japan and the Policies Related to the Issues
Dr. Nagase, Nobuko(永瀬伸子)
| Professor, Faculty of Core Research Ochanomizu University

Presentation 4

Realities and Challenges of Gender Wage Gap in Korea
Dr. Kim, Nan-jue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7:15∼17:45 Discussion

Dr. Kwon, Hye-ja | Research Fellow,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Dr. Park, Seon-young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Lim, Yoon-ok | Permanent Representative,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17:45∼18:30 Questions and Answers / Discussion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rovided

PROGRAM

21

차례

01
session

유럽의 성별임금격차 및 법제도적 개선 현황
발표문 1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스위스의 노력

27

: 실행 도구, 정책, 그리고 경험

실비 뒤헤르(Dr. Sylvie Durrer) | 성 평등 연방 사무국 국장
발표문 2

동등 임금으로 가는 길
: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벨기에의 과제

49

앤 코이넌(Dr. Ann Coenen) | 연방정부 노동시장 분석가
토론문

02
session

김 희 성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75

이 수 연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79

장 지 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91

한국과 일본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발표문 3

일본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및 관련 정책들의 변화

97

나가세 노부코(永瀬伸子) | 오차노미즈 대학교수
발표문 4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145

김 난 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토론문

권 혜 자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03

박 선 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0

임 윤 옥 |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214

차례

23

Contents

01
session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islative / Policy Improvement

Measure concerning the Gender Wage Gap in Europe
Presentation 1

Fighting the Gender Pay Gap in Switzerland

27

: Practice Tools, Policies and Experiences
Dr. Sylvie, Durrer
| Director, The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in Switzerland

Presentation 2

The Road Towards Equal Pay

49

: Challenges for the Gender Pay Gap Policy in Belgium
Dr. Ann, Coenen
| Labour Market Analyst /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Federal
Public Service Employment in Belgium

Discussion

Dr. Kim, Hee-sung

75

| Professor, Law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ee, Soo-yeon
| Chief of Gender Equality Team, National Human Rights

79

Commission of Korea Anti-Discrimination Division

Dr. Chang, Ji-yeon

91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02
session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islative / Policy Improvement
Measure concerning the Gender Wage Gap in Japan and Korea
Presentation 3

Changes in Gender Wage Gap in Japan and
the Policies Related to the Issues

97

Dr. Nagase, Nobuko(永瀬伸子)
| Professor, Faculty of Core Research Ochanomizu University

Presentation 4

Realities and Challenges of Gender Wage Gap
in Korea

145

Dr. Kim, Nan-jue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iscussion

Dr. Kwon, Hye-ja

203

| Research Fellow,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Dr. Park, Seon-young

210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Lim, Yoon-ok

214

| Permanent Representative,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CONTENTS

25

유럽의 성별임금격차 및
법제도적 개선 현황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islative /
Policy Improvement Measure concerning the Gender Wage Gap in Europe

01
session

발표문(Presentation) 1

Dr. Sylvie Durrer / 실비 뒤헤르
Director, The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in Switzerland / 성 평등 연방 사무국 국장
발표문(Presentation) 2

Dr. Ann Coenen / 앤 코이넌
Labour Market Analyst,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Federal Public Service Employment in Belgium
/ 연방정부 노동시장 분석가

토론문(Discussion)

김 희 성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Dr. Kim, Hee-sung | Professor, Law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이 수 연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Lee, Soo-yeon | Chief of Gender Equality Team,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ti-Discrimination Division

장 지 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r. Chang, Ji-yeun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Fighting the Gender Pay Gap in Switzerland
: Practice Tools, Policies and Experiences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스위스의 노력
: 실행 도구, 정책, 그리고 경험

Seoul, 9 November 2017

01
session

발표문 1

Sylvie Durrer has been director of the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since 2011. She
previously occupied a similar position in the Canton of Vaud. She has an in-depth knowledge
of a wide range of gender issues and public policy on equal opportunities.

Dr. Sylvie Durrer
실비 뒤헤르

Director,
The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in Switzerland
성 평등 연방 사무국 국장

She has chaired various committees at the cantonal, intercantonal and national levels, dealing
in particular with issues of equal pay and of domestic violence. She is co-chairman of the
Swiss Conference of Gender Equality Delegates. She has also been member of the Gender
Equality Commission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head of the Swiss Delegation to the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In the first phase of her career, Sylvie Durrer taught and carried out research in French
linguistics especially at the universities of Lausanne and Zurich, rising to the position of
assistant professor. As an academic, she was co-director of the Lake Geneva Gender
Studies Doctoral Program from 2001 to 2004. Sylvie Durrer is the author of many scientific
articles and several books. In 2009, she published the results of a wide-ranging survey
on “The place of women and men in the general-interest print media in French-speaking
Switzerland from the 1980s to the present day”.
실비 뒤헤르 박사는 2011년부터 스위스의 성 평등 연방 사무국 국장직을 맡고 있다. 스위스의 보 주
(Canton of Vaud)에서도 유사한 직책을 맡은 바 있으며, 광범위한 분야의 젠더 이슈 및 기회 균등 정책에
대해 해박하다.
뒤헤르 박사는 특히 동등 임금 및 가정 폭력에 관한 이슈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지역 차원, 지역 간 연대
차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해왔다. 현재 스위스 성 평등 대표자 회의
공동의장, 유럽의회 성 평등 위원회 위원, 유엔 여성 지위 위원회 스위스 대표단장 직도 맡고 있다.
뒤헤르 박사는 과거에 로잔 대학과 취리히 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불어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조교수
로 승진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레이크 제네바 젠더학 박사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를 맡았다.
여러 논문과 책을 출판했는데, 2009년에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불어권 스위스에서 간행된 인쇄 매
체에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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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Coenen studied History and Economics at Ghent University. She was awarded
a PhD in economic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Antwerp (2013). She has been
working as researcher and lecturer at the Universities of Utrecht and Antwerp,
and is currently working as labour market analyst for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Federal Public Service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Dialogue. Her areas of
expertise include: inequalities in the labour market (ethnicity, gender, education,…),

Dr. Ann Coenen
앤 코이넌

Labour Market Analyst,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Federal Public
Service Employment
in Belgium
연방정부 노동시장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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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impact of digitization on the labour market.
앤 코이넌 박사는 벨기에의 겐트 대학에서 역사와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2013년에 경제사 연
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위트레흐트 대학과 앤트워프 대학 등에서 연구원과 강사로 일해왔
고, 현재 연방정부의 공공 서비스 고용, 노동, 사회적 다이얼로그 부서에서 노동시장 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인종, 성, 교육 등), 경제적 구조조정, 디지털 기술이 노
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발표문 2 - English

The Road Towards Equal Pay
: Challenges for the Gender Pay Gap Policy in Belgium
Seoul, 9 November 2017

Dr. Ann Coenen | Labour Market Analyst,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Federal Public Service Employment in Belgium
Belgium is among the EU countries with the smallest gender pay gap. In this paper I will map
the recent evolution of the Belgian wage gap, according to different available estimations.
Afterwards I will discuss the pay gap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particularities of the
Belgian labour market and will shed light on the political measures taken to combat gender
discrimination.

The gender wage gap in Belgium
On average, a female Belgian worker earns about 7% less per hour than a male worker, compared
to the EU average of 16.7% (see Tables 1 and 2). As shown in the tables below, there are slight
differences between the calculations made by Eurostat1) and the Belgian Planning Bureau/Statistics
Belgium2). Nonetheless, both series show a steady decrease of the wage gap in recent years. The
wage gap on a yearly basis (revealing the effect of part-time work, see below) is markedly higher
(20.6%), but has also declined – albeit more slowly than the hourly pay gap.
<Table 1> Difference between men’s and women’s average gross hourly earnings
(as % of men’s average gross hourly earnings)
2010

2011

2012

2013

2014

Belgium

10.2

9.4

8.3

7.5

6.6

EU-28

16.4

16.9

17.3

16.8

16.7

Source: Eurostat

1)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Gender_pay_gap_statistics.
2) http://statbel.fgov.be/en/statistics/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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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25) even earn more than young men according to Eurostat’s estimations. This points to an

2010

2011

2012

2013

2014

unequal distribu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and certain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women when

Gap in hourly wages

9.8

9.7

8.6

8.0

7.6

they grow up. The Gender Pay Gap Report4) moreover points to the differing career evolution

Gap in yearly wages

22.8

22.0

21.8

20.9

20.6

of men and women (see below). Women interrupt their career more frequently, they seem to get

Source: Federal Planning Bureau and Statistics Belgium -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promoted less easily, and they often receive fewer opportunities to go on training courses than

The overall figure for Belgium hides th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workers with different
education levels and from different age groups (Table 3 and 4). The gender pay gap is wider
among higher educated persons, partly because of the different fields of study chosen by women
and men (to which I will return below), and also because the benefits of education (i.e. the in-

men. Furthermore, it appears that the lack of equal opportunities has a negative return: women
who feel obstructed in their career will after some time invest less effort in it.
<Table 4> Difference between men’s and women’s average gross hourly earnings by age group

crease in earnings) are generally greater for men than for women. In addition, the lower pay gap

Age

2010

2011

2012

2013

2014

under 25

3

1.9

0.5

-0.8

-2.3

among individuals with a low level of education and the middle group can also be explained in

25 to 34

3.5

3

2.4

1.7

1.1

part by the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Jobs available to lower educated women often

35 to 44

9.7

8.8

7.7

6.7

5.7

pay very little and are scarce. For women with a (very) low level of education who only have the

45 to 54

11.9

10.8

9.8

8.7

7.6

prospect of earning a very low wage – for example in a part-time job with difficult hours, such as

55 to 64

17.6

17.2

16.7

16.2

15.7

in the retail or cleaning sector – working outside the house is often not an attractive option. Within this group this usually applies to the lowest educated women. As a result, the average wages of

Source: Eurostat

women in this group are in fact artificially raised.

발표문 2 - English

The gender pay gap also widens with increasing age of the population. Belgian young women

The Road Towards Equal Pay : Challenges for the Gender Pay Gap Policy in Belgium

<Table 2> Difference between men’s and women’s average gross hourly and yearly earnings
(as % of men’s average gross earnings)

<Table 3> Difference between men’s and women’s average gross hourly earnings by education level

The gender employment rate gap

Education3)

2010

2011

2012

2013

2014

Low

12

12

12

11

8

Average

14

14

13

13

10

While the gender pay gap is relatively small in Belgium, there is a larger discrepancy in the

High

18

18

18

17

18

extent to which women and men participate in the labour market. In 2016, the male employment

Source: Statistics Belgium - Structure of Earnings Survey3)

rate was 66.5%, while that of women was only 58.1%. The gap between the male and the female
employment rate has decreased in recent history, but this is not only due to the slight increase in
the female employment rate, but also to a decrease in the male employment rate. Again, the gap is
smaller for young people than for those aged 30-64 (Table 6). For older workers (aged 65-69), the
gender employment gap is again much smaller, but in this age group both men and women tend to

3) These figures are based on different sources than those that were used for the gap within the total population (see above). In the latter case, wages from sectors for which no survey data is available are estimated by
including administrative data. In case of education levels, only the data from the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was used. These figures do not include all sectors, and do not cover companies with fewer than 10 employees.
Also, the figures for 2010 and 2014 are not comparable to those from other years, as they have been calculated
based on a large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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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ess or even retire from the labour market.

4) Institute for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Gender Pay Gap Report, Brussel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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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he gender pay gap can to a large extent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reer paths

Belgium M

67.1

66.9

66.4

65.8

65.5

66.5

of men and women. Firstly, women more often work part-time than men (Table 7). This obviously

Belgium F

56.7

56.8

57.2

57.9

58.0

58.1

strongly affects the gap in yearly earnings, but it also has an impact on the hourly pay gap. As part-

Belgium T

61.9

61.8

61.8

61.9

61.8

62.3

time jobs are often relatively underpaid, offer less fringe benefits, less secure contracts, etcetera.

EU-28 M

70.0

69.6

69.4

70.1

70.8

71.8

While on the other, more comfortable side of the labour market we find full-time jobs with higher

EU-28 F

58.4

58.6

58.8

59.5

60.4

61.3

EU-28 T

64.2

64.1

64.1

64.8

65.6

66.6

wages, additional benefits, long-term contracts, more opportunities for promotion… In this two-

20 - 29 M

64.1

63.3

61.1

59.5

60.2

59.9

20 - 29 F

57.0

55.6

54.6

56.2

55.1

55.2

20 - 29 T

60.5

59.4

57.9

57.8

57.6

57.6

Source: Eurostat

<Table 6> Employment gender gap (in % points)
Population aged 20-64

speed labour market, women are over-represented in the first category.
<Table 7> Part-time employment (as % of total employment, 15-64)
2012

2013

2014

2015

2016

Belgium M

9.9

9.6

9.3

10.3

10.7

Belgium F

46.1

45.2

43.8

44.2

44.8

Belgium T

27.1

26.8

26.0

26.8

27.2

EU-28 M

7.9

8.3

8.4

8.5

8.6

2011

2012

2013

2014

2015

EU-28 F

32.2

32.7

32.5

32.4

32.3

Belgium

11.5

11.0

10.2

8.7

8.3

EU-28 T

19.6

20.1

20.0

20.0

20.0

EU-28

12.7

12.2

11.7

11.6

11.6

Belgium 20-29

7.1

7.7

6.6

3.3

5.1

Belgium 30-54

11.7

11.2

10.5

9.3

8.6

Belgium 55-64

14.4

12.8

11.9

11.5

9.6

Belgium 65-69

3.5

3.6

3.3

3.9

4.1

Source: Eurostat – calculations: FPS ELSD

Source: EUROSTAT, Directorate-General for Statistics – Statistics Belgium, Labour Force Survey,
calculations: FPS 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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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aged 15 to 64

The Road Towards Equal Pay : Challenges for the Gender Pay Gap Policy in Belgium

Different career paths

<Table 5> Employment rate for men and women, aged 15-64 (%)

In addition to a difference in working hours, there is also a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reasons
why men and women work part-time. The Labour Force Survey specifically enquires about these
reasons. In 2016, for almost 50% of women working part-time,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is the main reason for working part-time (i.e. caring for children and other dependent persons,
and other family responsibilities).5) Only 26% of men give this reason. Moreover, women more
often make use of the systems of career breaks and time credit (Table 8).6) These elements (part-time
work and career breaks), plus the dissimilar impact of parenthood on male and female employment
rates (Table 9), point to an unequal distribu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in Belgian society. Time use
Research indeed reveals that Belgian women spend much more time on household work and family
5) http://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datasets/-/LFSA_EPGAR
6) Career breaks and credit time comprise different systems included in Belgian employment legislation that enable
employees to temporarily decrease their working time or to interrupt their employment for a specific period, for
family or personal reasons. During the leave period a state allowance is paid, the employee is protected against
dismissal and receives the guarantee to return to the sam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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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er. However, very few women work in this industry. The small gap in the hotels and restaurants
industry is not something to be very delighted about eithe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re

<Table 8> Career breaks and time credit (number of persons)

equally bad for women and men.

2012

2013

2014

2015

2016

50 years M

24.988

25.346

26.810

28.085

27.888

The different career paths of men and women already begin at an early age, because of

50 years F

100.848

100.782

105.602

108.562

105.861

50 years T

125.836

126.128

132.412

136.647

133.749

differences in education. Young women more often than men hold a tertiary degree (and also more

Source: NEO

often than older women), and they have a higher employment rate. This explains in part why – as
seen above – the gender pay gap is smaller among young people. This gives cause to optimism for

<Table 9> Employment impact of parenthood (employment rate as % and difference in % points)

future generation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behind these rather broad categories of education
levels, there are major differences in the type of study completed. Different types of study are not
always given the same value. For example, a degree in exact sciences is often valued more on the

2015
Without children

With children

Difference

labour market than a diploma in human sciences. Accordingly, sectors linked to technology on

Belgium M

73.2

86.4

-13.2

Belgium F

69.6

69.2

0.4

average offer higher wages than for example the social sector. As the latter field of study is chosen

Belgium T

71.5

77.3

-5.8

Source: EUROSTAT, Statistics Belgium, Labour Force Survey, calculations: FPS ELSD

more often by women, as is shown in Table 12, it has an undesirable effect on the pay gap. In
other words, due to the segregated labour market, unequal pay is often a question of unequal work.
Women are often overrepresented in jobs where the pickings are not so good.

<Table 10> Inactivity and part-time work due to care responsibilities (% of population)
Inactivity

Part-time

Total

Belgium M

0.1

0.3

0.4

Belgium F

2.9

5.5

8.4

Belgium T

1.5

2.9

4.4

EU-28 M

0.3

0.3

0.5

EU-28 F

5.0

5.1

10.0

EU-28 T

2.6

2.7

5.3

Source: EUROSTAT, Statistics Belgium, Labour Force Survey, calculations: FPS ELSD

<Table 11>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aged 30 to 34 having completed tertiary education
2012

2013

20148)

2015

2016

Belgium M

37.1

36.2

37.4

36.7

40.4

Belgium F

50.7

49.3

50.2

48.7

50.7

Belgium T

43.9

42.7

43.8

42.7

45.6

EU-28 M

31.8

32.8

33.6

34.0

-

EU-28 F

40.2

41.4

42.3

43.4

-

EU-28 T

36.0

37.1

37.9

38.7

-

발표문 2 - English

positions within an enterprise. In other industries, such as transportation, the wage gap is much

The Road Towards Equal Pay : Challenges for the Gender Pay Gap Policy in Belgium

care than men, while men spend more time on gainful work, but also on leisure.7)

Source: EUROSTAT, Statistics Belgium, Labour Force Survey, calculations: FPS ELSD 8)

Moreover, the figures above reveal stereotypical expectations on the labour market: a number
of predominantly female sectors (such as distribution and cleaning) are organized with a tendency
towards part-time work. It also suggests that the aggregated data on the gender pay gap hides the
segregation of the labour market, or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s between industries/sectors. For
instance, the wage gap is large in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This can probably be explained
by the “glass ceiling” effect, which means that it is more difficult for women to attain high-ranking
7) For detailed figures, see: http://www.time-use.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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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cornerstone of the Belgian wage formation system.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define to which

Belgium M

18.6

18.8

19.5

19.5

20.4

wage category a worker belongs. The technique of establishing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has

Belgium F

5.9

6.2

6.3

6.4

7.3

been worked out in the US in the 1930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Belgian social partners

Belgium T

12.2

12.6

13.0

13.0

13.9

took an interest in this technique, to replace piece-wages or similar systems. They set up a “General

EU-28 M

207

22.5

23.3

23.9

24.5

Technical Commission” that should have elaborated a general classification for the Belgian private

EU-28 F

10.0

11.1

11.3

12.3

12.7

sector. The results of the work of this commission never got spread and most Joint Committees

EU-28 T

15.4

16.9

17.1

18.2

18.7

developed their own classifications. Most did not work out an analytical system, but used all kinds

Source: 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f criteria, such as formal qualifications, job content, responsibility… A thorough revision was rarely
undertaken. This means that many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dating from a long time ago were
still in force at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although the labour market went through wide-ranging
changes. Which explains, of course, why many enterprises developed their own system – without

Gender policy
Contrary to what the gender pay gap figures suggest, Belgium has only a few explicit policies
aimed at gender equality on the labour market. The relatively equal situation in Belgium is a result
of many factors, not all resulting from targeted measures. For example, the fact that Belgian women
more often obtain a tertiary degree than men, opens doors to higher paid jobs for women. Secondly,
it should be noted that income inequality in general is small in Belgium. As the gap between the top
earners and the lowest category is a relatively narrow on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re
also curbed.
Next to the more contextual factors, equal pay for women and men has also been included in a
number of Belgian and European legal acts. The central one was established on April 22nd 2012
and is referred to as the Gender pay gap Act.9) To remedy the gender pay gap in the strict sense (the
fact that female workers are underpaid) it is targeted towards the wage formation and thus involves
the social partners. It has introduced measures on the three levels of the Belgian social dialogue
(interprofessional/national, sectoral and company level). Visibility and discussion of the wage gap
form the basis of the measures introduced at the three levels of consultation. Therefore, it first of all
imposes an obligation to discuss measures for reducing the gender wage gap on all levels.
Secondly, the Gender pay gap act establishes the introduction of gender-neutr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based on predetermined criteria, such as knowledge, responsibility, the necessary

9) It was amended on July 12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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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ing less than the generally binding industry system allows. These enterprise specific systems
were generally developed by specialized consulting agencies.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can be discriminating, although at first sight they look rather neutral:
they should evaluate the position, not the person occupying it. But there may be discriminatory or
stereotyping mechanisms at work. Moreover, many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ystems are based
on reference occupations, which can cause inappropriate comparisons: instead of comparing the
necessary leadership skills of the head nurse and the foreman, their place in the classification will
typically be based on that of the nurse and the construction worker. Afterwards, the classification has

발표문 2 - English

skills and working conditions.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on industry or enterprise level, are the

The Road Towards Equal Pay : Challenges for the Gender Pay Gap Policy in Belgium

<Table 12> Tertiary gradua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per thousand of the age group 20 to 29)

to be translated into wage groups. If the borderline between two groups is drawn exactly between
typically male and typically female occupations, this can cause discrimination once more.
To avoid discrimination as much as possible, a well-documented analytical system was necessary.
For each of the criteria (including knowledge, responsibility, the necessary skills and working
conditions), a scale is developed and each occupation gets a number of points on this scale. This
system should be well documented and transparent for everyone.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are monitored, with a focus on good practices in rendering classifications gender-neutral. This
control of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a measuring instrument, which
was prepared by experts at the KU Leuven Campus Brussels in collaboration with the social
dialogue directorate of the FPS Employment. The measuring instrument includes 12 questions based
on criteria considered to be “good practices” in literature, that is, practices that help to make the
classification gender neutral.
Lastly, on company level, an analysis report and a plan of action are composed. In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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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n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boards of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companies, which

30

imposes quota of at least one third of the members from the underrepresented sex.

발표문 2 - English

<Graph 1> Female employment rate for women aged 20-64 (%) and gender pay gap, 2014

Germany

25

Bulgaria

Netherlands Denmark
Sweden

Slovenia

Conclusion – policy challenges
Both the employment gap and the wage gap are well below the EU average, and have been
decreasing slowly but steadily. Nonetheless, many challenges remain. First, equal pay is not yet a
reality. While equal pay is legally embedded, the gap due to ‘equal pay for unequal work’ persists.
Belgium has a two-speed labour market, with well paid, long-term, full-time jobs on one side
versus temporary, uncertain and underpaid jobs on the opposite side. It is necessary to guide women
towards the first category, and to ensure decent working conditions for all. Second, it is essential

Gender wage ga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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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Equally important, to avert the unemployment trap caused by parenthood,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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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unter segregation at its roots. Measures are needed to fight gender stereotypes at all ages; for
example campaigns directing women towards STEM-programs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Slova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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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MaltaCzech Republic
Spain
Luxembourg Poland
Iceland
Estonia Italy
Latvia
Finland

Source: Eurostat

life balance needs to be improved and affordable child care should be available to all. Moreover,
measures aimed at improving labour market mobility of women (vs the so-called “sticky floors” and
“glass ceilings”) are needed. Finally, the situation of women with a non-EU background in Belgium
gives much less cause for optimism. Both the wage gap and the employment gap are wider in their
case. Specific measures targeting this group are required.
An imperative question for Belgian policy makers is: is it possible to make up the employment
rate leeway without widening the gender wage gap? The EU figures show that countries with
higher female employment rates also tend to have a wider pay gap (Graph 1). Due to labour market
segregation, discrimination – or both – women are more likely to end up in low paid jobs. Without
tackling these underlying problems, entering the labour market thus remains much less attractive
than staying at home. The heavily regulated wage formation process in Belgium offers opportunities,
but also pitfalls for change. This question thus remains our greatest challenge.

The Road Towards Equal Pay : Challenges for the Gender Pay Gap Policy in Belgium

discrimination, the appointment of a mediator is possible. Companies are also subject to the 2011

Extra sources on gender and the labour market
• The gender pay gap report, published 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and the FPS Employment (igvm-iefh.belgium.be).
• Gendermonitor by the SEIN research group (www.uhasselt.be/SEIN).
• SONAR,

longitudinal study on the transfer from education to the labour market (steunpuntssl.be/
Onderzoek/Databanken#SONAR).
• SOPHIA, the Belgian Network on Gender Studies provides a database of researchers by topic (www.
sophia.be/index.php/nl/db_researchers).
• Time use research: http://www.vub.ac.be/TOR/ and http://www.time-use.be/en/.
• Other

statistics on the Belgian labour market: http://www.employment.belgium.be/moduleDefault.
aspx?id=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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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녀 근로자들 간의 시간당 및 연간 임금 차이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총 임금에 대한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냄)

: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벨기에의 과제
서울, 2017년 11월 9일

앤 코이넌 | 연방정부 노동시장 분석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시간당 임금 차이

9.8

9.7

8.6

8.0

7.6

연간 임금 차이

22.8

22.0

21.8

20.9

20.6

Source: Federal Planning Bureau and Statistics Belgium -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전체 근로자의 평균 수치는 교육 수준 및 연령 집단 간에 존재하는 큰 격차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표 3, 4). 성별 임금 격차는 고학력일 경우 더 높은데, 여성과 남성이 선택하는 학문 영역이

벨기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이다. 이 발표문에서 나는 벨기에에서의 임
금 격차가 줄어든 과정을 여러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고 나서 벨기에에서의 임금 격차를 노동
시장의 특성들과 관련지어 논의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르다는 점(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이득(예컨대 높은 임
금)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크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저학력과 중
간 정도 학력 그룹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에서 부분적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저학력 여성이 접근 가능한 업종들은 아주 낮은 임금을 지불하며, 그 조차도 흔
하지 않다. 극히 낮은 임금을 받을 것이 분명한(예컨대 소매업이나 청소업 같은 불리한 시간대에 일
해야 하는 직종) (심한)저학력 여성의 경우, 취업은 오히려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최저 학력 여
성들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저학력 여성들의 평균 임금의 수치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볼

벨기에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수 있다.

벨기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7% 적은 임금을 받는다. 유럽 연합 회원국 평균인 16.7%에
1)

비해 훨씬 적은 수치이다(표 1, 2). 아래 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로스탯(Eurostat)과 벨기에 통

<표 3> 교육 수준별 남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차이
교육수준3)

2010

2011

2012

2013

2014

계청 수치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표 모두 최근 몇년 간 임금 격차가 꾸준히 축소되

저학력

12

12

12

11

8

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간 임금에서의 임금 격차(시간제 근로의 영향을 보여줌)는 상당히 높은 편이

중간

14

14

13

13

10

지만(20.6%) 그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그 감소 추세는 시간당 임금 격차의 감소 추세에 비해

고학력

18

18

18

17

18

2)

Source: Statistics Belgium - Structure of Earnings Survey3)

더딘 편이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확대된다. Eurostat의 조사에 따르면, 25세 미만의 젊

<표 1> 남녀 근로자들 간의 시간당 임금 격차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총 임금에 대한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냄)

은 벨기에 여성들은 같은 연령대의 벨기에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돌봄 책임이

2010

2011

2012

2013

2014

벨기에

10.2

9.4

8.3

7.5

6.6

EU 28개국

16.4

16.9

17.3

16.8

16.7

Source: Eurostat
1)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Gender_pay_gap_statistics.
2) http://statbel.fgov.be/en/statistics/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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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임금으로 가는 길

발표문 2 - Korean

발표문 2 - Korean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 성인 여성들에게는 특정한 성 역할이 기대된다는 사실을

3) 이 수치들은 전체 인구 집단 내에서의 차이를 보기 위해 사용된 앞의 자료와는 다른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전체 인구 집단의 경
우, 이용 가능한 조사자료가 없는 부문의 임금 수치들은 행정 자료를 토대로 추산되었다. 교육 수준별 통계는 임금 구조 조사(the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데이터만을 사용했다. 이 수치들은 모든 산업 부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10명 미만의 근로자
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는 제외되어 있다. 또한, 2010년과 2014년의 수치들은 다른 연도의 수치들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 다른 연도들의 수치들은 좀 더 큰 자료조사를 근거로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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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력이 상이한 경로를 밟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아래 참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력 단절

15 ~ 64세

이 자주 발생하고, 덜 승진되며, 직업 훈련 기회를 덜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회 불평등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은 악순환을 초래한다. 즉, 자신의 직업적 발전이 자꾸 중단된다고 느끼는 여성들은 차츰 자신의 직

벨기에 남성

67.1

66.9

66.4

65.8

65.5

66.5

업에 노력도 덜 쏟게 된다.

벨기에 여성

56.7

56.8

57.2

57.9

58.0

58.1

벨기에 전체

61.9

61.8

61.8

61.9

61.8

62.3

EU 28 개국 남성

70.0

69.6

69.4

70.1

70.8

71.8

EU 28 개국 여성

58.4

58.6

58.8

59.5

60.4

61.3

EU 28 개국 전체

64.2

64.1

64.1

64.8

65.6

66.6

<표 4> 연령별 남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차이
연령

2010

2011

2012

2013

2014

25세 미만

3

1.9

0.5

-0.8

-2.3

20 - 29 남성

64.1

63.3

61.1

59.5

60.2

59.9

25 ~ 34

3.5

3

2.4

1.7

1.1

20 - 29 여성

57.0

55.6

54.6

56.2

55.1

55.2

35 ~ 44

9.7

8.8

7.7

6.7

5.7

20 - 29 전체

60.5

59.4

57.9

57.8

57.6

57.6

45 ~ 54

11.9

10.8

9.8

8.7

7.6

55 ~ 64

17.6

17.2

16.7

16.2

15.7

Source: Eurostat

Source: Eurostat

<표 6> 성별 취업률 격차(% p)
20 ~ 64세
2011

2012

2013

2014

2015

벨기에

11.5

11.0

10.2

8.7

8.3

EU 28 개국

12.7

12.2

11.7

11.6

11.6

벨기에 20-29

7.1

7.7

6.6

3.3

5.1

벨기에 30-54

11.7

11.2

10.5

9.3

8.6

벨기에의 성별 임금 격차는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참여 정도에서의 성별 격차는 임금 격

벨기에 55-64

14.4

12.8

11.9

11.5

9.6

차에 비해 크다. 2016년 현재, 남성의 취업률은 66.5%인 반면, 여성의 취업률은 58.1%에 불과하다.

벨기에 65-69

3.5

3.6

3.3

3.9

4.1

성별 취업률 격차 (The gender employment rate gap)

성별 취업률의 차이는 최근 들어 축소되는 추세인데, 여성의 취업이 약간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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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5~64세 남녀 취업률(%)

동등 임금으로 가는 길 :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벨기에의 과제

확인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Gender Pay Gap Report4))는 남성과 여성의

Source: Eurostat – calculations: FPS ELSD

만, 남성의 취업률이 감소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별 취업률 격차 역시, 30~64세 근로자 집단에서
보다 그 이하 젊은 층에서 더 적다(표6). 65~69세 고령 집단의 경우 성별 취업률 격차가 확연히 축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연령대 인구는 임금 노동을 덜 하거나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 Institute for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Gender Pay Gap Report, Brussel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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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표 7). 이는 남녀의 연간 임금 격차에는 물

2012

2013

2014

2015

2016

론, 시간당 임금 격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시간제 직업은 저임금인 경우가 많으며, 각종 수당도 적

50 years 남성

24.988

25.346

26.810

28.085

27.888

고, 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풀타임 직업은 더 높은 임금, 더 많은 수당, 안정적인

50 years 여성

100.848

100.782

105.602

108.562

105.861

50 years 전체

125.836

126.128

132.412

136.647

133.749

장기 계약, 더 많은 승진 기회 등이 주어진다. 이러한 양분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전자에 더 많

Source: NEO

이 집중되어 있다.

<표 9> 부모 역할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취업률은 %이며, 차이는 % p)

<표 7> 시간제 취업률 (총 고용 대비 %, 15-64세)
2012

2013

2014

2015

2016

벨기에 남성

9.9

9.6

9.3

10.3

10.7

벨기에 여성

46.1

45.2

43.8

44.2

44.8

벨기에 전체

27.1

26.8

26.0

26.8

27.2

EU 28 개국 남성

7.9

8.3

8.4

8.5

8.6

EU 28 개국 여성

32.2

32.7

32.5

32.4

32.3

EU 28 개국 전체

19.6

20.1

20.0

20.0

20.0

2015
무자녀

유자녀

차이

벨기에 남성

73.2

86.4

-13.2

벨기에 여성

69.6

69.2

0.4

벨기에 전체

71.5

77.3

-5.8

Source: EUROSTAT, Statistics Belgium, Labour Force Survey, calculations: FPS ELSD
<표 10> 돌봄 책임으로 인한 근로 중지와 시간제 근로 (인구 대비 %)

Source: EUROSTAT, Directorate-General for Statistics – Statistics Belgium, Labour Force Survey,
calculations: FPS ELSD

Inactivity

Part-time

Total

벨기에 남성

0.1

0.3

0.4

같은 시간제 취업을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은 그 이유가 크게 다르다. <노동력 조사(The Labour

벨기에 여성

2.9

5.5

8.4

Force Survey)>에는 그 이유를 묻는 구체적인 항목을 두었는데, 2016년 현재 시간제 노동을 하

벨기에 전체

1.5

2.9

4.4

는 여성 근로자의 약 50%는 자신이 시간제 노동을 하는 주된 이유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라고 응

EU 28 개국 남성

0.3

0.3

0.5

답했다(즉, 아동 및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고 여타의 가사노동을 하기 위해서).5) 남성 근로자들

EU 28 개국 여성

5.0

5.1

10.0

EU 28 개국 전체

2.6

2.7

5.3

의 경우 오직 26%만이 그렇게 답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자주 커리어 브레이크(career
breaks)와 타임 크레디트(time-credit)제도를 이용한다(표 8).6) 이러한 요소들(시간제 근로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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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커리어 브레이크와 타임 크레디트(명)

성별 임금 격차의 상당 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경력 경로에서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동등 임금으로 가는 길 :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벨기에의 과제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7)

상이한 경력 경로 (Career path)

Source: EUROSTAT, Statistics Belgium, Labour Force Survey, calculations: FPS ELSD

리어 브레이크), 그리고 남녀의 취업률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로서의 돌봄 역할(parenthood) 등은(표 9) 벨기에 사회에서 돌봄 책임이 불평등하게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간
이용 리서치(Time use Research)는 벨기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남성들은 소득을 위한 노동이나 여가를 즐기는데

뿐만 아니라, 위의 수치들은 성별화된 노동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즉, 여성이 대다수
를 차지하는 부문은(예컨대 유통업과 청소업) 시간제 근로자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수치
들은 성별 임금 격차가 총량 데이터로 표시될 때 노동시장의 성별화된 모습(즉 산업별, 업종별로 성
별 임금 격차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 은폐된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은행과 보험사 등 금

68

5) http://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datasets/-/LFSA_EPGAR

융기업들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는 큰 편인데, 이는 “유리 천장” 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이

6) 커리어 브레이크와 타임 크레디트는 벨기에 노동법이 보장하는 제도들로서, 근로자들이 가족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는 실업수당(state allowance)을 지급받
으며, 해고당하지 않고,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7) For detailed figures, see: http://www.time-use.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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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적은데, 사실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극히 적다. 호텔

2010

2011

2012

2013

2014

및 외식업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매우 적은데, 그렇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다. 이들 업종들의 경우

벨기에 남성

18.6

18.8

19.5

19.5

20.4

임금과 여타 근로조건들이 남녀 모두에게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벨기에 여성

5.9

6.2

6.3

6.4

7.3

벨기에 전체

12.2

12.6

13.0

13.0

13.9

EU 28 개국 남성

207

22.5

23.3

23.9

24.5

EU 28 개국 여성

10.0

11.1

11.3

12.3

12.7

EU 28 개국 전체

15.4

16.9

17.1

18.2

18.7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경력 경로는 이른 나이에서 이미 시작된다. 교육에서의 차이 때문이다. 젊은
여성들은 젊은 남성들보다(그리고 나이든 여성들보다) 대학교육을 더 많이 받으며, 남성들보다 취업
률도 높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젊은 근로자들 내의 성별 임금 격차가 적은 이유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남녀 젊

Source: Eurostat, UOE Data collection

은이들이 받는 대학교육의 내용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전공 학과에
동일한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밀 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인문학을 전공
한 사람보다 노동시장에서 더 가치 있게 평가된다. 따라서, 기술 관련 업종의 임금 수준은 사회 관련
업종의 임금 수준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다. 표12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관련 분야 학과는 여성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에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낳는다. 즉, 노동시

젠더 정책

장이 성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불평등은 종종 직종 불평등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여성은 임
성별에 따라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여러 수치들에도 불구하고, 벨기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금이 높지 않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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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과학 및 기술 전공 대학 졸업자(천명 당, 20~20세)

동등 임금으로 가는 길 :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벨기에의 과제

기업 내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격차라는 뜻이다. 운송업 등 몇몇 업종

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들은 많지 않다. 벨기에의 성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직접적인
성평등 정책에 의해서라기보다, 여러 요소들이 합쳐진 결과다. 예를 들면, 벨기에 여성들의 대학 졸

<표 11> 30~ 34세 대학졸업 인구 비율

업율이 남성들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여성들의 고임금 직종에의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벨기에

2012

2013

20148)

2015

2016

벨기에 남성

37.1

36.2

37.4

36.7

40.4

는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최상위 임금 근로자들과 최하위 임금

벨기에 여성

50.7

49.3

50.2

48.7

50.7

근로자들 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에 따라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억제된다.

벨기에 전체

43.9

42.7

43.8

42.7

45.6

EU 28 개국 남성

31.8

32.8

33.6

34.0

-

EU 28 개국 여성

40.2

41.4

42.3

43.4

-

EU 28 개국 전체

36.0

37.1

37.9

38.7

-

Source: EUROSTAT, Statistics Belgium, Labour Force Survey, calculations: FPS ELSD 8)

벨기에와 유럽의 여러 법률에 성별 동등 임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다. 2012
년 4월 22일에 확정된 <성별 임금 격차 법(Gender Pay Gap Act)>은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9) 성별 임금 격차 그 자체(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를 해결
하기 위해, <성별 임금 격차 법>은 임금 구성(wage form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 사회
적 파트너들을 관여시키고 있다. 동 법은 세 집단(전문가들/국가, 산업, 개별 기업)으로 구성된 사회
적 다이얼로그 파트너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도입했다. 임금 격차를 가시화시키고 논의하는 것은
이 세 파트너들과의 협의의 근간을 이룬다. 즉, <성별 임금 격차 법>은 무엇보다 먼저 세 집단 각각에
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논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성별 임금 격차 법>은 성 중립적 직업 분류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성 중립적 직업
분류(occupational classifications)는 지식, 책임, 필요한 기술, 근로 조건 등과 같은 선결 기준에

8) Break in serie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ISCED 2011 classification.

70

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

9) 이것은 2013년 7월 12일에 개정됐다.

session 01 / 유럽의 성별임금격차 및 법제도적 개선 현황

71

할 수 있다. 직업 분류는 한 근로자가 어느 임금 카테고리에 속하는가를 규정한다. 기존의 직업 분류

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법은 193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벨기에의 사회적 파트너들은 도
급제 임금 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이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총괄 기술 위원회(General
Technical Commission)”를 설치하여 벨기에의 민간 부문 업종에 대한 총괄적인 분류를 마련하고
자 했다. 그러나 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된 분류법은 널리 확산되지 못했고, 대부분의 협력 위원회들은
(Joint Committees) 자신들만의 고유한 직업 분류 체계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러한 분류들은 대체

결론 – 정책 과제들

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온갖 종류의 기준들, 예컨대 공식 자격증, 직업 만족
도, 책임 등을 섞어놓은 것들이었다. 직업 분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이

벨기에의 경우, 취업과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는 유럽 연합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며, 계속해서 꾸

것은 노동시장이 현격하게 변해버린 21세기 초에도 너무나 오래된 직업 분류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준히 좁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다. 첫째, 동등 임금은 아직 실현

것을 뜻한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직업 분류 시스템을 만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

되지 않고 있다. 법으로는 동등 임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등하지 않은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으로

고 해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는 시스템보다 비용이 덜 드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개별 기업 차원의

인해 임금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벨기에는 이분화된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 한 쪽에는

직업 분류 시스템들은 주로 전문 컨설팅 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고임금과 풀타임, 장기 근속이 보장되는 직업들이, 다른 한 쪽에는 불확실하고 일시적이며 저임금인 직

직업 분류 체계는 사람이 아닌 업무에 초점을 두는 것이므로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차
별적일 수 있다. 분류 기준에 고정관념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직업 분류 체계는 동
급 직업군(reference occupations)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점 역시 부적절한 비교를 초래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수간호사에게 필요한 리더십 기술을 공사 현장 감독의 리더십 기술과 함께 묶지 않고,
단순히 ‘간호사의 기술’로 분류하게 되면 그의 기술이 공사 현장 근로자의 기술과 동급인 것으로 처
리되고 만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임금 그룹으로 곧장 번역된다. 두 임금 그룹을 가르는 경계선이 전
형적으로 남성적인 직업과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직업을 가르는 경계선과 맞아떨어지면, 이는 또 다
시 차별을 낳는다.

업들이 있다. 여성들이 첫 번째 직업군으로 향하도록 안내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좋은 근로 조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 분업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성

발표문 2 - Korean

화한 2011년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기업 이사회 임원들 중 어느 한 성이 30% 이하를 차지하

동등 임금으로 가는 길 :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벨기에의 과제

기반한다. 산업 차원에서건 기업 차원에서건, 직업 분류는 벨기에의 임금 구성 시스템의 주춧돌이라

고정관념을 불식시킬 조치들이 필요하다. 예컨대, 보다 많은 여성들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을 전공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부모가 되면서 동시
에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높이고, 남녀 모두 합리적인 비용의 탁아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또한,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상향 이동을 도울 정책들도 만들어
져야 한다(“끈적이는 바닥(sticky floors)”이나 “유리천장”이 아닌). 마지막으로, 벨기에에 거주하는 비
유럽연합 출신 여성들의 경우 사정이 몹시 안 좋다. 이들의 경우 임금 격차도, 취업률 격차도 훨씬 크다.
이 여성들을 겨냥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급적 최대 한도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기록된 분석 체계도 마련됐다. 각각의 기준마
다(예컨대 지식, 책임, 필요 기술, 근로 조건 등) 등급(scale)이 매겨지고, 각 직업에는 이 등급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된다. 이 체계는 잘 기록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든 투명해야 한다. 또한 성 중립적인 직
업 분류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되어야 한다. 직업 분류에 대한 이러한 관리는 특정한 측정 도
구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데, 이 도구는 브뤼셀에 소재한 루벵 가톨릭 대학교의 전문가들이 연방 공공
서비스 고용부(FPS Employment) 소속 사회적 다이얼로그 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만들어졌다. 이 측
정 도구는 직업 분류가 성 중립적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관행(good practices)”으로 여겨지는
기준들에 기초한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벨기에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던져진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성별 임금 격차를 벌리지 않으면
서 동시에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유럽 연합의 데이터를 보면,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그래프 1).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차별 등으로 인해 여성은 저
임금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
하는 것이 차라리 집안에 머무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벨기에의 임금 구성 프로세스
는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위험도 있다. 앞의 질문, 즉 “성별 임금 격차를 벌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는 우리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분석 보고서와 행동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재자의 임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또한 공공 기관 및 공기업 이사회에 여성의 임명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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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20~64세 여성 취업률과 성별 임금 격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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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노동 시장에 관한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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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ender pay gap report, published 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토론문

and the FPS Employment (igvm-iefh.belgium.be).
• Gendermonitor by the SEIN research group (www.uhasselt.be/SEIN).
• SONAR, longitudinal study on the transfer from education to the labour market (steunpuntssl.be/
Onderzoek/Databanken#SONAR).
• SOPHIA, the Belgian Network on Gender Studies provides a database of researchers by topic (www.
sophia.be/index.php/nl/db_researchers).
• Time use research: http://www.vub.ac.be/TOR/ and http://www.time-use.be/en/.
• Other statistics on the Belgian labour market: http://www.employment.belgium.be/moduleDefault.
aspx?id=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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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임금의 차별일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저성장을 전망하며, 기존의 외벌이 모델로는 가정경제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여성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 및 가정 내 돌봄 등을 이유
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이 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이
유입되어 성별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임금차별은 이미 일·가정 양립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을 떠나게 하는 큰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벨기에와 스위스 등 유럽
의 여러 법률에 성별 동등 임금 조항과 차별 해소를 위한 실효성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Ann Coenen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 2012년 4월 22일에 제정된 「성별임금격차법(Gender
Pay Gap Act)」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성별임금격차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법
은 첫째, 세 집단 각각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논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두번째, 성별임금격차 법은 성 중립적 직업 분류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개
별 기업 차원에서는 분석 보고서와 행동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Dr. Sylvie Durrer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 스위스 연방헌법 제8조 및 기업은 동등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
는 성평등법, 그리고 성별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자가분석(self-test) 등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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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학자로서 법과 제도에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독일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남녀임금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Discussion

50여 년간 문제해결을 위해 애써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방여성부 장관인 마누엘라 슈베시히(사민당)는 2017년 남녀임금격차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안인 「공정임금법」(Gesetz fur mehr Lohngerechtigkeit zwischen Frauen und Mannern

Dr. Kim, Hee-sung

- Entgelttransparenzgesetz)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7년 3월 30일 「공정임금법」이 통

Professor of Kangwon University Law School,
President of Korea Comparative Labor Law Association

과되었다.
이 법은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사회적으로 금기시 해
왔던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정책을 실행하도록 요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공정임금법」의 핵심은 취업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에 관한 정보청구권
을 확보하는데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에 관한 개별적인 정보청구권의 도입으로 200인 이
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취업자가 요구할 경우 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
기적으로 사업장 내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이행을 위해 임금체계를 점검해야 한
다. 또한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동일임금원칙의 실현을 위한 경영보고서를 제
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황수옥,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이화젠더법학연구소,
2017, 201-214면 참고).

Pay discrimination has been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Korean labor market. With the
long-term economic low growth, the sole-breadwinner-family model no longer guarantees stable
family economy. Although an increasing number of women have been entering the labor market,
many of them experience career breaks due to their family care responsibilities. Those women
with career breaks tend later to enter the labor market as irregular workers with lower pay, which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릴 내용은

results in widening the gender wage gap. This wage discrimination again is one of the major

1. 독일의 공정임금법의 제정배경과 내용을 알고 있다면 벨기에의 성별임금격차법 등 그리고 스위

causes that force women, who are already overwhelmed with double shift of work and domestic

스 성평등법 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길 바란다.
2. 벨기에의 성별임금격차법 및 스위스 성평등법 등도 독일의 공정임금법처럼 이러한 정보청구권
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법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가?

to narrow the gender wage gap in Korea, I think the efforts made in Belgium and Switzerland
give us great insights, especially in terms of legislation that mandates gender wage equality and
various effective policies.

3. 벨기에의 성별임금격차법 등이 성별 임금 격차의 해결을 위한 실효성 방안으로 발표하신 세 가

I believe the Gender Pay Gap Act in Belgium, enacted in 2012, is especially significant. In

지 이외에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또한 스위스의 경우 Logib을 이용한 자가테스트 외에 어떠한 방안

order to solve the gender pay gap itself, the Act, first, imposes an obligation to discuss measures

이 더 모색되고 있는가?

for reducing the gender wage gap on the three groups of social dialogue. Second, the Act

마지막으로 Ann Coenen께서 지적하신 “성별 임금 격차를 벌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취업률을 높

establishes the introduction of gender-neutr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Third, on the company

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는 우리에게도 공통되고 어려운 과제이다. 혹시 발제자께서는 이에 대한

level, an analysis report and a plan of action should be made. Dr. Durrer's presentation on the

구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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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Korean

As a labor law scholar, I want to talk about laws and policies. Among the EU member
countries, Germany consistently has wider gender pay gap than average, despite various efforts
to reduce it for the last 50 years. To solve this problem, Manuela Schwesig(Social Democratic
Party), Minister of the Federal Ministry of Women, submitted the bill of 「the Fair Pay Act」(Gesetz
fur mehr Lohngerechtigkeit zwischen Frauen und Mannern - Entgelttransparenzgesetz) to the
parliament in 2017. The bill was passed in March, 2017.
The Fair Pay Act in Germany aim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토 론 문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차별시정기구의 역할과 과제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or same value by making public the pay-related information of the companies, which used to
be a taboo in German society, and thereby pressuring the employers to practice transparent and
fair wage policies. That is, the key idea of 「the Fair Pay Act」is to secure the employees' right
to access to the pay-related information of the companies they work for. According to the Act,
employers with 200 or more employees have the obligation to provide written explanation of
their specific pay policies when an employee asks for it. To realize the equal pay for equal or
same value of work in the individual businesses, employers with 500 or more employees should
review their pay systems on a regular basis, and also should submit and make public their equal
pay-related management reports on a regular basis.(황수옥,「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이화젠더

1. 남녀 임금격차와 여성의 저임금화 현황

법학연구소, 2017, 201-214면 참고).
가. 한국은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한 2000년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1

Mainly with regard to the Fair Pay Act in Germany, I'd like to ask you the following question.
First,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Fair Pay Act in Germany, could you explain its similarities
with and differences from the Gender Pay Gap Act in Belgium and the Gender Equality Law in
Switzerland?
Second, do the Gender Pay Gap Act in Belgium and the Gender Equality Law in Switzerland
stipulate “the employees' right to pay-related information”? Or is it stipulated in other acts?
Third, Dr, Coenen, other than the three major policy measures you presented today, are there
any other measures you might want to add? Likewise, Dr. Durrer, other than the self-test by
using Logib, what other policy measures are being discussed or suggested in Switzerland?

위를 고수 중, 일본도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3번째로 크지만 2004년 보다 5%p 감
소. 또한 한국은 OECD 국가의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도 가장 높은 국가임.
나.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위계구조 반영.
김유선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2016. 3)’에 따
르면 2016년 월 임금총액이 여자는 176만원, 남자 292만원이며, 비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151만원, 정규직은 311만원. 남자 정규직 임금 350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6%(184만원), 여자 정규직은 68.0%(238만원), 여자 비정규직은 35.4%(124만원).
다. 시간당 임금에서도 남자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5.5%, 여자
정규직 69.5%, 여자 비정규직은 43.2%

Lastly, as Dr. Coenen points out, “increasing employment rates without widening the gender
pay gap” is quite a challenge in Korea, too. Do you have by any chance an idea to d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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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 임금 차별 관련 국내외적 기준

나. 국내법

가. 국제인권규약

1) 『헌법』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1) 세계인권선언
제23조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를 가진다”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또한 「헌법」제32조는 국민의 근로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
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은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임금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1)
제7조 (a) (i) “특히 여성들이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
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을 보장받는 것”

2)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3) 여성차별철폐협약 2)
제11조 제1항(d)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한 동일한 부가급여를 포함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일한 처우를 받을 권리“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 목에서 ‘고용’에서의 차별을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4) ILO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으로 예시하고 있음.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1951. 6. 채택되어 1953. 5. 23. 발효, 우리나라는 1997. 11. 18. 에 비준. 이 협약으로 인하여
남녀임금차별문제는 국제노동기준으로 확립됨. 협약 제1조 제2항은 “남녀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를 규정하고 있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
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

◦ 「남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관한 권고」(제90호)

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권고는 특히 직무평가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협약보다 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직무평가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의 동일가

방법이 성차별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규정함. 즉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실시함에 있어 보

치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수율을 쉽게 결정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관계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직무분석 또는 다른 절차에 의해 객관적 직무평가방법을 확립하거나 그 확립을 장려해야
한다.”(제5조)라고 규정함.

1) 1966. 12. 채택, 1976. 1. 3. 발효, 우리나라 1990. 4. 10. 비준함.
2) 1979. 12. 18. 채택, 1981. 9. 3. 발효, 우리나라 1984. 12. 27. 비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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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위를 통한 남녀 임금차별 구제의 현황 및 한계

다. 이들은 모두 계약직 근로자로서 책임의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남녀근로자가 하나의 라인에서 연속된 작업공
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서 근무했으므로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상차업무가 섬세함과 집중력, 습득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조립업무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의 많은 노

가. 인권위 임금차별 조사 근거 및 사례

3)

력과 높은 기술을 요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인권위 07.10.8.자 07진차232)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는 ‘임금차별’ 조사 및 판단은 하나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함. ‘하나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것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유기적으
로 운영되고 독립성을 갖춘 기업체 조직에 고용되어 통일된 임금정책 및 인사정책을 적용받는 경우
를 말함.

사례 2 : 성별에 따른 생산직, 기능직 분리 채용 및 임금차별
진정인들은 여성 근로자의 채용자격은 자격증, 기술, 학력 등에서 남성근로자와 동일하나, 여성은 생산직, 남성은 기능
직으로 배치되었고 생산직에게 불리한 임금이 지급되어 사실상 남녀 분리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피진

○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이유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하
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며 정기적, 계속적,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뿐 아니라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혜택도 포함하여 임금, 봉급, 이익배당, 소요경비, 수당, 보너스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정인은 기능직의 업무는 강도가 높고 작업 조건이 열악하여 여성의 추천이나 지원이 없으며, 생산직 직원의 경우 기능
직 대비 저임금이어서 남성의 지원이 없어 기능직에는 남성, 생산직에는 여성 근로자만 존재하는 것이며, 기능직은 기
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에서 보다 강도가 높아 이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동가치에 따
른 합리적인 차등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 사건 피해자들과 기능직 근로자들은 채용시 달리 자

모든 형태의 보수를 말함. 의료, 요양, 상해 및 생명보험연금, 퇴직연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격증 또는 직무 기술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채용 이후에도 배치에 앞서 별도의 능력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여성

전액 부담하는 연금이나 경영상 해고를 할 때 지급하는 수당도 임금에 해당함.

은 전원 생산직에 남성은 전원 기능직에 배치하였고, 배치는 교육, 훈련에서의 차이로 이어졌으며, 기능직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남성이라는 조건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기능직 내에서도 업무의 난이도에 차
이가 있어 모든 기능직 근로자가 여성이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로 유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나. 남녀 임금차별 진정 권고 사례

아니며, 피진정 회사의 임금형태는 연공급의 성격이 강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근속연수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
금차별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을 기능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채용, 배치, 교육 및
훈련과 그로 인해 심화된 임금차별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인권위 2008. 10. 27. 자 07진차981 결정).

○ 인권위는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관련하여, 전자회사 계약직 여성노동자 사례
(사례1)와 제조업 공장 5급 생산직 여성노동자 사례(사례2)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기본급 내지 호봉의 책정에 따른 임금지급을 차별로 본 것으로서, 유사 사건에서의
차별 여부 판단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사례임.

사례3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 등의 기준을 마련할 때 겉으로는 성별 중립적인 기준으로 보
이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성별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도 성차별에 해당
한다고 인정한 사례로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인 경력인정 기준이 성차별적 이므로 그 기준

사례 1 : 제조업 생산직 남녀 임금차별 : 단순한 근력 vs 섬세함과 집중력, 습득된 경험

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사례임.

진정인들은 oo전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동일 신분으로서 동종 업무를 하던 남성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
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진정인은 생산라인은 조립업무 이외에 상차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는 생산된 물건을 차에 싣
는 출하작업으로서 업무효율을 위해 남성근로자가 담당하였으며 조립업무에 비하여 노동 강도가 높아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여성 또는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특성이 발견되지 않으며, 실제로 상황에 따라 성별 및 고용형태의 구분없이 업무에 배치되었으나,
경우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상차업무를 많이 했던 정도인데, 이것만으로 남성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줄만한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설사 남성이 주로 상차업무를, 여성이 주
로 조립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남녀근로자들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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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성별을 이유로 한 호봉경력인정 차별

다. 현행 법체계를 통한 남녀 임금차별 구제의 한계

여성인 진정인은 농업에 종사한 경력을 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의거 진정인이 농지원부
상의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농업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이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진정

○ 개별 기업 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개별 진정사건에 대한 구제 방

하였다.

식은 여성노동자 등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실제 진정건수, 권고 건수가 매우 미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상의 소유자 및 농업인’을 농업인의 기준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한 수준임. 설사 진정이 제기되어도 ‘동일노동이나 유사노동’을 하고 있는 남성근로자 집단 내 비교

따를 경우 남편을 세대 및 전체 가족의 대표자로 당연시하는 사회풍토로 인하여 실제와는 다르게 여성에 비해 남성 농
업인의 비율이 현저히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록 그 기준이 표면적으로는 성별 중립적으로 보이더라도
그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농업경력 인정률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성별에

대상을 특정하여야 하고,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판단주체가 직무평가·직무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조사, 분석, 판단이

따른 차등이 초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등을 초래한다 해도 그 기

가능함. 아울러 판단주체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인식 등 성인지적 관점이 있어

준이 실제 농업 종사 여부 판단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절하고 필수불가결하다면 그를 차별로 볼 수 없겠으나, 한

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전제가 요구됨.

필지의 토지에서 가족이나 피고용인이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고,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짓는 이도 있으므로
실제 농업종사 경력과 농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상 소유관계는 별개라고 할 수 있고, 한 세대에 농지원부 등록대상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별 대표자 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세대원(업무집행사

○ 인권위에서 권고한 위 사례들이 선례적 의미는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은 개별 사건 조
사, 권고를 통한 임금 격차 해소의 실효성과 파급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드러냄. 따라서 현재와 같은

원)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 농지원부 상 농업인만이 실제 농업 종사자라고 볼 수 없는 등, 해당 기준은 실제 농업종사

노동시장 상황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접근으로는 중첩적, 구조적 남녀 임금차별

여부 판단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절하고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 2005. 9. 28.

을 해소할 수 없음.

05진차467 결정>

사례 4 : 따로 사는 장남에게 지급하는 부모부양 가족수당을 여성은 무남독녀여야 지급
OO공사에 근무 중인 진정인은 장녀이고 남동생이 학생이라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했는데, 관련 규정이 남성

4. 벨기에와 스위스 사례에 대한 시사점 및 질의사항

과 달리 여성은 무남독녀인 경우만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어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
니다. 해당 공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동종
기관 대부분이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장남만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계

가. 시사점

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장남과 무남독녀는 사회통념상 부양의 의무를 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족수당 지급범위
를 무남독녀까지 확대한 것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권위는 OO공사가 장남인 직원에게는 따

1)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이고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

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1988. 7. 1.부터 지급해 왔으나,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는 2005. 2. 1.에 와서야 노조

한 차별 시정은 국가의 의무임을 거듭 확인하게 됨. 우리나라도 범부처 차원에서 장, 단기 로드맵을

측의 요구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므로, ‘현실적 부양 상황을 반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세워 ‘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등 적극적 조치 시급함.

했습니다. 또한 OO공사가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모 부양을 아들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장남인 직원에게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

2) 성별임금격차의 요인이 다양하고 서로 구조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 또한 비정규직

면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장녀인 직원을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성별 직종분리 개선, 유리천장 개선 등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법

라고 판단하고, 해당 공사에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보수 규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제도들과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정 등이 방식으로 공기업,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 공시를 통해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모색 필요함. 참고로 동노동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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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금정보청구권’을 신설하는 김수민 의원의 고평법 개정안4)이 국회에 제출되어

5. 결론 : 남녀 임금 격차 시정을 위한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

있음.
4) 정부 조달제도 적극 활용 필요

가.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2012)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조달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부발
주사업 선정 기준, 정부발주사업 수행 요건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여성고용 및 임금 관련
항목 포함하는 방안 등
5)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성차별 개선 업무 역량 강화, 성차별 실태 등에 대한 근로감독 정례화
필요. 특히 감독관, 조사관 등이 여성 차별의 구조적 조건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중요.

-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16개 지자체장에게 △요양보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에 기본임
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실비변상, 휴게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 △요양보호 서비스 수가 중 인건비율을 고시하는 등 임금 가이드를 설정할 것
등 제도개선 권고

6)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세부 국가 통계 필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별 성별임금격차 통계, 연도
별 변화 등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점검

나. 질의사항

나. 최저임금제도 관련 개선 권고
1)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 (2013)
- 고용노동부장관에게,「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업체의 워크넷
이용 제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사업주지원금 지급유예, 공공기관 용역 입찰시 감점부여 등 최저

1) 남녀 임금격차 시정을 위하여 스위스와 벨기에가 어떠한 장단기 국가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과
정에서 기업측은 어떻게 설득하였는가?
2) 정부 부처 외 차별시정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할과 노

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기획재정부장관에게,「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업체에 대하여
공공기관 용역 입찰시 감점부여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

력은 무엇이었는가?

2)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인권 증진 정책권고 (2015)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제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제5조 제2항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할 것

다.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검토 중)
- 2016년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
4)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임금정보 청구권) ①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한다)는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정보(이하 “임금정보”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해당 임금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임금정보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정보의 범위, 임금정보 청구 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임금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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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하루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나 한주에 이틀 정도만 일하는 노동자 수가
2010년을 전후하여 급증하였으며 현재에도 증가추세임.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주당 15시간 미
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요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퇴직금 지급, 주휴, 연차
휴가 제공, 무기계약 전환 등 대부분의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권고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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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라.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권고(준비 중)

Lessons and Questions regarding
the Cases of Belgium and Switzerland

- 2017년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진행
- 주요 내용 : 남녀 임금공시제 제도마련 등 정책권고안 준비 중

Lee, Soo-yeon
Chief of Gender Equality Team,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ti-Discrimination Division

1. Lessons
1) The cases of Belgium and Switzerland confirm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redressing gender discriminatory practices is necessary. Discrimination is unconstitutional in
Korea, and it is the government's duty to enforce equality by eliminating discriminations. I think
it is urgent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short-term as well as long-term road maps to
reduce the gender wage gap and implement policies such as 'the five-year plan to fight the gender
wage gap.'
2) Since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gender wage gap are various and structurally
intertwined with one another, the policies to reduce the gap should be made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that takes into account other policy measures concerning the issues of irregular
employment, increase of minimum wage, occupational segregation by gender, and glass ceiling.
3) Through revising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a wage disclosure provision
applied to both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should be stipulated so that the public can be aware
of the wage gaps in those enterprises and that further policies for improvement can be made.
Regarding this, Kim Su-min, a lawmaker, has submitted a bill of 'rights to wage disclosure.'
4) Use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Active use of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can help reduce the gender wage gap.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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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women's employment and wage gap should be included in the Public Procurement Act

토 론 문

so that these can be considered as criteria in bidder selection and in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procurement.
5) Labor inspectors' competence for dealing with gender discrimination should be improved.

성별임금격차 해소,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할 것인가?

Labor inspection on gender discrimination should be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the labor inspectors be aware of the structural aspects of discriminatory practices

장지연

against women workers.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 More detailed national statistics of the gender wage gap should be made. The statistics
should include, for example, those of gender wage gap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changes of
the gap by year, etc. This would help the government to better examine the situations and make
more targeted policy measures.

벨기에와 스위스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그간의 격차해소과정에 대하여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

2. Questions
1) In Switzerland and Belgium, what types of long-term and short-term national plans did the
central government make to reduce the gender wage gap? And how did the government persuade
the private sector enterprises to go along with it?
2) Except for the government, are there other organizations that work particularly for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s? If so, what are their specific efforts to reduce the gender wage
gap?

다. 여성이 남성임금의 63%(시간당 임금), 68%(월 임금) 수준에 있는 한국의 연구자로서 참으로 부
럽습니다. 그동안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지켜본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에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를 하지 않은 것
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
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벨기에와 스위스의 경험을 귀중한 선례로 삼았으면
합니다.
성별임금격차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에 대해서 대답하고자 요인 분해 방법으로 분석한 사례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 즉 차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 상당히 큰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평등법이 일찍이 마련되었고, 개별 사업장에서는 차별

※ NHRCK's recommendations that aim to help reduce the gender wage gap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 문제는 근로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엄

1. Recommendations for care workers' human rights(2012)

격하고도 꼼꼼한 근로감독을 하는데서 해법이 시작되리라 봅니다.

2. Recommendations for increase of minimum wage
3. Policy recommendations for human rights of workers with shorter work week(in review)
4. Policy recommendation for elimination of gender wage gap(in preparation)

다만, 현실에서 임금격차의 유래가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
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노동시
장에 나와 있는 여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의 교육수준은 전체적
으로 여성이 낮지 않습니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찍 빠져나간 결과인데요, 노동
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이 적게 남아있는 현상 자체가 성별 직종분리와 차별적인 노동시장 관행이 결
합되어 초래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속연수나 기술수준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92

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

session 01 / 유럽의 성별임금격차 및 법제도적 개선 현황

93

토론문 - English

선진국의 경우는 여성고용율이 증가하면 임금격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

Discussion

기에에서는 향후 과제를 임금격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여성고용율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
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보다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 낮기 때

Closing the Gender Wage Gap.
From where should we start again?

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지수준이 높고 소득보장체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그 반대 상황입니다. 지금은 소득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여성들
이 더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줄이는 것이 곧 여성 경제활
동 참가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별을 근절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

Dr. Chang, Ji-yeon

입니다.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situations of the gender wage
gap and the processes of fighting against it in Belgium and Switzerland. Given that women
earn only 63%(hourly) and 68%(monthly) of what men earn in Korea, I feel envious of those
two countries, and even ashamed of myself, as a researcher, for not having been able to make
satisfying changes. Over the last two decades, a lot of efforts have been made in Korea to
address the gender wage gap and to implement various policy measures. We now need to look
back and find out why there hasn’t been as much positive results as in some other countries, and
start over to make things right. I believe we can learn a lot from the experiences of Belgium and
Switzerland.
There are many studies that have used “factor analysis” to find out where the gender way gap
comes from. In the case of Korea, much of the gap comes from “the unexplained” factors, that
is, from gender discrimination. The Equal Employment Act was introduced in Korea relatively
early, and individual businesses argue that they hardly discriminate against women workers. It’s
a rather puzzling situa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 think that the labor inspection system
should be thoroughly re-examined so that the inspection can be practiced more rigorously.
However, some of you may not agree that there could be such distinct lines between the
explained and the unexplained parts of the wage gap. In Korea, women workers in general have
lower education than men workers, for instance. But for the younger population, women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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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ess education than men do. Part of the gender wage gap is the result of women with higher
education leaving the labor market early. The fact that we have a lower number of women with
higher 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is the result from the combination of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and the discriminatory labor market practices. The same goes for the service years and the
skill levels.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gender wage gap tends to widen as women’s employment
rate goes up. That’s why increasing women’s employment without widening the gender wage
gap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challenges in Belgium. It is because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with lower education is lower than that of women with higher education

한국과 일본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islative /
Policy Improvement Measure concerning the Gender Wage Gap
in Japan and Korea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Belgium. Things are the opposite in Korea. Poor women are more

02

economically active than non-poor women in Korea. Decreasing the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will increase women’s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we should focus mor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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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Gender Wage Gap in Japan and
the Policies Related to the Issues
일본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및 관련 정책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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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실증적 사회과학 사업 ‘젠더격차 민감한 근무방식과 생활의
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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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Gender Wage Gap in Japan and
the Policies Related to the Issues
Nobuko Nagase | Ochanomizu University1)

1. Introduction
Japan is known for a country with a large gender wage gap. This paper will look at the long
term change in wage structure in Japan, focusing especially in the time trend change to see
whether the gender wage gap closed or not, and if so in which sectors, large or small firm sectors
or higher educated or lower educated sectors. We will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of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ers at large firms where internal labor market is strong, and we
will also look at the development in non-standard employment where employment has increased
at rapid pace after 2000s.
In the following section, we will look at policies and laws in Japan that was conducted aiming
to close gender wage gap. In section 3, prior researches concerning the issue will be reviewed. In
section 4, the data used, Labor Force Survey series, will be explained. In section 5, the long term
time trend in the development of gender wage gap and labor participation will be shown using
the Labor Force Survey series. In section 6, results by Nagase(2018) will be introduced.

1) Email : nagase.nobuko@och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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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review laws enacted in Japan to ban unequal treatment between gender.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hereafter EEOL was enacted in 1986. It banned gender
discrimination pertaining to training, retirement, firing. However, from 1986, firms reformed
their hiring practice so that in effect they can hire mostly females in the work they formerly hired
females and mostly males in work they formerly hired males. Before the EEOL , they were hiring
males to work in fast track and were hiring females to work in slow track. After EEOL , the firms

started to admit a small number of females in fast track course, and continue to hire majority of
women in slow track course, and started to call fast track course and slow track course instead of
male university hires and female hires.
In 1999, under EEOL , gender discrimination pertaining to hiring and promotion was banned,
while protection on females on overtime work was deregulated. The work hour rules were
transformed to limiting overtime for workers who care for children under Child Care Leave and
Family Leave Law.
In 2007, indirect gender discrimination was added to EEOL as discrimination to be
considered, even though in a very limited way. For example, requiring to take the order of
relocation was banned unless there is a rational reason to require so in business, and also the
experience of relocation as condition for promotion was banned unless there is rational reason to
require so in business.
In 2014, for all the workers, requiring relocation in hiring, promotion and job relocation

without rational reason was banned by EEOL . Relocation had been a big issue for females, as
in large firms, fast track course often required workers to agree that employer can relocate them
under the firms’ order, while in slow track course, the location of hire is often limited to one
place, or in mid-level speed track course, only relocation within commuting distance. Many
women did not like to agree to nationwide relocation that application of women to fast track
course were often limited.
Despite strengthening of the EEOL , yet, what happened in the employment scenery was that
while most university males headed to be employed in the fast track course, university graduated
females sought for “regional relocation limited employees in fast track course”, or “non-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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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in fast track course”, even though the expected wage increase was higher in the last
course.

2.2. Laws

that encourage women to work continue in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
The power of EEOL had been limited. For one thing, because it allowed equal treatment of
gender within the same “work course”, which is not occupation but labor contract that is made
upon hiring, and many women was in slower track course, or in hourly part-time arrangements.
For the second thing, the effect had been low, since many women quit permanent regular
employment work upon marriage or upon the first child birth due to difficulty of raising family.
Due to the difficulty of entering the internal labor market after some time out of labor force, and
also due to strong commitment required as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ers, many married
women, or women in middle age who re-enter labor market, often re-enter labor market as hourly
part-time workers, whose wage level is low.
Under such background, series of laws that helped female workers with children to stay in
permanent contract work must be another important policy for closing the gender wage gap.
The laws and policies that try to enable women to work continue while having children are:

발표문 3 - English

2.1.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required workers in slower track course” and only few in “world-wide relocation required

Changes in Gender Wage Gap in Japan and the Policies Related to the Issues

2. Policies to close Gender Wage Gap

Laws pertaining to 1) maternity and child care leave, 2) limiting overtime work, and allowing
short hour option for workers raising young children, 3) nudging companies to change their labor
practice. Also importantly, 4) laws and policies pertaining to increasing child care facilities.
The following section depend heavily on Nagase (2017). The labor laws concerning this is
child care leave law that was enacted in 1992. In 1995, 25 percent allowance was given from
employment insurance, in 2001, the allowance was raised to 40% and in 2007 to 50%. In 2010,
withheld portion of allowance was abolished. Before the abolishment, leave allowance was only
partly given during the leave, while the remaining given in lump-sum six months after the return
from the leave. In 2014, it was further raised to 67 percent for the first six months of the leave.
Child care leave law mandated that workers with young children can request to their

employer not to be given overtime work. This was in law when EEOL of 1999 took away
general protection of female workers vis-à-vis male workers on work hours. Also from 2010,

option to work six hours a day became a mandate for employer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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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to say no. This short hour option mandate was mandated to firms with more than 100

at kindergarten.

employees in 2010 and then to all firms in 2012.

Abe Cabinet ensured childcare availability to a further 200 thousands from 2013 to 2015, and

About nudging firms, in early 2000s new a policy proposal was made to the government by a

another 200 thousands by 2017. Because of the higher increase in the ratio of parents who wish

working group, stating the importance in changing the work culture, including males. The Diet

to have work after childbirth, there are still a stringent lack of day care facilities in urban area.

passed the Law to Support the Next Generation in 2003, which mandated municipalities as well

However, the speed of increase in child care supply in from 2013 to 2015 has been much higher

as firm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to make an action plan to help child-raising families and

compared with period before 2008.

employees. If the action plan and the actual result were good enough to pass the criteria, such as
the high percentage of leave users and “at least one male leave user”, signifying the underlying
gender division presupposition, the Cabinet Office was to give the firms a “Kurumin mark” to

use on their product beginning in 2005. The Kurumin mark was seen as an award given only
to the firms with high work-life balance awareness. In late 2007, the government, the national
headquarters of employer organizations, and unions created a “work and life balance charter”

2.3. Laws that encourage women to be promoted to managerial position
The target to increase share of women leaders to at least 30 percent by 2020 was adopted in
2003 as the Gender Equality Head Office Decision, and was reaffirmed in 2010 December as the

stating that having work-life balance was necessary. Even though various policy was enacted,

Cabinet Decision when the third Basic Plan for the Gender Equality was adopted4). The 202030

workforce, revealed that almost no increase was seen in the ratio of women who continued work

Prime Minister Abe in 2013 announced that he hoped listed firms to appoint at least one

National Fertility Survey of 2010, which shows five year average of the ratio of new mothers in

when their first child was of age one. It was 26.8% for the mothers of the first childbirth of 2005
to 2009, while the number was 24.4 percent in 1990 to 1994.
As to laws and policies pertaining to child care, Japanese government had policy not to
provide child care for infants. However, when the government found TFR to be 1.57 in 1989,
it started policy to increase child care facilities, including those for infants, by series of so
called “Angel plans.” However the actual increase in child care facilities had been low. In 2008,
however, the government made clear target concerning child care provision was made: the long
term target of increasing the ratio of child care places of children aged under three from then 20

target is an old policy that was hard to achieve. The interim report was far from the target5).
women to their boards. To promote women in management, in June 2014, the Cabinet Decision
was made that from fiscal year starting from 2015 April, all listed firms were mandated to
disclose the number of female board members. In 2015 August, the Abe Cabinet passed the
Act Concerning Promotion of Women’s Career Activities, Josei Katsuyaku Suisin Hou ,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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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es3) that not only covers day care but also kindergarten, that should subsidize full-da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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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workers who has child under two, and who asked for it, and if the employers have no rational

implemented from 2016 April. This law nudges enterprises to take actions to promote women,
though the actual action plans are voluntary and can be diverse. Specifically the law demands
firm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to analyze the status of women within their firms, and
then to make action plan to increase their active participation, and the plan should be registered

percent to 38 percent2). Another impetus for change after 2013 was the establishment of three
new laws concerning child care provision in 2012 August. The government promised that child
care supply budget will be increased when consumption tax law passed, and that it will start new

2) The Strategic Meeting for Japan for Supporting Children and Family, Kodomo to Kazoku wo Ouen suru Nihon Juten
Senryaku Kaigi of 2007 December, during the First Abe Cabinet, announced that though the children under three
using the child care services are 20.3 percent as of 2007, the target should be 29 percent in 2012 and 38 percent
in 2017. The after school child care places for elementary school child of first grade to third grade is 19.0% as of
2007, and should be 40% as of 2012 and 60 percent as o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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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2012 August, the Government passed the law to increase the consumption tax of 5% to be raised to 8% in
2014 and10% in 2015. The 2014 increase materialized, but the 2015 increase was, in 2014 and 2016, twice
extended, and now is expected in 2019 October. The increase in the subsidies for child care was based on the
increase of the consumption tax.
4) 202030 target was initially decided in June of 2003 by Gender Equality Promoting Head Meeting, Danjo
Kyodo Sanaku Suisin Honbu . The Council on Gender Equality in 2007 described that women leaders meant
representatives at the national and local congress, managers over kacho at enterprises, and professionals which
needs high professional knowledge. The percent of women among private corporate managers was described as
yet 6.5 percent as of 2009, but was targeted to be 10 percent by 2015 in the third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5) Muraki showed the data in her speech in 2013 that House of Representative 7.9%, House of Councillers18.2%,
which is in 2016 16.6% and 24.2%. Director position and above at private enterprises in 2011 as 6.9%. Judges
17.7% in 2012 and medical doctors 18.9% in 2010. Ministers(5.6%),new hire of National Bureaucrats in first
promotion track(25.7%)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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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which consists of three grades, and can put this mark on their products7). In 2016

to the household budget. However, in late 1990s to early 2000s, non-standard work arrangement

March,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recognized firms will be given preferred points in

increased among young workers. Among differently called non-standard workers, “part-time”

public procurement . Gender Equality Bureau made survey to listed firms on 2014 October to

and “arubaito” are hourly paid workers, whose work hours can be either short or full-time, paid

2015 March and disclose the results to its home page, whose data is now collected by Ministry of

near minimum wage. Nagase (2003, 2016), Akabayashi (2006), points that the protection for

Health, Labor and Welfare9).

dependent housewives through spousal tax deduction and social security tax exemption are the

8)

Though it is still too early to look at the result of the new law that came in effect in April
2016, ratio of women managers have gone up, but yet the gender gap is large.

core mechanism that puts cap on the income of married females. Married women increase their
labor supply when children grow older, but when their annual income hit the threshold of 1.03
million yen, or 1.30 million yen, the former the threshold for the tax exemption and the latter the
threshold of the social security tax exemption for dependent spouse, they adjust their work hours

2.4. Laws that aim to close wage gap between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

to hold their income below this threshold. Such conduct is keeping “part-time” labor market
a low wage market, by providing on average good workers who works only to certain income
limit, therefore, has small pressure on the wage increase in the part-time labor market. Their

Abe Cabinet’s buzz word from late 2015 to early 2016 that extends to 2017 is “Hatarakikata

conduct is negatively affecting the non-married “part-time” and “arubaito” workers through wage

working long overtime hours among seishain workers. It also hope to reduce the wage gap

that it will change the rule, in 2014, and also in 2016. It, however, did not abolish the threshold,

Kaikaku ”, or “Change the Way we Work”. The Cabinet hopes to reduce the ratio of workers
between seishain and other form of non-standard workers, such as so called “part-time” workers,
“ arubaito”, “dispatched workers”, “fixed term contract workers” and “shokutaku”. Non-standard
6) Firms must collect and publish one of the data among 14 options. The data are such data as the female ratio of
employees, the gender gap in the average tenure，gender gap in application to hiring ratio, monthly overtime work
hours, gender gap of managers. Firms are asked to analyze the reason for the gender gap. Action plan should
have target and planned period, which has to be made open to public and be registered at the local MHLW office.
The action plan can be for example, increasing male child care leavers, and giving model for diverse career plans.
The Eruboshi recognition has three stages, and the recognition can be obtained based on their present status.

arbitration. As to the “income threshold of married females”, Abe cabinet repeatedly announced
it rather increased the tax-exemption threshold to 1.6 million yen, which came as a surprise.
Theoretically it expands the income threshold where non-married singles have to compete with
married women who has benefit over them in terms of social security tax exemption. It increase
the work hours of married females who are willing to work with low earnings lest that such
low earnings give them addition to their husbands’ income by spouse allowance paid to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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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arrangements used to be work arrangements for married females, who hoped some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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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ocal MHLW ministry office6). Those firms with good performance are given the Eruboshi

husbands employees. This effect of this last policy is yet to be determined as it was announced
only in late 2016.

7) To be recognized, hiring ratio by gender, tenure by gender should be about the same between gender, average
work hours to be less than 45 hours, and the ratio of female managers to be over the industrial average, and the
ratio of promotion to kacho managerial position to be about the same by gender, and diversity of career path is
ascertained such as hiring of seishain from non-standard employees.
8) The preferred procurement budget amount was thought to be about 1 billion yen in 2014, but will be around 5
trillion yen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the Cabinet Office.
9) Gender Equality Bureau Cabinet Office showed in their White Paper of 2011 that Among 3608 listed firms,
and 41973 board members, only 515 were women and comprised only 1.2 percent. Amo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finance and transportation, women board members comprise less than 1 percent. Toyokeiai Yakuin
Shikiho shows the number of women board members among listed firms as of July, and the number was 538 or
1.2% in 2006, and stayed 1.2 % till 2009. In 2011, it was 585 or 1.4 % and in 2012, 630 or 1.6%. Many large firms
did seem to respond to Abe’s request. In 2013, 691 or 1.8 % and in 2014, it rose to 816 and 2.1% and in 2015
1142 and 2.8%. For example, among 92 listed banks, for example, there was no women on the board among 772
executive board members in 2011. Even when non-executive directors and audit and supervisory board member
is included, among 1370 members, only 6, or 0.4 percent were female in 2011. It because news topic when two
of three largest banks in Japan, Mitsui Sumitomo Bank as well as Mizuho Bank promoted women employee as the
first women as executive board of directors in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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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 (1998) has pointed out in his wage regression comparing 1984 and 1994 Basic Survey

childbirth continued to be delayed and deferred while more women stayed single and worked

on Wage Structure that unmeasured factors has contributed to the change especially at smaller
and middle sized firms during this period. He showed that measured human resource gap rather
increased during 1984-1994 period, while coefficient gap between gender closed only by a very
small amount despite the enactment of EEOL in 1986. Especially for larger firms, he found that

though measured human resource gap closed, the coefficient gap between gender increased.
He found that gender wage gap closed most notably at smaller firms and that 70 percent of the
closing of the gap came from unmeasured effect.
In 2008,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held Committee on Gender Wage Gap. The
Committee is on “Gender Wage Gap under Changing Wage and Labor Practice” that started in
2008 June, for which I was a member. Within this Committee, JILPT made another extensive
wage regression using Basic Survey on Wages of 2000 and 2006 to look at gender wage gap.
They found that whether being in managerial position or not has good impact on wage, and
that females are less likely to become managers (Fujii(2009)). They found the major reason
for closing of the gender wage gap between 2000 to 2006 was closing of the human resources
between gender, and the largest factor of the closing of the gender age gap at firms with 100
employees and more. That is, percentage of middle aged female workers must have increased
during this period. During this period, marriage was delayed and never married women increased
among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ers. Also since more firms reduced new hiring, gender
age gap must have closed during this period. They also made wage regression separating firms
which has “course based hiring” practice ad which does not. They found that wage gap is larger
when firms have “course based hiring” (JILPT (2009)). However, the “course based hiring is still
legal today and not banned. Nagase (2010) comment on the committee findings, saying course
based hiring is in effect allowing discrimination between gender.
The following section concerning maternal employment depend heavily on Nagase (2017).
Despite various policies to allow work and family, yet around 40 percent of new mothers
continued to quit employment in early 2000s at marriage and then at childbirth just as they did
in 1990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of National Fertility Surveys (Nagase and Moriizumi

(2013)). Asai (2015) estimated the effect of increase in child care leave allowance of 2001 among
those who are entitled, but found no impact on maternal labor supply and work continuation.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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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io of women in seishain position, or stable long term employment position where income
increase with tenure, never increased among women in their mid-thirties to forties. Marriage and
(Iwasawa (2004)). Eunmi and Brinton (2014) points to the importance of workplace culture for
women to take child care leave.
Nagase(2015) found that during the period of nudging firm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to change work culture, strong intent of wanting a child increased among childless never married
women, showing that change in work culture can enhance child intent. Even though various
policy was enacted, National Fertility Survey of 2010, which shows five year average of the ratio

of new mothers in workforce, revealed that almost no increase was seen in the ratio of women
who continued work when their first child was of age one. It was 26.8% for the mothers of the
first childbirth of 2005 to 2009, while the number was 24.4 percent in 1990 to 1994.
As to infant care provision, though the provision helped maternal employment
(Unayama(2012)), or at least for nuclear families (Asai et al (2015)), the provision of child
care was low in metropolitan area, and the growth of infant care was also slow till 2008 despite
the series of “Angel Plans”(Nagase(2018 forthcoming)). Tokyo prefecture introduced the less
costly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Certified child care place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is data. However, even including those non-accredited child care places, the growth of
child care places in Tokyo was slow (Nagase 2007). The reason lying behind this are th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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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showed that despite the Equal Employment Law of 1986 and its enhancement i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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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vious Researches concerning Gender Gap in Wage and
Employment

salaries of public servants which made the cost of publicly provided infant care rather costly
(Shu 2002; Shimizutani and Noguchi 2004). Richer municipalities were more likely to operate
infant care facilities with public servants (Nagase 2003b). Though municipalities tried to replace
municipally run accredited day care by privately run accredited daycare, they faced opposition
from both labor unions and parents associations, and making change required time. On the other
hand, rural prefectures could easily expand the number of infant care places because of open
spaces generated by demographic and industrial change which reduced the number of child care
places for older children at day care.
Finally, however, maternal employment started to go up. For example, the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of the 21 st Century (2010 cohort) showed that those new mothers who had
work increased from 24.6% in that of the 2001 cohort survey to 36.6 percent in the 2010 cohort
survey. It also shows that nearly 60 percent of new mothers were found to be out of employment
as of 2010. The National Fertility Survey of 2015 also showed that new mother’s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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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rose to 38.3 percent in 2010 to 2014.

attainment, tenure, and annual income in the previous year for all relevant individuals in the

Nagase(2015) found that short hour option mandate of 2009, that allowed workers with child
under three to work six hours a day, mandated to firm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from
2010, and to all firms from 2012, had significant and powerful effect on both childbirth and labor
supply. She found in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that the policy increased

marriage, first childbirth, and work continuation at mandated firms and increased short work day
after childbirth. However, she also found that it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second birth
or the third birth.
For the second birth, Nagase and Brinton (2017) found that father’s increased time in
household work had significant effect for the dual earning couples. Being a working mother

household. Meanwhile, Labor Force Special Survey was abolished. Therefore, after 2002, I
will use micro data of monthly Labor Force Survey Long Form or Tokutei Chosahyou which

is conducted in the fourth visit to the surveyed households, which gives data on about 10,000
households, or 18,000 to 22,000 individuals every month. Therefore, from 2002 to 2017, we
used Labor Force Survey January to March to make connect timer series after 2002. However, to
increase sample size, sometimes we used Labor Force Survey January to December.

Since the LFS series only has data on the number of hours worked in a week and annual

income for the previous year for twelve categories, the hour wage rate is computed as the midpoint for the category for annual income divided by weekly work hour times 50 weeks.11)

itself discourage the second birth, and the time fathers devote to household work was far from
enough to compensate for negative effect of the maternal employment. They found the long term
employment and labor practices at large firms increased specialization within household, and
reduced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 and domestic work.

5. Long Term Trend in Wage Gap
Using the micro data of LFS series, Figure 1 shows trend in mean wage gap by educational
category. The wage rate was calculated in the way described in section 2, dividing “last year
annual income” by “the weekly work hours” for the last week of the month surveyed. Therefore,

4. About the Data we Used in this Analysis
The LFS i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conducted every month that covers about
40,000 households and about 100,000 individuals over the age 1510). To be accurate it is a
rotating panel with respect to residents which are surveyed four times in total in two successive
years, two consecutive months in the first year, and the same two consecutive months in the
second year. To look at long term trend, this analysis uses micro data of the Labor Force Special

Survey conducted in every February from 1988 to 2001 and Labor Force Survey after 2002.

The Labor Force Special Survey made detailed survey on educational attainment, income,

and family on their employment. From 2002, the Labor Force Survey changed the style to
include questionnaires conducted in Labor Force Special Survey in the fourth visit. From

January 2002, the survey began to collect data on the fourth and last visit to households using a
10) Details of the sampling methods, estimation methods and the sampling errors of the estimates used for the
Labour Force Survey are available in English at the following URL (accessed on 13 September 2017):
http://www.stat.go.jp/english/data/roudou/pdf/sampler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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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lack of data on annual work hours, the estimated wage rate include errors.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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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er questionnaire which asked not only about labor force status, but also about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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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when their first child was age one was 29.1 percent for those who had child in 2005-2009,

time, since in Labor Force Survey or Labor Force Special Survey , income is only asked as

income categories that the estimated wage actually vary when one earns near the upper threshold
of the category or lower threshold of the category, and if wage distribution is not normal within
the wage category for the certain threshold, the mean wage derived may include measurement
errors that is not white noise. Despite such short comings, Labor Force Survey and Labor Force

Special Survey series provides yearly long term trend data covering all the population, that it is
worthwhile to look at the long term trend. There is another time series, Basic Survey on Wage

11) The question about annual income in the previous year offers respondents 12 possible answers: 0 yen; > 0 yen
and less than 0.5 million yen; ≥0.5 yen and < 0.99 million yen; ≥ 1 million yen and <1.49 million yen; ≥ 1.50
million yen and < 1.99 million yen; ≥2.00 million and < 2.99 million yen; ≥ 3.00 million and < 3.99 million yen; ≥
4.00 million yen and < 4.99 million yen; ≥ 5.00 million yen and < 6.99 million yen; ≥ 7.00 million yen and < 9.99
million yen; ≥ 10.00 million yen and < 14.99 million yen; 15.00 million yen or over. When there is an upper and
lower bound, the mid-point in each category is used as the representative income. For the top income group,
17.00 million is used. Estimates of the wage rate are obtained by dividing the annual income by the number of
work hours in the last week of the month multiplied by 50. The bottom and top 1percentiles of the wage data
were not used i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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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t to households that those working at smallest firms or those who are self-employed
are not included. Therefore, Labor Force Survey does provide the better long term time series
pertaining to all households.
<Figure 1> Female Average Wage as Percent of Male Average Wage,
by Educational Attainment, age 23-59 when not otherwise specified

The gender wage gap is closing for all workers. Average wage of females were around 50%
of that of males in 1988, but the figure increased to around 65 percent in 2017. When the figure
is limited to those who have permanent regular contract employment, the gender wage gap is
smaller, and the female wage which was over 60 percent of males in 1988 is now approaching
near 80 percent in 2017. This means more women than men work as non-standard workers, and
because the average wage of non-standard workers are low, the overall wage gap increase if
comparing all workers. Limiting workers to permanent regular contract workers thus decrease
gender wage gap.
Now let us see the gender wage gap development by educational attainment for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ers. The gender wage gap had been bigger especially among lower educated
in late 1980s. For those with high school education or less, the gap was a little over 60 percent
in 1988 and it is now around 70 percent in 2017. On the other hand, the gender wage gap among
university graduates who are permanent regular employees had been smaller, that the average
wage of females were about 70 percent of male wage in 1988. However, the improvement is
small and it stays a little over 70 percent yet in 2017. This may be because female university
educational attainment is increasing faster than the males, that the average age and average
experience of female university graduates are shorter. Therefore, I limited the university graduate
workers to those in age between 23 to 39. Now the gap is even smaller, around 80 percent of
males in 1988, but it stays the same, around 80 percent of male in 2017. This seem to show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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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provides more precise wage of dependent employees, but the survey is conducted to firms

receive pension wer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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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conducted every year by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his is another survey

gender wage gap is closing in long term time trend, and the gender wage gap is smaller among
the higher educated, but the pace of closing the gap is smaller for those with university education
than those with lower educational attainment when we look at the age difference of permanent
Source) Authors’ calculation using Labor Force Special Survey 1988-2001 and Labor Force Survey 2017 JanMarch

contract regular workers.

Figure 1 is time series gender wage gap for those workers in age 23 to 59, displayed by
educational category. Gap total includes the wage gap between all workers by gender, including
who are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ers and also non-standard employees. I took the age
group 23-59 because up to 2012, employment up to age 64 was not mandatory. For long time
series, excluding those over 60 will make the comparison more worthwhile. To be more precise,
from 2012, a new law passed that from 2013 April, employing those workers who wish to work
up till age 64 became mandatory to employers. The law passed because age that worker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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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an expect the highest wage level. However, we can also point out that the closing of gender
wage gap at larger firms speeded up in recent years. Public sector is another sector where wage
level is high, but the gender wage gap had been small, and is further closing. The gender wage
gap is closing in smaller firms, too, such as firms with less than 29 employees or those with less
than 99 employees. The finding, that gender wage gap for higher educated has not been closing
so rapidly, and that gender wage gap is largest at larger sized firms were again pointed out by
Committee formed at MHLW in 2008 that I already mentioned.
Figure 3 shows that in those smaller firms, the wage level of average males is actually much
lower compared with large enterprises. Though there are gender wage gap at larger firms, which
are larger compared with smaller firms, the wage level of female workers working at larger firms
are higher than those working at smaller firms as shown on Figure 3.
To look at longer time trend, after 2010, overall, wage gap is closing, for workers who are
permanent contract employees, and also for those workers including non-standard employees
especially those at largest firms. However, gap is still largest at large enterprises, and gap is small
Source) Authors’ calculation using Labor Force Special Survey 1988-2001 and Labor Force Survey 2017 JanMarch

In Figure 2, I made long term wage gap of firms by gender. It is well known in Japan that
larger firms offer higher wage rate and higher wage increase. Long term employment can be
expected at larger firms, and firm management train, locate, and relocate workers on their
initiative. There is a fierce competition to be employed at larger firms at school graduation, and

but the improvement is rather slow for the higher educated. This shows that higher educated
males working at large firms, who is highest earnings category in Japan, still earns more than
higher educated females working at large firms, and the gap has not closed so much in the past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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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s to be large at the large enterprises, and the gap is largest at those large firms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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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Wage Gap by Firm Size,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ers age 23-59

<Figure 3> Average Wage by Firm Size and Gender for 2017
Permanent Regular Contract Workers (in yen)

firms select and hire workers right after school graduation for their potential ability. Since large
firms often manage workers by their year of entry to the firms, entry to such firms in mid-career
had not been active, though it is increasing in recent years. On the other hand, at smaller firms,
turnover is much higher, and mid-career hire is much higher. The expected wage increase is less
that workers has less to lose upon turnover.
Figure 2 shows wage gap by firm characteristic that smaller than 29, 30 to 99, 100 to 499
and 500 or more, and in public sector, all of whom are permanent regular workers. The largest
category is 500 or more to make long time series, though we have 1000 or more and 5000 or
more firm size category after 2002 LFS.
Gender wage gap is closing in every firm size in the long-term trend. However, th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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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ime mothers continued to quit job despite various policies up to around the first half of
2000s. However, from around 2009, more mothers started to continue to work as permanent

Since Figure 1 to 3 only showed the average, we will show the Kernel Estimation of wage

contract regular workers. As have pointed out in Nagase (2014, 2015), short hour option mandate

distribution of male and female workers in this section. I will first show that by gender for

for workers with children below two had helped the trend. Also as have been pointed out in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ers, and then that to gender by non-standard workers.

Nagase(2017, 2018), for the further increase after 2013, increase in child care facilities for
infants, and change in labor laws, such as increase in child care leave allowance from 50% to
67percent of the salary of the first six months of the leave from 2014 equally helped the change.
<Figure 4> Trend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Permanent Employment
Contract Participation while having First Childbirth
(Labor Participation of Women with One Child 0-3 Years Old)

As can be seen, all are right skewed. For both permanent regular contract workers and nonstandard workers, we see that female wage is moving to the right and the wage distribution is
improving. On the other hand, male worker’s non-standard male workers wage distribution
is moving to the left, and deteriorating, even though the wage distribution difference between
gender continues to be large.
<Figure 5> Wage Distribution of Males for Permanent Contract Regule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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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in wage distribution using Kernel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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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hows the change in maternal employment. As have been discussed in section 2,

Source) Authors’ calculation using Labor Force Special Survey 1988-2001 and Labor Force Survey 2017 Jan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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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Wage Distribution of Males for all Non-standard Workers

6. Changes in Gender Wage Gap During Abe’s Woma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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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Wage Distribution of Females for all Non-standard Workers

<Figure 6> Wage Distribution of Females for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ers

In this section I will introduce the results of wage regression conducted in Nagase(2018
forthcoming).
They are Heckman type selection corrected wage regression, where wage and selection to
employment is estimated simultaneously by maximum likelihood. In Nagase(2018 forthcoming),
the policy effect of womanomics were estimated using difference-in- difference method to see
the policy effect on maternal labor parcitipation, on work hours, and on wage. Here I will only
introduce the results for the impact on wage. See Nagase(2018) for details of the estimation and
explanation of variables.
Table 1 is the wage regression results for all workers by gender. Table 2 is those for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ers by gender. The variable “Year of Policy” indicate the
womanomics policy years of 2013 to 2015. The data used is 2002 to 2015 Labor Force Survey .

By comparing the “Years of Policy” coefficient between gender, we see that the gender gap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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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age Regression of All Workers using Labor Force Survey series of 2002-2015

for females than males (Table 1). Such gender gap closing also occurred for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ers, as coefficient on “Years of Policy” is negative for both gender but the negative
is larger for male than females (Table 2).

Changes in Gender Wage Gap in Japan and the Policies Related to the Issues

When we look at selection into employment, we can see from Table 1 from the coefficient

발표문 3 - English

closed during Womanomics policy period, as the coefficient on “Years of Policy” is higher more

on “Years of Policy” and the cross terms of “Years of Policy” with “Married” and “Young
Children” variables that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creased strongly during womanomics
policy period, especially for those of married women and women with young children (Table 1).
Increase in the provision of day care facilities for infants were also strongly affecting the change.
From Table 2, we also find that selection into good working sector, namely, permanent contract
regular employment increased strongly for both males and females during womenomics policy
period, and especially for married women and women with young children.
These results shows that good progress has been made on female employment during
Womenomics period. The progress is greater in terms of employment in that more women
continued to work in permanent contract regular employment sector, the good work sector,
despite their marriage and child-rearing.
The progress in closing wage gap, in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ing sector, and those
including all workers were also evident, but this change is more gradual and small.

Source) Cited from Nagase(2018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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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has reviewed policies and law changes in Japan that aimed to promote female

employment and close gender wage gap. We also made long term micro data series using Labor

Force Special Survey and Labor Force Survey Tokutei Chosa to look at long term trend from
1988 to 2015 and in some cases 1988 to 2017.
As Nagase(2017) and Nagase(2018 forthcoming) carefully estimates, around after 2009,
work continuation of new mothers started to increase after the introduction of short hour option
mandate for workers with infants, and such trend speeded up during Abe’s Womanomics, namely,
after 2013. This paper made even longer time series, to look at the change after 1988 to 2017.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re were good improvement in female labor, especially those with
children in 2010s in Japan. However, this paper also showed that closing of the gender wage gap
was still quite limited, especially the improvement is slower for the higher educated, and also for
the permanent contract regular employment at large firms.
The paper seem to indicate that further drastic and fundamental labor law and labor practice
change in required to close the gender wage gap. Because of population aging and rapid change
in the labor front, even for the companies with strong hiring position, we might be more
optimistic that the force to implement the change is being prepared.
I would like to add that this paper is heavily indebted to Nagase(2017) and Nagase(2018)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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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ain Conclusion

Changes in Gender Wage Gap in Japan and the Policies Related to the Issues

<Table 2> Wage Regression of Permanent Contract Regular Workers using
Labor Force Survey series of 200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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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OL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동일한 “업무 트랙”의 근로자들 간의 동등 대우를 규정했

2.1. 동등 고용 기회 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는데 많은 여성들은 느린 트랙이나 시간제 업무에 채용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의 혜택을 애당초 받을 수 없
었다. 둘째,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첫째 아이의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서는 남녀 간의 불평등한 대우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일본의 법률들을 검토해보기로 한
다.
동등 고용 기회 법(이하 ‘EEOL’라고 한다.)은 1986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직업훈련,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986년부터 기업들은 채용 방
식을 바꾸어, 예전에 주로 여성들을 채용했던 업무에는 주로 여성을, 예전에 주로 남성들을 채용했던

EEOL의 효과는 매우 낮았다. 일정 기간 떠났다가 다시 기업의 내부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
문에 그리고 정규직에게 요구되는 높은 업무 헌신성 때문에 노동시장에 재 진입한 많은 중년 여성들은 임금이
낮은 시간제 일을 선택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들이 정규직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련의 법률들을 만드는
것은 성별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업무에는 주로 남성을 여전히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EOL 전에는 남성들을 ‘빠른 트랙’에, 여성들
을 ‘느린 트랙’에 고용했었는데, EEOL 이후에는 빠른 트랙(대졸 학력)에 소수의 여성을 채용하기 시
작하면서도 느린 트랙(고졸 학력)에는 여전히 대부분 여성을 채용했다.

이를 위한 법률 및 정책들로는 1)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2)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의 초과 근로 제한 및 단
축 근로 시간 허용, 3) 기업들이 기존의 노동 관행을 변경하도록 적극 독려, 4) 아동 돌봄 시설의 확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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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성이

정규직 근로를 계속하도록 독려하는 법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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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들

된 법률 및 정책 등이 있다.
1999년, EEOL은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금지함과 동시에 여성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한 보호를 없앴다. 근로시간 조항들은, 육아휴직 및 가족 휴직 법에 근거하여,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의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절의 내용은 대체로 Nagase(2017)의 논문에서 빌어온 것임을 밝혀둔다.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된 노동
법 조항으로는 1992년에 제정된 육아 휴직법이 있다. 1995년에는 임금의 25%가 실업보험에서 지급됐는데,
2001년에는 40%, 2007년에는 50%로 상향 조정됐다. 2010년에는 육아 휴직 수당의 보류분 제도가 폐지되

2007년, 간접차별 역시 차별로 간주된다는 조항이, 아주 제한적이지만, EEOL에 추가되었다. 예컨
대,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시킬 경우, 그 변경의 이유가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금지하도록
되었다. 또한,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무지 변경을 승진의 조건으로 삼는 것

었다. 폐지 이전에는,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휴직 수당을 일부분만 지급하다가, 해당 근로자가 다시 직장에 복
귀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류분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2014년에는 육아 휴직의 첫 6개월
동안 67%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역시 금지되었다.
육아 휴직법은 어린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신에게 초과 근로를 지시하지 않을 것을 사용주에게 요청할
2014년, EEOL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지 변경을 요
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근무지 변경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특히 심각한 문제였다. 대기업에서 빠른
트랙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종종 ‘회사가 지시하면 근무지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도록 요구
받았다. 느린 트랙이나 중간 트랙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근무지 변경을 지시받더라도 출퇴근이 가
능한 지역을 배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빠른 트랙의 경우 전국 어느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될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1999년 법개정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근로 시간 보호를 보장하는 것
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는 100인 이상 고용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일일 6시간 근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두 살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서, 사용주가 그 요청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 단축 근로 시간 선택제는 처음에는 100인 이상 고용 기업에만 적용됐으나 2012년
부터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여성들은 애초에 빠른 트랙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 독려 정책으로는, 2000년대 초에 한 연구 그룹이 남성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 환경 개선의 중요성
그러나 근무지 변경에 관한 EEOL의 이러한 강화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대졸 남성
들은 빠른 트랙으로 몰리는 반면, 대졸 여성들은 “근무지 변경이 제한된 빠른 트랙”에 지원하거나,
“근무지 변경 없는 느린 트랙”에 지원했다. 임금은 훨씬 높지만 “세계 어느 곳이로든 근무지 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빠른 트랙”에 지원하는 여성은 극히 드물었다.

을 지적한 새로운 정책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2003년 의회는 “다음 세대 지원을 위
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300인 이상 고용 기업과 지자체로 하여금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과 근로자들
을 지원하는 행동 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했다. 행동 계획과 그것의 최종 결과가 기준을 통과할 경우(예컨대
육아 휴직 사용 근로자 비율 등) 정부는 그 기업에게 Kurumin 마크를 부여한다. 이 마크는 2005년부터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Kurumin 마크는 그것을 부착한 기업이 일/생활 균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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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활 균형 헌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여러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2010년 전국 출산 조사에 따르

다고 표명했다. 여성을 관리직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모든 공개 법인은 이사회의 여

면, 자신의 첫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1990년

성 임원의 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2014년 6월에 내각 결정으로 정해졌고, 2015년 4월부터 모

에서 1994년까지의 비율이 24.4%였고,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비율은 26.8%였다.

든 공개 법인들을 이를 따르도록 되었다. 2015년 8월, 아베 내각은 “여성 승진 법”(Act Concerning

육아와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과거의 일본 정부는 영유아(infants)에 대해서는 돌봄을 제
공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1989년 총 출산률이 1.57에 이르면서 정부는 “천사 플랜(Angel Plans)”이라 불
리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보육 시설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절의
실제 증가가 매우 늦은 수준에 머물자, 정부는 2008년에 아동 보육을 주요 목표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3살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의 비율을 20%에서 38%로 늘린다는 것이었다.2) 또한, 2013년 이후 아동 보
육과 관련하여 세 가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됐다. 정부는 새로운 예산 법이 통과되는 대로 보육 시설 공급 예산
을 늘리겠다는 것, 그리고 주간 보육 시설뿐 아니라 유치원의 종일 반에 대한 장려금도 지급하겠다는 것 등을
약속했다.3)

Promotion of Women’s Career Activities)을 2016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의 목
적은 기업들이 보다 많은 여성을 승진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 행동 계획은 자발적으로 하
도록 되어 있고, 또 매우 다양하다. 이 법은 300인 이상 고용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계획서를 지역 MHLW 사무소에 등록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6)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Eruboshi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세 등급으로 되어 있고, 기업
들은 이 마크를 자사의 상품에 표시할 수 있다.7) 2016년 3월, 정부는 Eruboshi 인정을 받은 기업들
은 조달 사업에서 우선권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평등 사무국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
월까지 공개 법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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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베 총리는 모든 공개 법인들이 그들의 이사회에 최소 1명의 여성을 임명하기를 바란

일본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및 관련 정책들의 변화

해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인증 표시이다. 2007년 말 정부, 일본 사용자 연합회, 노동조합 등의 협의 하에 “일

관련된 데이터는 지금은 보건 노동 복지부가 수집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만 개의 보육 시설을 공급하고, 2017년까지 2만 개의 보육 시설
을 추가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
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보육 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보육 시설 공

2016년 4월에 발효된 새 법률의 결과를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 관리직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다.

급 속도는 2008년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2.4.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법률들
2.3. 여성이

관리직으로 승진되도록 독려하는 법률
지난 2003년 성평등 본부는 2020년까지 여성 지도자의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Gender Equality Head Office Decision). 2010년 12월에 제3차 성평등 기본 계획이 채
택될 때 이 목표는 다시 한 번 확인됐다.4) 202030 목표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달성되기 어려운 낡은
정책이다. 중간 보고서는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5)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아베 내각의 유행어는 “Hatarakikata Kaikaku ”, 즉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이다. 아베 내각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장시간 초과 근로시간의 비율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와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예컨대 시간제, 아르바이트, 파견, 계약직, 촉
탁 등)과의 임금 격차도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는 과거에 주로 기혼 여성들
을 겨냥한 고용 형태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젊은이들 가운데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들

2) 1기 아베 내각 기간이었던 2007년 12월에 열린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일본 전략 회의”는 2007년 현재 세 살 미만 아동 중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3%이지만, 2012년까지 그 비율을 29%로, 2017년까지 38%로 올릴 것이라 발표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인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 비율은 2007년 19%였는데, 이를 2012년까지 40%로, 2017년까지 60%로 올릴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3) 2012년 8월, 정부는 5%였던 소비세를 2014년에 8%로, 2015년에 10%로 상향 조정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2014년 목표
세율은 실시되었으나, 10%로의 상향은 2019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보육 지원금 인상은 소비세 인상을 통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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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로 시간은 때로는 전일제에 가까운 경우도 있으며, 대체로 최저임금을 받는다. Nagase(2003,
2016), Akabayashi (2006)의 연구는 배우자 세금 공제 및 사회보장 면세 제도를 통해 피부양 지위

4) “202030 타깃”은 2003년 6월 성평등 개선 수뇌 회의(Gender Equality Promoting Head Meeting)에서 결정한 것이다. 2007
년, 성평등 위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란 중앙 및 지방의 국회의원들, 기업 관리자들, 전문가들을 지칭한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 관리
자들 중 여성의 비율은 2009년 6.5%였는데, 2015년까지 10%로 올릴 것으로 목표 설정 되었다.

6) 기업은

14개 선택지 중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출판해야 한다. 자사의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 평균 근속 기간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 신규 채용 시 지원자와 합격자 비율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 월별 초과 근로 시간 수, 관리자 성비 등이 그것이다. 기업들
은 성별 격차 이유를 스스로 분석해서 밝혀야 한다. 행동 계획은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기간을 특정해야 하며, 대중에 공개해야 하
고, 그 계획서를 지역 MHLW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5) 무라키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여성은 하원의원의 7.9%, 참의원의 18.2%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 그 수치는 각각 16.6
와 24.2%이다. 민간 기업의 여성 관리자는 2011년 현재 6.9%, 여성 판사는 2012년 현재 17.7%, 여성 의사는 2010년 현재
18.9% 이다. 2010년 현재 장관의 5.6%, 제1 승진 트랙 중앙 공무원 신규 채용자의 25.7%가 여성이다.

7) Eruboshi

인정을 받으려면, 성별 채용 비율, 성별 근속 비율 등이 양 성 간에 유사해야 한다. 또한 평균 근로 시간은 주당 45시간 이
하여야 하고, 관리직의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해야 하며, 관리직으로의 승진 성비가 거의 같아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의 전환 경로도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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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기혼 여성들은 자녀가 성장하고 나면 노동력 공급을 늘린다. 그러나 그들의 연간 소득이

로자들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들 중 결혼을 늦추거나 아

백3만 엔, 혹은 백30만 엔이 되는 순간, 전자의 경우 면세점이 되고, 후자의 경우 피부양 배우자 사

예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에 성별

회보장 면세점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소득을 이러한 면세 기준 선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근

연령 격차 역시 이 기간 동안 줄어들었다. 위원회는 “코스별 채용”을 실시하는 회사들과 그렇지 않은

로 시간을 조절한다. 그러한 행위는 “시간제” 노동시장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지시키는 결과를

기업들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코스별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들에서 임금 격차가

낳는다. 임금 인상 압력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비혼의 시간제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JILPT (2009)). 그러나, “코스별 채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합법적이다.

근로자들의 임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혼 여성들의 소득 한계점(income threshold)”

Nagase(2010)는 코스별 채용은 사실상 성차별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에 대해 아베 내각은 그 법을 개정하겠노라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그 법을 폐지하지
않고, 면세점을 백60만 엔으로 갑작스럽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사회 안전 면세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혼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비혼 근로자들이 서로 경
쟁해야 하는 소득 한계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임금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의향이 있
는 기혼여성들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지금부터 논의할 “엄마 취업(maternal employment)”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Nagase(2017)의
연구물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일/가족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출산율 조사 결과
에 따르면(Nagase and Moriizumi(2013),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역시 새로 엄마가
된 근로자들 중 40%가 직장을 떠났다. Asai(2015)는 2001년의 육아 휴직 수당 인상이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조사했는데, 엄마 노동력 공급과 근로 지속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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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성별 연령 격차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중년 여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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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부들을 보호하는 현행 제도는 기혼 여성의 소득의 한도를 제한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지적

Abe(2010)는 1986년의 EEOL과 1997년 동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30대 중반에서 40대 여성 가
운데 정규직 혹은 임금이 근속년수에 따라 인상되는 안정적 장기 고용 여성의 비율은 결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혼과 출산은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점점 더 많은 여성이 비혼 상태로

3. 임금 및 고용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에 관한 기존 연구들

장 내 문화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Hori(1998)는, 1984년과 1994년의 임금을 비교한 그의 <임금 구조에 관한 기초 조사(Basic

Nagase(2015)에 따르면, 300인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 직장 내 문화를 바꾸도록 인센티브를 부

Survey on Wage Structure )>에서, 동 기간 동안 어떤 비측정 요소들(unmeasured factors)이

여한 기간 동안 자녀가 없거나 비혼인 여성 근로자들이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향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임금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측정된 인적 자원 격차는

비록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졌지만, 2010년의 전국 출산율 조사에 따르면 첫째 아이가 첫 돌을 맞

1984년에서 1994년 사이에 벌어졌으나 성별 계수 격차는 1986년 EEOL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주

는 시점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거의 높아지지 않았다.

미미한 정도로 밖에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측정된 인적
자원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성별 계수 격차는 늘어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소기업에서 가장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그러한 격차 축소의 70%는 비측정 효과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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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했다(Iwasawa (2004)). Eunmi and Brinton(2014)은 육아 휴직을 선택하는 여성을 향한 직

영유아 돌봄(infant care) 시설의 증대는 엄마 고용에 도움을 주거나(Unayama(2012)), 혹은 적
어도 핵가족에게 도움이 됐긴 했으나 (Asai et al (2015)), 아동 돌봄 시설 제공은 대도시 지역에서
낮은 수준이었고, “천사 플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돌봄 시설의 증가 속도는 2008년까지 상당히 느

2008년, 보건 노동 복지부는 성별 임금 격차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2008년에 시작된

렸다(Nagase(2018 forthcoming)). 도쿄 시는 가격이 덜 비싼 돌봄 시설들을 설치했으나, 이에 관

“변화하는 임금 및 노동 관행 하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연구에 따른 것으로서, 필자도 그 연구에 참

한 데이터는 이 논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비인가 돌봄 시설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도쿄의

여한 바 있다. 위원회 안에서 JILPT(Japanese Institute for Labor Policy and Training)는 2000

아동 돌봄 시설들의 증가 속도는 더뎠다(Nagase 2007). 속도가 이렇게 더딘 배경에는 도쿄 시 공무

년과 2006년 기초 조사를 이용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광범위한 임금 회귀분

원들의 높은 임금이 있다. 공무원들의 높은 임금은 공공 영유아 돌봄 시설의 이용 비용도 덩달아 비

석을 진행했다. 그들은 관리직 종사 여부가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성들은 관리자가 될 가

싸게 만들었다(Shu 2002; Shimizutani and Noguchi 2004). 부유한 도시 지자체일수록 공무원들

눙성이 낮다는 것 등을 밝혀냈다(Fujii(2009)). 또한,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성별 임금 격차

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Nagase 2003b). 도시 지자체들은 지자

가 줄어든 주된 이유는 성별 인적 자원의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100인 이상 고용 기업의 경

체가 운영하는 돌봄 시설을 민간 돌봄 시설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노동조합과 부모들로부터의 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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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확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인구 밀도가 낮고, 영유아 이상의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는 폐지됐다. 따라서 2002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 나는 매월 산출되는 <노동력 조사 장기 형태(Labor

였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Force Survey Long Form)>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조사는 네 번째 방문 조사한 가구들

그러나 마침내 엄마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한 예로 <21세기 아동에 대한 종적 연구>(2010
cohort)에 따르면, 엄마 근로자들은 2001년 코호트 조사에서는 24.6%이던 것이 2010년 코호트 조
사에서는 36.6%로 증가했다. 또한 2010년에는 새로 엄마가 된 사람들 중 거의 60%가 비고용 상
태에 있었다. 2015년의 전국 출산율 조사에 따르면, 첫째 아이가 첫 돌일 때의 엄마의 고용률은
2005~2009년 간에는 29.1%였는데 2010년~2014년 간에는 38.3%로 증가했다.
Nagase(2015)에 따르면, 세 살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들에게 하루 6시간 근로를 허용하도록

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된 것으로서 약 10만 가구, 만8천 명~2만2천 명의 개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담
고 있다. 따라서 2002년 이후의 타임 시리즈와 연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노동력
조사> 1월~3월 데이터를 사용했다. 샘플 크기를 늘리기 위해 때로는 <노동력 조사> 1월~12월 데이
터를 사용하기도 했다.
LFS 시리즈는 1주일 간의 근로 시간과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한 데이터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
간당 임금은 주당 근로시간 수에 50주를 곱한 뒤 연간 소득을 그것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됐다.

한 2009년의 단시간 근로 선택제가 출산과 노동력 공급에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미쳤다. Nagase는
<차이 안에서의 차이 안에서의 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분석에서 이 제도가
결혼, 첫 출산, 그리고 근로 지속을 증가시켰으며, 출산 후 단시간 근로도 증가시켰다는 것을 밝혀냈
다. 단, 그 제도는 둘째 아이 혹은 셋째 아이의 출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아이 출산과 관련하여 Nagase and Brinton(2017)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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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력, 근속 기간, 전년도 연간 소득 등을 포함한 좀 더 긴 설문지를 사용했다. <노동력 특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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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에 직면했다. 변화를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반면에 비도시 지자체들은 영유아 돌봄 시

5. 임금 격차의 장기적 추이

가사노동 참여 증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일하는 엄마라는 것 자체는 둘째 아이의 출산을

LFS 시리즈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출된 <그림1>은 교육 정도 별 평균 임금 격차의 추이

억제하게 만들며, 아빠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엄마 고용을 증가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를 보여준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도출된 이 데이터는, 연간 근로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결여한

대기업에서의 장기 근속과 노무 관행은 자녀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아빠의 참여에 장애가 되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에러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 데이터 수집 상 이와 같은 몇 가지 단점들이 있긴 하
지만, <노동력 조사>와 <노동력 특별 조사> 시리즈를 장기적 추이를 가늠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
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타임 시리즈 조사가 있는데, <임금 구조 기초 조사>가 그것이다. 이 조사
는 보건 노동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서 피부양 직원(dependent employees)의 임금에 대
한 좀 더 자세한 통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조사는 가구가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

4. 이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

문에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자영업 종사자들이 포함된 가구 조사의 대상과는 다르다. 따라서 <
노동력 조사>는 모든 가구에 관한 더 나은 장기 시리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LFS는 4만 가구와 15세 이상 개인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LFS는 연속되는 두 해에, 그리고 각 해에 연속되는 두 달씩 총 4회에 거쳐 조
사를 받은 거주자들에 대한 로테이팅 패널이다. 장기적인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이 논문은 1988년부
터 2001년까지 매년 2월에 실시된 <노동력 특별 조사(Labor Force Special Survey>와 2002년 이
후에 실시된 <노동력 조사(Labor Force Survey>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했다. <노동력 특별조
사>는 교육 정도, 소득, 가족 상황 등에 관한 자세한 조사를 담았다. 2002년부터는 <노동력 조사>라
고 명칭을 바꾸고, <노동력 특별 조사>의 네 번째 방문 조사 시에 사용했던 설문지를 포함하는 식으
로 방식을 바꾸었다. 2002년 1월부터, 동 조사는 이전 조사에서 마지막이자 네 번째로 방문했던 가
구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조사에서는 노동 상의 지위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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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성별 임금 격차가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좁아지는 속도는 저학력 근로자들에서보다는 대졸 근로자들 사이에서 더 느리다.
일본에서는 대기업일수록 임금 수준이 높고, 임금 인상률도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장기
고용은 대기업에서나 기대할 수 있고, 대기업은 근로자의 훈련, 배치, 근무지 이전 등을 좌지우지 한
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며, 졸업 시즌이 되면 이들 기업들은 역량 있는 졸업
생들을 선발, 고용한다. 대기업은 주로 사회 초년생들을 고용하며, 경력자 채용은, 최근에 약간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많지 않다. 이와는 달리, 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매우 높으며, 경력자를 채용
하는 경우도 역시 많다. 임금도 낮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직을 해도 잃는 것이 많지 않
다.

<그림 2> 기업 규모 별 성별 임금 격차. 23-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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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약 80%였고, 2017년 현재에도 그 수치가 지속되고 있다. 즉, 장기간 추이로 보면 성별 임금

일본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및 관련 정책들의 변화

<그림 1> 남성 평균 임금에 대한 여성의 평균 임금의 비율 (교육 정도 별. 23-59세)

Source) Authors’ calculation using Labor Force Special Survey 1988-2001 and Labor Force Survey 2017 JanMarch

성별 임금 격차는 모든 카테고리의 근로자들에게서 좁아지고 있다. 여성의 평균 임금은 1988년
남성의 50%였으나 2017년 65%로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들만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더 적다.
1988년에 남성의 60%이던 것이 2017년에는 80% 에 가까워졌다.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비정규직 근로
자들의 평균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근로자 전체 평균에서 비교할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더 커진다.
정규직 근로자들의 교육 정도별 성별 임금 격차를 보면, 1980년대 말에는 저학력 근로자들에서 성
별 임금 격차가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 1988년에는 60%를 약간 상
회했으나 현재는 약 70%이다. 반면에, 대졸 학력 정규직 근로자들의 성별 임금 격차는 1988년 70%
로 적은 편이었는데, 2017년 현재에도 7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정체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Source) Authors’ calculation using Labor Force Special Survey 1988-2001 and Labor Force Survey 2017 JanMarch

여성 대졸 인구가 남성보다 더 빨리 늘어나고 있고, 여성 대졸자들의 평균 연령과 평균 경력(average experience)이 더 짧기 때문일 것이다. 대졸 근로자들의 연령을 23세~39세까지로 제한해서
본 결과 성별 임금 격차는 더 줄어들었다. 1988년의 경우 여성 대졸자 평균 임금이 남성 대졸자 평균

그림2는 기업 규모에 따른 성별 임금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모든 근로자들은 정
규직이다. 이 그림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는 50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나와있지만, 2002년 LFS 이
후로는 1,000인 이상, 5,000인 이상의 카테고리도 새로 첨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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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에서 여전히 격차가 가장 크다. 하지만 대기업에서의 격차는 최근 들어 빠르게

2013년 이후 이러한 추이는 더 강화되는데, 영유아 돌봄 시설의 증가, 육아 휴직 수당 인상(육아 휴

작아지고 있다. 공공부문 역시 임금 수준이 높은데, 성별 임금 격차는 작은 편이고, 더욱 작아지고 있

직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67%까지)과 같은 노동법 개정 등이 이러한 변화를 낳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 29인 이하 고용 기업이나 99인 이하 고용 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역시 상대
적으로 작은 편이다. 고학력 근로자들의 성별 임금 격차는 그리 빠르게 작아지지 않고 있다.

<그림 4> 첫 출산 이후 노동력 참여 및 정규직 참여 추이(0~3세 자녀 1명을 가진 여성의 노동력 참여)

<그림 3> 기업 규모별, 성별 평균 임금. 2017년. 정규직 (엔)

Source) Authors’ calculation using Labor Force Survey 2017 Jan-March
그림3은 소기업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비해 훨씬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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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가진 근로자들에게 단시간 근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정책이 이러한 추이를 가능케 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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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격차는 장기간에 걸쳐 모든 기업 규모에서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임금이 가장 높을 것

Source) Authors’ calculation using Labor Force Special Survey 1988-2001 and Labor Force Survey 2017 JanDec

것을 보여준다. 비록 대기업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는 소기업에서의 격차보다 크지만, 대기업 여성 근
로자의 임금 수준은 소기업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보다 높다.

커널 추정을 이용한 임금 분포의 변화

2010년 이후의 장기적인 추이를 볼 때, 정규직, 그리고 특히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비정규직 포함)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의 격차는 여전히 가장 크며, 고학력 근로자의
경우 격차가 작긴 하지만 더 작아지는 속도는 매우 느리다. 이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고학력 남성 근
로자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고학력 여성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격
차는 지난 30년 동안 크게 좁아지지 않았다.
그림4는 엄마 고용의 변화를 보여준다. 앞의 2절에서 언급했듯이, 2000년대 전반기까지는, 다양
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첫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지속적으로 직장을 떠났다.

그림1부터 3까지는 평균치만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남녀 근로자들의 임금 분포의 커널 추정
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들 임금 분포에서의 성별 격차, 그 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분포에서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보다시피,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모두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경우 모두,
여성의 임금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임금 분포는 개선되고 있다. 반면에, 남성 비정규직의
임금 분포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성별 임금 분포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악화되
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좀 더 많은 엄마들이 정규직 근로자로 계속 일하기 시작했다. 두 살 이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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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정규직 남성 근로자들의 임금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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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규직 남성 근로자의 임금 분포

<그림 6>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임금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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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 노동자 임금 회귀 계수. 2002~2015 노동력 조사 시리즈를 이용.

이 절에서는 임금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 분석은 필자가 2018년에 출간될 논

일본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및 관련 정책들의 변화

문을 위해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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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베 정부의 “워머노믹스(Womanomics)” 기간 중 성별 임금 격차의
변화

표1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회기 분석 결과를 성별로 나타낸 것이고, 표2는 정규직 근로자의 분석
결과를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정책 연도(year of policy)”라는 변수는 워머노믹스 시기인 2013년
~2015년을 가리킨다. 사용된 데이터는 2002년~2015년 노동력 조사이다. “year of policy” 계수
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year of policy” 계수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은 걸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가 워머노믹스 시기에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1). 성별 격차 축소는 정
규직 근로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표2).
고용과 관련해서, 표1의 “year of policy” 과 “married” 및 “young children” 변수와 “year of
policy”의 교차 항목에 대한 계수를 볼 때,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워머노믹스 시기에 크게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기혼 여성,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에게서 특히 그러하다. 영유아 보육 시설 증가
역시 이러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표2를 통해, 우리는 정규직 고용이 워머노믹스 기간 동안
남녀 모두에게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기혼 여성과 어린 자녀를 둔 여성에게서 특히 그러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워머노믹스 기간 동안 여성 고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출처) Nagase(2018), 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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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여성의 취업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본의 정책 및 법률들을 검토했
다. 또한 <노동력 특별 조사>와 <노동력 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988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
고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1988년부터 2017년까지의 장기 추이를 검토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2009년 경부터 엄마 근로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경향은 2013년 아베 정부의 워머노믹스 기간 동안 더욱 가속화되었다.
장기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이 논문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상황이 개선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2010년 이후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들의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며, 고학력 근로자들과,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
에서 특히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또한 이 논문은 성별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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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일본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및 관련 정책들의 변화

<표 2>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회귀. 노동력 조사 시리즈를 이용. 2002-2015

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그로 인한 노동 시장의 변화는 아마도 성별 임금 격차의 축
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대부분 Nagase(2017)와 Nagase(2018, forthcoming)에서 발췌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출처) Nagase(2018), 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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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김난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
2017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아이슬란드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임금 인증제를 선포한 사례1)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 2017년 9월 18일 뉴욕에서는 ILO, UN Women,
OECD 세 기관이 모여 동일 임금 국제 연대(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 EPIC) 시작을
알렸다. EPIC는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남녀에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ILO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목표 8.5 달성이 목적이다. 2)
EPIC은 남녀 성별 임금 격차 뿐만 아닌 모든 노동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실현을 위한
협의체로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OECD가 2017년 발표한 2015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에서 한국은 37%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다.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한 2000년 이후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큰 국가인 에스토니아는 28%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30%대인 국가로도 유일하다.

1) 2017

Guardian News and Media Limited or its affiliated companies “Iceland to enshrine equal pay for women and
men in law”.(2017.4.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apr/05/iceland-equal-pay-women-men-law
2) O
 ECD, 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 (EPIC) launch, New York, 18 September 2017.
ILO, http://www.ilo.org/global/topics/equality-and-discrimination/epic/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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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임금의 2/3 미만을 받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에서도 한국 여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림 Ⅰ-2] OECD 국가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2014년)

OECD 국가 임금 중위 값의 2/3 미만을 받는 비중 저임금 비율은 2014년 기준 여성 37.8%, 남성은
15.4% 이다. 한국은 31개 OECD 국가 중 여성은 저임금 비율이 가장 높고, 남성은 19번째로 높았
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37%는 한국 여성근로자의 모든 노동 문제가 농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OECD 국가 비교에서 가장 높은 저임금 비율, 한국내에서의 남성과 달리 경험하는 경력단절, 남성
보다 높은 비정규직·15시간 단시간근로, 시간제근로, 중소기업 종사 비율과 여성 집중 직종과 산업
에서의 낮은 처우, 돌봄 노동에 낮은 댓가, 경력단절로 인한 기업내 고위 관리직의 승진 차단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실천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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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 평균 임금 격차는 46.5%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
평균 임금 격차는 2012년 8월 이후 상승하고 있다.

1. 연도별 임금 격차 추이 및 근로자 규모4)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가. 집단별 임금 격차 추이

발표문 4 - Korean

3)

Ⅱ. 남녀 임금 현황

2016년 8월 기준 근로자의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38.3%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분석한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2015년 8월 처음으로 40% 미만(38.9%)으로 진입하였다.

[그림 Ⅱ-3]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추이 및 임금 격차

[그림 Ⅱ-1] 성별 월 평균 임금 추이 및 임금 격차

2016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는 34.6%로 월 평균 임금
격차와 달리 2014년 이후 하락 추세이다.

2016년 8월 기준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성별 임금 격차는 32.9%로 전년대비 1.1%p
하락하였다.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근로시간×365/12/7)

[그림 Ⅱ-2] 성별 시간당 임금 추이 및 임금 격차

[그림 Ⅱ-4] 정규직·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추이 및 임금 격차

3) 김난주·이승현·이서현·황성수·박미연(2017, 발간예정),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4) 통계청 「2006-2016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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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기준 월 평균 중위 임금 성별 격차는 39.7%으로 2011년 이후 하락 추세이다.

43.5%이다. 2015년 대비 1.2%p 상승하였다. 10년 전 2006년에 비해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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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p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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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기준 300인 대기업 근로자와 299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간 월 평균 임금 격차는

[그림 Ⅱ-7] 성별 월 평균 중위임금 및 임금 격차

2016년 8월 시간당 중위 임금 성별 격차는 34.7%로 중위 임금 기준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는
[그림 Ⅱ-5] 대기업·중소기업 월 평균 임금 추이 및 임금 격차

2009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두 집단 간 시간당 임금 격차는 44%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하였고, 2006년 대비 0.5%p 하락하였다.

[그림 Ⅱ-8] 성별 시간당 중위임금 및 임금 격차

2016년 8월 기준 집단별 임금 격차를 월 평균 임금 격차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그림 Ⅱ-6] 대기업·중소기업 시간당 임금 추이 및 임금 격차

비정규직간이 46.5%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월 평균 임금 격차가 43.5%로
크고 중위임금 성별 임금 격차가 39.7%, 전체 남녀 근로자 성별 격차가 38.3%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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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기준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는 87.6%, 여성
91.5%, 남성 84.5%이다. 2006년 대비 중소기업 종사 비율은 전체 근로자는 0.4%p, 여성과 남성은

26.4%이다. 여성은 남성 보다 10%p 내외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2011년 이후 하락한 비정규직

각각 1%p, 0.5%p 하락, 여성의 하락폭이 크다. 2006~2016년 중소기업 종사 비율은 여성이 남성

비율은 2015년, 2016년 연속 상승하였다.

보다 7%p 내외로 높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2016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32.8%, 여성 중 41.1%, 남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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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근로자 규모

[그림 Ⅱ-9] 성별 비정규직 근로 비율

[그림 Ⅱ-11] 성별 중소기업 종사 비율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2016년 8월 기준 6,444명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45.9%이고, 2006년 대비 2%p

54.9%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만

상승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45.1%로 처음으로 45%

50% 미만이고 나머지 기간은 50% 이상이다. 전체 비정규직 중 여성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진입하였고 상승 추세이다.

처음으로 54%대 진입하며 2015년, 2016년 연속 상승하였다.

[그림 Ⅱ-10]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

156

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

[그림 Ⅱ-12] 중소기업 근로자 중 여성 비율

session 02 / 한국과 일본의 성별임금격자 현황 및 과제

157

남성 근로자 중에서는 14.7%로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17.9%p 크고, 이 비율은

남성 근로자 중 9%, 여성 근로자 중 19.4%으로 시간당 임금 금액만을 놓고 볼 때 최저임금 미만을

2006~2016년 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받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 보다 10.4%p 높다. 본 연구에서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시간당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을 받은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근로자들을 제외하면 이 비율은
하락할 수도 있다. 즉, 비율이 바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6)

발표문 4 - Korean

시간당 임금 기준 2016년 8월 최저임금 미만5)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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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22.6%, 여성 근로자 중에서는 32.6%,

주 1. 시간당 임금 기준. 2.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미만 임금

[그림 Ⅱ-13]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

[그림 Ⅱ-15] 성별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전체 저임금 근로자 규모는 2016년 8월 4,434명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3.4%이고, 최근
3년 전년 대비 하락 추세이다. 2006년부터 2016년 전 기간 동안 저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성인 것에는 큰 변화 없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규모는 2016년 8월 기준 2,667명이고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2.8%이고, 2006년 61.8% 대비 1%p 상승하였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집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2014년 65.3%까지 상승하였다.

5)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적용년도 2016
시간급(원) 6,030

[그림 Ⅱ-14]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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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580

2015
5,580

2014
5,210

2013
4,860

2012
4,580

2011
4,320

2010
4,110

2009
4,000

2008
3,770

2007
3,480

‘05.9~’06.12
3,100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6)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
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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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70.6%이고, 2006년 68.4% 대비 2.2%p 상승하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8월 70.8%로 진입 이후 2016년까지 70% 이상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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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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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규모는 2016년 8월 기준 634명이고,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그림 Ⅱ-16]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중 여성 비율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7) 근로자 비율은 2016년 8월 전체 근로자 중 3.2%, 남성 근로자
중 1.7%, 여성 근로자 중 5.2%이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율은 글로벌

[그림 Ⅱ-18]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중 여성 비율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10년 8월 여성이 4%로 전년 대비 0.7%p 증가한 이후 평균 0.3%p 내외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여성이 집중하는 것은 성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킨다. 2016년 8월 기준
집단별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정규직 중 54.9%, 299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중
45.9%, 저임금근로자 중 63.4%,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62.8%이다. 근로자 집단에서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종사, 저임금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 간 큰 변동이 없었다.

[그림 Ⅱ-17] 성별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

7) 주 중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법적인 권리에 적용 제외가 많아 고용이 불안정하다. 근로기
준법의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등을 보장 받지 못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규정의 예외, 사
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
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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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인 32%, 300인 이상 31.4%, 1-4인 32.9%, 나머지 5-99인은 성별 임금 격차 30% 미만. 30-

가. 임금 격차

99인은 10년 전 2006년 전에 비해 성별 임금 격차 5.6%p 하락이 가장 컸다.

2016년 8월 전체 근로자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는 32.9%이며, 정규직은 32%, 비정규직은
<표 Ⅱ-3> 성별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 격차

22.3%이다. 2006년과 2016년 모두 정규직내의 성별 격차가 비정규직내 성별 격차 보다 크다. 10년

(단위 : 원, %, 천명)

전에 비해 정규직의 성별 임금 격차 하락폭이 크다.

2006년

<표 Ⅱ-1> 성별 정규직 여부별 시간당 임금 격차
(단위 : 원, %, 천명)

2006년
전체

2016년

성별 임금 격차

2016년

성별 임금 격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6년

2016년

전체

10,116

6,496

15,732

10,549

35.8

32.9

1-4인

6,146

4,637

9,439

7,340

24.6

22.2

5-9인

7,486

5,362

11,890

8,724

28.4

26.6

10-29인

9,253

6,578

14,479

10,400

28.9

28.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6년

2016년

10,116

6,496

15,732

10,549

35.8

32.9

30-99인

11,000

7,999

16,399

12,840

27.3

21.7

12,003

7,813

18,945

12,888

34.9

32.0

15,683

10,004

24,173

16,578

36.2

31.4

정규직

11,164

6,929

17,319

11,775

37.9

32.0

100-299인

비정규직

7,713

5,915

11,310

8,788

23.3

22.3

300인이상

2016년 남성 정규직 대비 남성 비정규직 임금비는 65.3%, 여성 정규직은 68%, 여성 비정규직은
50.7%. 2006년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은 임금 수준은 53% 보다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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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당 임금 격차(2006년, 2016년 8월)8)

2016년 대기업 남성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남성 임금비는 58.7%, 대기업 여성은 68.6%, 중소기업
여성은 41.3%이다. 2006년에 비해 대기업 남성 대비 대기업 여성, 중소기업 여성의 임금비는
상승하였다.

<표 Ⅱ-2> 남성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단위 : 원, %)

2006년 남성

2006년 여성

2016년 남성

<표 Ⅱ-4> 대기업 남성 근로자 대비 시간당 임금

2016년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00.0

69.1

62.1

53.0

100.0

65.3

68.0

50.7

(단위 : 원, %)

2006년

2016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300인 이상) (299인 이하) (300인 이상) (299인 이하) (300인 이상) (299인 이하) (300인 이상) (299인 이하)
100.0

58.2

63.8

39.5

100

58.7

68.6

41.3

15,683

9,135

10,004

6,197

24,173

14,185

16,578

9,991

주: 대기업 남성 근로자 시간당 임금 100

8)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조사 기준의 2006년, 2016년 원자료 분석. 시간당=월평균 임금/(주당평
균근로시간*365)/12/7) 산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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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훈련에서의 성별 차이
□ 일 경험-일 중단(work interruption)-에서의 성별 차이
ILO는 1951년 처음으로「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1951년 6월 6일 제34차 총회. 제100호)을 통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보수에 대한 원칙을 세웠다. 이후 ILO는 1958년 6월 4일 제42차 총회에서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금지조약」(제111호)에서 성별 등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우대로서

□ 직종 분리

time) 근로와 시간제(part time) 근로의 차이
□ 전일제(full

규모와 노조 결성
□ 기업

차별(pay discrimination)
□ 임금

고용 또는 직업에서의 기회 또는 처우의 균등을 깨뜨리거나 해하는 효과를 갖는 것을 차별로
규정한다(송강식, 2009년).
한국은「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에 1997년 비준하였다.
ILO의 2013년「Equal Pay」보고서를 통해9)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의 중요성과 성별 임금 격차 유발
요인을 강조하였다.

교육과 훈련에서의 성별 차이에서 성별 교육 격차는 줄어들었고, 여성의 교육수준은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 보다 교육 연수가 낮은 나라 존재한다. 여성들은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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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LO 「Equal Pay」

보다 학교 교육을 중단하고 가사 노동이나 가족 돌봄으로의 무급 이동을 많이 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기회가 적다. 교육과 훈련에서의 성별 차이는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
일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는 근속년수를 의미한다. 여성은 남성 보다 근속기간이 짧다. 출산 후나

성별 임금 격차 해소가 중요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사이의 불균등한 가사 분담과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 간의 분배를
□ 남녀
개선하기 위해

자녀 양육으로 일 중단(work interruption)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집중되는
일 중단(work interruption)은 직업인으로의 숙련을 쌓는데 여성이 남성 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여성과 남성(남성의 경우, 군복무나 실업) 모두에게 부과되지만

□ 직업에 대한 여성의 열망, 선호, 능력, 적합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

남성 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일 중단(work interruption) 이후 일터에 복귀한 여성은 일

□ 가계와 공동체에서 여성의 재정적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단(work interruption) 이전의 숙련 수준에 상응하는 직업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여성과 여성의 가족이 빈곤화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 여성가장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가구가 빈곤화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 여성이 받는 연금을 늘리고 노인 빈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 경제 위기에서 여성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 장시간 근로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 아동 노동을 줄이기 위해
□ 이직률을 더 낮추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능력 향상을 위해

직종 분리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한다. 여성들은 남성 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직업이나 산업에서
일을 하고 이는 수평적 직종 분리(horizontal occupational segregation)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대부분 종사하는 트럭 운전기사, 광부와 같은 일자리에 보다 전통적으로 임금이 낮은 비서,
간호사, 보육 노동자에 여성은 종사한다. 이는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라는
틀에 박힌 가정의 결과가 되기도 한다. 여성은 임금이 높은 직위에 적게 분포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위에 더 많이 분포한다. 이는 수직적 분리(vertical occupational segregation)에 해당하는
데 의료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다수 나타난다. 여성 집중 일자리(해당 일자리에 여성이 60%이상
차지하는 경우 의미)는 남성 집중 일자리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다. 낮은 임금 수준은 남성들로
하여금 해당 일자리(여성 집중 일자리)에 취업을 기피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
집중이 달라지게 한다. 여성 일자리 저평가 보다는 시장 요인과 숙련 요건으로 저임금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강화시킨다. 경험과 훈련 보다는 여성의 태생적 특성으로 간주하며 여성의 숙련은
과소평가되기 싶다. ‘숙련’과 ‘비숙련’의 직업의 분류는 성별 편견(gender bias)을 초래한다.

9) Martin Oelz, Shauna Olney, Manuela Tomei(2013), 「Equal Pay – An introductive guide」,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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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OECD 국가에서 시간제 근로의 4명 중 3명은 여성이고, 이는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된다. 시간당 임금이 시간제 보다 전일제가 높은 것은 직접 차별이고,
시간제의 낮은 임금으로 국민연금에 제한을 받는 것은 간접 차별이다.

본 연구의 성별 임금 격차는 통계청의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자료이다. ILO의 보고서11)는 성별 임금 격차요인으로 교육연수 및 직업교육훈련에서의

기업 규모와 노조 결성은 성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킨다. 여성과 남성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을 주로 고용하는 기업은 남성을 주로 고용하는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다. 평균 임금 수준은 기업 규모가 작고 노조 조직이 안된 기업일수록 낮은
편이고, 해당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education and training), 일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work experience), 성별 직종분리(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전일제, 시간제의 근로형태(part-time v full-time work), 남녀 근로자의 소속 기업 규모 및
노동조합 유무(enterprise size and union density)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임금 차별(pay

임금 차별(pay discrimination)이 성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마지막 요인이다. 임금 차별은

discrimination)을 지적하였다. ILO 보고서에 나열한 성별 임금 격차 유발 유인 중 임금 차별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여전히 성별(sex)은 임금을 결정하는 특정 기준이다. 동일한 직업에서

제외한 요인들은 설명되는 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남녀에 따라 상이한 호칭으로 명명되는 현실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ILO가 제시한 임금 격차 유발 요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로서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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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Ⅳ. 성별 임금 격차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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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full time) 근로와 시간제(part time) 근로의 남녀 차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킨다.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임금 함수
<표 Ⅲ-1> 성별에 따른 동일 직업의 상이한 호칭
Male job title

Female job title

Salesmen

Shop Assistant

Assistant Manger

Manger’s Assistant

Technician

Operator

Information Manager

Librarian

Office Manger

Typing Supervisor

추정이고, 이때 성별 임금 격차 유발 요인은 임금 함수 결정 요인으로 임금 함수 추정의 독립함수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종속 함수의 임금은 시간당 임금함수를 활용할 것이다.

1. 분석 모형

Tailor

Seamstress

Flight attendant

Stewardess

Personal Assistant

Secretary

임금결정요인의 임금함수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사용하였고, 이

Administer

Secretary

방식은 Mincer(1974)의 임금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임금 함수에서 종속변수 W 는 시간당

Chef

Cook

Janitor

Cleaner

임금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임금함수를 통해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임금근로자의

임금이고 Χ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의 벡터이다. β는 추정계수의 벡터, ε은 교란항이다.
본 연구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는 교육년수, 직업교육훈련, 현재 일 근속 년수, 직업,
산업, 사업체규모, 노동조합, 전일제시간제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W 0=β0Χ0+ε0

0 = 남성임금근로자

W 1=β1Χ1+ε1

1 = 여성임금근로자

10) 김난주(2017). “세대별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시사점”. 「이화젠더법학연구」 제9권 재2호, 2017년 8월.
11) Martin Oelz, Shauna Olney, Manuela Tomei(2013),「Equal Pay – An introductive guide」,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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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분해방식(Oaxaca, 1973; Blinder, 1973)을 따랐다. Oaxaca(1973)와 Blinder(1973)는

여성이 12.4년으로 남성의 교육년수가 1년 길다. 남녀 임금 근로자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각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과 선형회귀 분석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각 집단의 평균임금의

남성이 60.2%, 여성이 54.7%로 남성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받은 비율이 5.5%p 높다. 남녀

차이를 1) 집단 간 평균 인적특성, 혹은 자원의 차이에 의한 부분과 2) 임금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남성이 5.9년, 여성이 5.1년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0.8년 짧았다.

임금방정식의 두 집단 간의 계수 차이, 즉 인적특성에 대한 보상차이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것이다(이재성·백원영, 2016). 임금격차를 임금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과 차별을 분리하여
분석했으며, 차별계수의 개념을 처음으로 공식화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두 학자가 처음으로
임금분해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두 학자의 이름을 따서 임금분해방식을 ‘Oaxaca-Blinder

남녀 근로자 직종별 분포는 여성에 비해 남성은 ‘관리자’(2.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4.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8.3%)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4~6배 이상 컸다.
여성은 남성 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3%), ‘사무종사자’(21.4%), ‘서비스종사자’(15.5%),
‘판매종사자’(10.8%), ‘단순노무자’(22.2%)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decomposition’이라고 한다(조민수, 2008).
남녀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는 남성 근로자는 ‘제조업’에 25.8%가 분포하여 가장 많이 종사하고
Oaxaca-Blinder의 임금분해방법에 따른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차이(explained part)와
차별(unexplained part)로 나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평균값은 아래와 같다. 아래
식에서 하첨자 0과 1은 성별을 의미하며 W 는 시간당 임금, Χ는 독립변수, β는 독립변수의
벡터이다. 변수 상단의 바(bar)는 각 변수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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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쓰인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남녀 임금근로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남성이 1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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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임금 함수를 기반으로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는 Oaxaca-Blinder

있었으며, 여성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18.1%가 분포하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성은 이외에 제조업(13.2%), ‘도매 및 소매업’(12.3%), ‘숙박 및 음식점업’(11.3%),
‘교육서비스업’(10.8%) 등에 10% 이상 분포하여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상위 5개 업종의
점유가 65.7%에 달하였다. 이와 달리 남성은 ‘제조업’(25.8%)과 ‘건설업’(12.9%)이 10% 이상
차지하는 업종이 2개로 특정 산업 편중이 여성근로자에 비해 적었다.

W 0=Χ0β0

(1)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평균값

W 1=Χ1β1

(2)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평균값

남녀 근로자의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는 남성은 100인 이상에서 비율이 26.1%로 가장
높다. 남성근로자 10명 중 2.6명은 1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

성별에 따른 평균 임금 격차는 아래와 같다. (3)식은 (1)-(2)을 한 결과에12) Χ1β1를 양변에 더하고
뺀 결과이다. (3)식에서 (Χ 0-Χ 1)β 0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β 0)을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성별에 따른 생산성의 설명 가능한(explained) 차이를 의미하여 (β0-β1)Χ1 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평균 생산성(Χ0)을 가진다는 조건하에서 설명 불가능한(unexplained) 차별을 의미한다.

근로자는 1-4인에 종사하는 비율이 24.6%로 가장 높다. 여성근로자 10명 중 2.5명은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남녀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의 노동조합 상황은 ‘남녀 모두 노동조합 없음’이 남성 69.4%,
여성 78.9%로 여성이 남성 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9.5%p 높았다. 반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남성이 16.2%, 여성이 8.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노동조합

W 0-W 1=(Χ0-Χ1)β0 +(β0-β1)Χ1

(3)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본 연구에서는 ILO(2013)의「Equal Pay」에서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한 교육 및 훈련,

가입 비율이 높았다.13) 여성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낮은 것은 남성 근로자에 비해 노동조합
13) 우리나라의 2015년 말 기준 노동조합 조직율은 10.2%이다.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단위: 개소, 천명, %)

일 경험(근속년수), 직종, 전일제 및 시간제, 기업규모와 노조 유무 변수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각 변수별로 시간당 임금 현황 및 성별 격차를 가중치를 제거한「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ILO에서 명시한 임금 격차 유발 요인 외에 산업을
추가하였는데 한국에서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에 비해 특성 직종 뿐만 아니라 산업에 집중되어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조합수
조합원
조직대상근로자

2005
10.3
5,971
1,506
14,692

2006
10.3
5,889
1,559
15,072

2007
10.8
5,099
1,688
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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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8
4,420
1,643
16,804

2011
10.1
5,120
1,720
17,090

2012
10.3
5,177
1,781
17,338

2013
10.3
5,305
1,848
17,981

2014
10.3
5,445
1,901
18,429

2015
10.2
5,794
1,939
19,027

<노동조합 조직률 국제비교>
(단위: %)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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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1
4,689
1,640
16,196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있고 여성 집중 산업이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12) W 0-W 1=Χ0β0-Χ1β1

2008
10.5
4,886
1,666
15,847

한국
10.3
10.2

미국
11.1
11.1

일본
17.5
17.4

영국
25.0
24.7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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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은 것이 노동조합 가입 기회가 적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되는 비율’은 남성 8.4%, 여성 7.2%이고 ‘노동조합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남성이 6.1%, 여성이 5.7%였다.
근로시간형태별 분포는 남성은 전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93.1%로 대부분의 남성 근로자에

사업체
규모

해당하였다. 여성은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22%로 남성의 6.9%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여성의
전일제 비율은 78%로 남성의 93.1%에 비해 15.1%p 낮다.
노동조합

종속변수인 남녀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가중치를 제거하고 계산된 결과 남성이 15,773원,
여성이 10,239원으로 남녀 임금 차이는 5,534원이다.

근로형태
종속변수

<표 Ⅳ-1> 임금함수 분석 변수 기초 통계(전 연령)
내용
N
성별
학력
직업훈련
근속

직업

독립
변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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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교육연수
직업훈련 받음
직업훈련 받지 않음
근속년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체
25,163
53.6
46.4
12.9
57.7
42.3
5.5
1.5
20.2
20.1
10.2
8.1
0.3
9.1
11.8
18.7
1.1
0.2
20.0
0.5
0.5
7.7
10.7
3.8
7.5
2.8
3.8
2.0
3.8

6.8
5.1
10.8
18.1
1.4
3.9
0.9
0.0
24.6
19.0
22.8
18.9
14.7
78.9
7.2
5.7
8.1
78.0
22.0
10,239

주 1. OLS 분석에 쓰인 기초통계는 가중치를 제거한 것임
(단위 : 명, %, 년, 원)

변수
전체

6.0
6.8
4.7
3.4
1.3
3.8
0.0
0.1
14.5
17.3
22.5
19.6
26.1
69.4
8.4
6.1
16.2
93.1
6.9
1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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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기도 하다. 앞서 ILO(2013) 보고서에도 여성 근로자가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종사하는

6.3
6.0
7.5
10.2
1.4
3.9
0.4
0.1
19.2
18.1
22.6
19.3
20.8
73.8
7.8
5.9
12.4
86.1
13.9
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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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용이하지 않을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일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5인 미만
변수
10-29
30-99
100인이상
노동조합 없음
노동조합있으나 가입대상안됨
노동조합있고 가입대상되나 가입안함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전일제
시간제
시간당 임금

남성
13,492

여성
11,671

2. 평균 교육년수 : 6세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 중인 학생과 미상을 제외.
* 계산방법

: 초등중퇴 3년, 초졸 6년, 중학중퇴 7.5년, 중졸 9년, 고교중퇴 10.5년, 고졸 12년, 전문대중퇴 13년,
전문대졸 14년, 대학중퇴 14년, 대학졸 16년, 석사중퇴 17년, 석사졸 18년, 박사중퇴 19년, 박사졸 20년으로

13.4
60.2
39.8
5.9
2.6
17.7
19.0
5.7
5.7
0.5
14.7
18.3
15.7
0.8
0.2
25.8
0.7
0.8
12.9
9.2
6.0
4.1
3.6
3.0
2.3
4.3

12.4
54.7
45.3
5.1
0.3
23.0
21.4
15.5
10.8
0.1
2.6
4.1
22.2
1.4
0.0
13.2
0.2
0.2
1.6
12.3
1.3
11.3
1.9
4.7
1.7
3.1

각각 계산.
* 대학수료

및 석사, 박사 수료는 졸업으로 포함
자료 : 통계청(2016),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자료

15-29세 성별 임금 격차 분석에 쓰인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남녀 임금근로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남성이 13.9년, 여성이 14.2년으로 여성의 교육년수가 0.3년 길다. 남녀 임금 근로자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남성이 54%, 여성이 59.4%로 여성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받은
비율이 5.4%p 높다. 남녀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남성이 3.6년, 여성이 3.8년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0.2년 길었다.
직종별 분포는 여성에 비해 남성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4.4%),
‘단순노무자’(13.7%)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컸다. 여성은 남성 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4.2%), ‘사무종자사’(30%)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두 직종을 합한 비율이 전체 청년층
여성임금근로자의 취업 직종의 64.2%로 두 직종에 대한 집중이 컸다.
산업별 분포는 남성 근로자는 ‘제조업’에 25.5%가 분포하여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7.3%), ‘도매 및 소매업’(15.4%)이 상위 비중이 높은 3개 산업에
해당하였다. 15-29세 여성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19.3%가 분포하여 비중이

session 02 / 한국과 일본의 성별임금격자 현황 및 과제

171

4.4
2.9
1.2

4.6
2.0
1.6

4.2
3.7
0.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4.4

6.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5

3.8

3.3

높았다. 대표적으로 여성 집중 사업체 규모인 5인 미만의 비율이 여성이 21%, 남성이 20.5%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7

2.6

2.7

전반적으로 사업체 규모별 분포에서 청년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교육서비스업

8.5

4.3

11.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3

3.5

19.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1

3.2

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4

3.0

3.7

5인 미만

20.8

20.5

21.0

5-9

20.1

18.8

21.2

10-29

21.5

21.0

21.9

30-99

17.9

19.0

16.9

100인이상

19.8

20.7

19.1

노동조합 없음
노동조합있으나 가입대상안됨
노동조합있고 가입대상되나 가입안함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79.1
7.4
5.4
8.2

78.5
8.1
4.5
8.8

79.5
6.8
6.0
7.6

전일제

82.6

83.9

81.6

시간제

17.4
9,809

16.1
10,103

18.4
9,573

청년층과 산업 분포가 유사했다.
15-29세 남녀 근로자의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는 10-29인이 남성(21%), 여성(21.9%)로 가장

15-29세 남녀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의 노동조합 상황은 ‘남녀 모두 노동조합 없음’이 남성
78.5%, 여성 79.5%로 여성이 남성 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1%p 높았다.
반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남성이 8.8%, 여성이 7.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2%p 높았다.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 되는 비율’은 남성 8.1%, 여성 6.8%이고 ‘노동조합 가입대상이나

사업체
규모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남성이 4.5%, 여성이 6%였다.
근로시간형태별 분포는 15-29세 청년층 남성이 83.9%, 여성이 81.6%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노동조합

종속변수인 남녀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가중치를 제거하고 계산된 결과 남성이 10,103원,
여성이 9,573원으로 남녀 임금 차이는 530원이다.

근로형태
종속변수

<표 Ⅳ-2> 임금함수 분석 변수 기초 통계(15-29세)
(단위 : 명, %, 년, 원)

변수
전체

내용
N
성별
학력

직업훈련
근속

직업
독립
변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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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

남성

전체
3,882
44.6

여성
교육연수
직업훈련 받음
직업훈련 받지 않음
근속년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4
14.1
57.0
43.0
3.7
0.1
27.2
23.5
15.7
12.3
0.1
4.3
8.1
8.7
0.3
0.1
17.1
0.3
0.2
2.6
14.6
2.0
15.7

남성
1,731

여성
2,151

시간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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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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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고,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14.4%), ‘도매 및 소매업’(13.9%)의 비중이 높아 남성

주 1. OLS 분석에 쓰인 기초통계는 가중치를 제거한 것임
2. 평균 교육년수 : 6세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 중인 학생과 미상을 제외.
* 계산방법

: 초등중퇴 3년, 초졸 6년, 중학중퇴 7.5년, 중졸 9년, 고교중퇴 10.5년, 고졸 12년, 전문대중퇴 13년,
전문대졸 14년, 대학중퇴 14년, 대학졸 16년, 석사중퇴 17년, 석사졸 18년, 박사중퇴 19년, 박사졸 20년으로

13.9
54.0
46.0
3.6
0.1
18.5
15.4
16.7
12.3
0.2
8.7
14.4
13.7
0.3
0.1
25.5
0.5
0.2
4.8
15.4
2.8
17.3

14.2
59.4
40.6
3.8
0.0
34.2
30.0
15.0
12.3
0.1
0.8
3.0
4.6
0.2
0.0
10.4
0.2
0.1
0.9
13.9
1.3
14.4

각각 계산.
* 대학수료

및 석사, 박사 수료는 졸업으로 포함
자료 : 통계청(2016),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자료

30-54세 성별 임금 격차 분석에 쓰인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남녀 임금근로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남성이 14.1년, 여성이 13.5년으로 남성의 교육년수가 0.6년 길다. 남녀 임금 근로자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남성이 65.1%, 여성이 58.6%로 남성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받은
비율이 6.5%p 높다. 남녀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남성이 6.5년, 여성이 5.7년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0.8년 짧았다.
남녀 근로자 직종별 분포는 여성에 비해 남성은 ‘관리자’(2.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5.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9.1%)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4~10배 이상 컸다.
여성은 남성 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7.3%), ‘사무종자사’(26.4%), ‘서비스종사자’(12.5%),
‘판매종사자’(12.0%), ‘단순노무자’(13.7%)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30-54세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는 남성 근로자는 ‘제조업’에 29.4%가 분포하여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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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분포하였다. 남성은 ‘제조업’(29.4%)과 ‘건설업’(12.6%)이 전체 21개 산업 중 10% 이상
차지하는 업종이 2개로 특정 산업 편중이 여성근로자에 비해 적었다.
남녀 근로자의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는 남성은 100인 이상에서의 비율이 31.0%로 가장 높다.
남성근로자 10명 중 3명은 1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 근로자는
1-4인에 종사하는 비율이 20.7%로 가장 높다.

산업

남녀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의 노동조합 상황은 ‘남녀 모두 노동조합 없음’이 남성 65.9%, 여성
75%로 여성이 남성 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남성이 19.8%, 여성이 10.7%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9.1%p 높았다. ‘노동조합이 있으나

0.7
0.2
23.3
0.5
0.6
8.0

0.7
0.2
29.4
0.8
0.9
12.6

0.6
0.0
15.4
0.2
0.2
2.0

도매 및 소매업

11.2

9.5

13.4

운수업

3.7

5.5

1.4

숙박 및 음식점업

5.5

2.5

9.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4.5

1.8

금융 및 보험업

4.7

3.8

6.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

1.5

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

5.2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3

3.8

5.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7.1

5.0

교육서비스업

8.4

4.4

13.5

가입대상이 안 되는 비율’은 남성 7.2%, 여성 6.8%이고 ‘노동조합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8

2.6

16.8

비율’은 남성이 7%, 여성이 7.6%였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0

1.0

1.1

근로시간형태별 분포는 남성은 전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97.8%로 대부분의 남성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여성의 전일제 비율은 84.5%로 남성의 97.8%에 비해 13.3%p 낮았다.
종속변수인 남녀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가중치를 제거하고 계산된 결과 남성이 17,702원,
여성이 11,675원으로 남녀 임금 차이는 6,027원이다.

<표 Ⅳ-3> 임금함수 분석 변수 기초 통계(30-54세)
(단위 : 명, %, 년, 원)

변수
전체

내용
N
성별
학력

직업훈련
근속
독립
변수
직업

남성
여성
교육연수
직업훈련 받음
직업훈련 받지 않음
근속년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자

전체
15,011
56.3
43.7
13.8
62.2
37.8
6.2
1.5
23.4
24.5
8.0
8.6
0.3
9.9
13.0
10.9

남성
8,457

14.1
65.1
34.9
6.5
2.4
20.4
23.0
4.6
5.9
0.4
15.5
19.1
8.7

여성
6,554

13.5
58.6
41.4
5.7
0.2
27.3
26.4
12.5
12.0
0.0
2.7
5.2
13.7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근로형태
종속변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4

3.8

2.9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0.1

0.0

0.3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0

5인 미만

15.5

11.4

20.7

5-9

16.4

15.2

17.8

10-29

22.1

21.7

22.6

30-99

21.0

20.6

21.6

100인이상

25.0

31.0

17.3

노동조합 없음
노동조합있으나 가입대상안됨
노동조합있고 가입대상되나 가입안함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69.9
7.0
7.3
15.8

65.9
7.2
7.0
19.8

75.0
6.8
7.6
10.7

전일제

92.0

97.8

84.5

8.0
15,071

2.2
17,702

15.5
11,675

시간제
시간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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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다. 여성은 이외에 제조업(15.4%), ‘도매 및 소매업’(13.4%), ‘교육서비스업’(13.5%) 등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종사하고 있었으며, 여성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16.8%가 분포하여 비중이

주 1. OLS 분석에 쓰인 기초통계는 가중치를 제거한 것임
2. 평균 교육년수 : 6세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 중인 학생과 미상을 제외.
* 계산방법

: 초등중퇴 3년, 초졸 6년, 중학중퇴 7.5년, 중졸 9년, 고교중퇴 10.5년, 고졸 12년, 전문대중퇴 13년,
전문대졸 14년, 대학중퇴 14년, 대학졸 16년, 석사중퇴 17년, 석사졸 18년, 박사중퇴 19년, 박사졸 20년으로
각각 계산.
* 대학수료

및 석사, 박사 수료는 졸업으로 포함
자료 : 통계청(2016),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자료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 성별 임금 격차 분석에 쓰인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남녀
임금근로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남성이 11.5년, 여성이 8.5년으로 남성의 교육년수가 3년 길다.
남녀 임금 근로자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남성이 51%, 여성이 42.7%로 남성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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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근로자 직종별 분포는 여성에 비해 남성은 ‘관리자’(4.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직업

종사자’(1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8.5%)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5~8배 이상 컸다.

2.4
8.0
7.7
12.1
4.4
0.6

4.1
10.4
10.9
2.8
1.8
0.9

0.5
5.3
4.2
22.5
7.2
0.3
3.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0.1

16.0

여성은 남성 보다 ‘서비스종사자’(22.5%), ‘단순노무자’(53.7%)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55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0

18.5

2.7

이상 고령층 전체 근로자는 ‘단순노무자’ 종사자 비율이 43.6%로 10명 중 4명으로 비중이 높았다.

단순노무자

43.6

34.6

53.7

농업,임업 및 어업

2.7

1.5

4.0

광업

0.2

0.3

0.0

제조업

13.7

16.9

10.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4

0.5

0.2

55세 이상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는 남성 근로자는 ‘건설업’에 18.1가 분포하여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여성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20.1%가 분포하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성은 이외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3.2%), ‘숙박 및 음식점업’(13.5%),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6

0.9

0.3

건설업

10.1

18.1

1.2

도매 및 소매업

6.8

5.2

8.6

운수업

5.3

8.9

1.2

숙박 및 음식점업

7.1

1.4

13.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6

0.8

0.5

금융 및 보험업

2.1

1.7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

4.6

2.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

1.8

0.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9

12.6

13.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8

8.2

7.3

교육서비스업

4.9

5.8

3.9

87.2%로 여성이 남성 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2

5.1

20.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1

1.2

1.0

비율’은 남성이 10.7%, 여성이 2.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3.8배 이상 높았다. ‘노동조합이 있으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5.3

4.4

6.4

가입대상이 안 되는 비율’은 남성 11.3%, 여성 8.5%이고 ‘노동조합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은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1.4

0.0

2.9

국제 및 외국기관

0.1

0.2

0.0

5인 미만

27.2

19.5

35.9

5-9

20.9

21.7

20.1

10-29

24.6

25.2

23.9

30-99

15.9

17.2

14.5

100인이상

11.3

16.4

5.6

노동조합 없음
노동조합있으나 가입대상안됨
노동조합있고 가입대상되나 가입안함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80.0
10.0
3.0
7.0

73.5
11.3
4.4
10.7

87.2
8.5
1.5
2.8

전일제

73.9

85.6

60.8

시간제

26.1
10,845

14.4
13,805

39.2
7,548

‘제조업’(10.2%) 등에 10% 이상 분포하였다. 남성은 ‘건설업’(18.1%) 외에 ‘제조업’(16.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2.6%)에 10% 이상 종사하였다.
55세 이상 남녀 근로자의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는 남성은 10-29인에 25.2% 종사하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5인 미만 종사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다. 남녀 모두 100인 이상에

산업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남성은 16.4%, 여성은 5.6%로 여성 고령층의 100인 이상 종사
비율은 남성의 1/3 수준이었다.
남녀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의 노동조합 상황은 ‘남녀 모두 노동조합 없음’이 남성 73.5%, 여성

비율’은 남성이 4.4%, 여성이 1.5%였다.
근로시간형태별 분포는 남성은 전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85.6%, 여성은 60.8%였다.
종속변수인 남녀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가중치를 제거하고 계산된 결과 남성이 13,805원,

사업체
규모

여성이 7,548원으로 남녀 임금 차이는 6,257원이다.
노동조합

<표 Ⅳ-4> 임금함수 분석 변수 기초 통계(55세이상)
(단위 : 명, %, 년, 원)

변수
전체

내용
N
성별

독립
변수

학력
직업훈련
근속

남성
여성
교육연수
직업훈련 받음
직업훈련 받지 않음
근속년수

전체
6,270
52.7
47.3
10.1
47.1
52.9
5.0

남성
3,304

여성
2,966

11.5
51.0
49.0
5.5

8.5
42.7
57.3
4.5

근로형태
종속변수

시간당 임금

발표문 4 - Korean

여성이 남성 보다 1년 짧았다.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직업교육훈련 받은 비율이 높았다. 남녀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남성이 5.5년, 여성이 4.5년으로

주 1. OLS 분석에 쓰인 기초통계는 가중치를 제거한 것임
2. 평균 교육년수 : 6세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 중인 학생과 미상을 제외.
* 계산방법

: 초등중퇴 3년, 초졸 6년, 중학중퇴 7.5년, 중졸 9년, 고교중퇴 10.5년, 고졸 12년, 전문대중퇴 13년,
전문대졸 14년, 대학중퇴 14년, 대학졸 16년, 석사중퇴 17년, 석사졸 18년, 박사중퇴 19년, 박사졸 2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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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산업은 제조업 보다

세대별 임금 함수 추정의 기초통계 분석에서 제시된 시간당 임금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임금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사업체 규모에서는 5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5인 이상 사업체의

2016년 임금근로자의 전 연령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는 35.1%이다. 연령별 시간당 성별 임금격차는

임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100인 이상 사업체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15-29세가 5.2%로 가장 적고, 30-54세가 34%, 55세 이상이 45.3%로 가장 컸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비해 ‘노동조합 있으나
가입대상 안 됨’, ‘노동조합 있고 가입대상 되나 가입 안함’,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에 속하는
근로자 임금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시간제에 비해 전일제의 시간당 임금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표 Ⅳ-5> 임금(시간당 임금) 결정 요인(전 연령)
전체

주 1.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근로시간×365/12/7) 2. 가중치 제거
자료 : 통계청, 「2016.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자료

여성

성별

남성

3,035***

여성기준
교육

교육연수

[101.1]
382.2***
[17.14]

510.6***
[29.41]

315.8***
[17.31]

645.3***
[105.3]
408.6***
[6.461]
12,307***
[386.9]
4,613***
[188.1]

689.4***
[170.5]
418.7***
[9.300]
12,642***
[500.1]
5,565***
[304.5]

482.3***
[110.6]
349.9***
[8.241]
11,675***
[902.5]
3,387***
[202.2]

2,460***

3,447***

1,504***

[170.0]

[278.8]

[180.5]

1,712***

3,271***

389.3**

[190.3]

[396.9]

[173.7]

784.7***

1,708***

-187.6

직업훈련
안받음기준
근속

직업훈련받음

직업
단순노무자
기준

관리자

근속년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림 Ⅳ-1] 성별 연령별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 및 성별 임금 격차(2016.8)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2. 임금 함수 추정
15세 이상 전 연령의 근로자 임금 함수 추정 결과 우선 남녀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임금 함수는
직업과 산업의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별, 교육년수, 직훈, 근속년수, 직종, 사업체규모,

[218.9]

[385.9]

[217.7]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353.5

1,288

100.6

[781.6]

[1,047]

[1,38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719***

2,833***

832.1***

[195.1]

[275.1]

[318.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18.8**

1,425***

-69.18

[273.1]
624.8
[1,617]

[275.9]
209.4
[2,225]

농업, 임업 및 어업

[187.7]
1,544
[1,188]

받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았다. 교육년수와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 수준이 높았다. ‘장치,

광업

1,608

1,972

-457.5

[1,104]

[1,390]

[2,190]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제외하고 ‘단순 노무 근로자’에 비해 나머지 직종의 근로자들의 임금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20*

2,296

264.7

[1,267]

[1,606]

[2,429]

574.4

745.5

291.3

노동조합, 근로시간 형태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남녀 임금근로자 대상 전체 임금 함수 추정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시간당 임금 수준이 높고,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 보다 직업훈련을

산업
제조업 기준

수준이 높았다. 산업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만이 임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남녀 근로자와 남녀 각각의 임금함수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도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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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2016),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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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각각 계산.
* 대학수료 및 석사, 박사 수료는 졸업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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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42.5

595.4

-593.8

Constant

-877.2***
[296.6]
-475.2

-1,178***
[122.0]
3,386

[1,125]

[1,452]

[2,197]

25,163

13,492

11,671

0.489

0.453

0.463

[1,115]

[1,414]

[2,192]

Observations

-954.7

-970.8

-363.8

R-squared

[1,122]

[1,413]

[2,220]

-63.67

-1,753

-607.1

주: Standard errors in brackets

[1,121]

[1,450]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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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

1,562

385.2

[1,132]

[1,436]

[2,210]

3,934***

4,292***

3,082

[1,126]

[1,445]

[2,197]

-104

-362.7

-156.7

[1,145]

[1,463]

[2,215]

2,797**

3,242**

958.2

[1,126]

[1,431]

[2,201]

283.2

65.93

-381

[1,117]

[1,419]

[2,194]

수준이 높았다. 교육년수와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 수준이 높았다. ‘단순 노무 근로자’에 비해
‘전문가’, ‘사무종사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높았다.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와 달리 ‘단순 노무

자료 : 통계청(2016),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자료

15-29세 근로자 임금 함수 추정 결과 우선 남녀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임금 함수는 직업과
산업의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별, 교육년수, 직훈, 근속년수, 직종, 사업체규모, 노동조합,
근로시간형태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남녀 임금근로자 대상 전체 임금 함수 추정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시간당 임금 수준이 높고,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 보다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임금

-6.666

67.46

-739.6

[1,117]

[1,417]

[2,193]

4.255

-31.12

-412.7

근로자’에 비해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1,118]

[1,430]

[2,192]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높았다.

-758.4

358.8

-1,600

[1,115]

[1,440]

[2,191]

산업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만이 시간당

-1,827

-1,420
[2,220]

-1,176

-1,978

-1,356

[1,126]

[1,434]

[2,200]

1,323

-959.6

-1,035

[1,295]

[8,068]

[2,243]

유의미하게 높았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1,600

-2,016

-1,495

[2,022]
710.0***
[145.0]
1,204***
[145.4]

[2,537]
1,426***
[248.7]
1,618***
[247.9]

[4,084]
346.0**
[144.0]
1,019***
[145.7]

비해 ‘노동조합 있고 가입대상 되나 가입 안함’,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에 속하는 근로자 임금

1,590***

1,861***

1,633***

[160.5]

[270.4]

[163.6]

3,970***

4,699***

2,768***

노동조합있고 가입대상되나 가입안함

[175.6]
1,705***
[174.8]
1,896***

[289.6]
2,582***
[272.5]
1,767***

[185.1]
417.9**
[192.8]
2,232***

[202.8]

[318.7]

[220.7]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1,932***

1,803***

2,067***

[157.8]

[231.3]

[194.7]

5~9
10~29
30~99
10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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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2,215]

-1,390***
[138.9]
281.9

[1,516]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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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1,404]

전일제

-1,257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노동조합
없음 기준

1,738
[1,115]

근로형태
시간제 기준

[1,16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규모
5인 미만
기준

[2,412]

노동조합 있으나 가입대상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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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1,581]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1,249]

임금 수준이 높았는데 여성근로자는 예외였다. 사업체 규모에서는 15-29세 전체와 15-29세
남성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체 보다 5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여성은 5인 미만 사업체 비해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사업체만이 시간당 임금 수준이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시간제에 비해 전일제의 시간당 임금은 여성근로자인 경우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Ⅳ-6> 15-29세 임금(시간당 임금) 결정 요인
전체
성별

남성

여성기준
교육

교육연수

직업훈련
안받음기준
근속

직업훈련받음
근속년수

남성

여성

410.1***
[64.02]
993.5***
[235.5]
522.8***

401.7***
[53.19]
458.4**
[193.2]
415.4***

826.2***
[135.3]
403.2***
[40.82]
710.2***
[149.0]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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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247

-1,61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676]
2,755***
[294.6]

[2,790]
2,552***
[417.6]

2,612***
[460.2]

1,252***

1,455***

989.6**

[273.4]

[388.5]

[437.5]

905.6***

1,130***

431.9

[286.3]

[404.5]

[457.8]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산업
제조업 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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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88

-1,330

-1,827

[2,658]

[3,919]

[3,619]

-1,954

-1,521

-2,143

[2,674]

[3,928]

[3,643]

-1,131

-861

-1,094

[2,673]
612.7***
[196.9]
730.2***
[213.2]

[3,931]
1,008***
[310.7]
810.1**
[337.3]

[3,640]
359.8
[252.7]
660.1**
[274.7]

30~99

1,397***

1,348***

1,414***

[233.4]

[363.7]

[305.1]

100인이상

2,023***

2,346***

1,831***

[253.2]
-286
[249.4]
1,575***

[404.3]
-231.2
[371.2]
1,210**

[324.7]
-372.4
[338.0]
1,889***

[287.2]

[475.9]

[359.0]

1,981***

1,568***

2,354***

[246.6]
-174.3
[189.0]
1,091

[374.8]
262.3
[292.5]
809

[329.9]
-542.7**
[252.5]
2,012

[2,715]

[3,978]

[3,706]

Observations

3,882

1,731

2,151

R-squared

0.339

0.363

0.3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34.3*

925.6**

-47.12

[309.6]

[438.7]

[485.6]

4,000**

4,809**

3,3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규모
5인 미만
기준

5~9
10~29

[1,756]

[2,342]

[2,709]

1,148***

1,257***

375.9

[370.4]

[441.7]

[955.5]

1,078***

1,272***

496.7

[330.2]
-982.5
[2,928]
35.39

[411.4]
-1,165
[4,284]
82.14

[624.7]
-750.4
[4,008]
154.9

[3,890]

[3,620]

[2,845]

3,721

-679

[4,098]

[4,037]

2,153

1,543

3,279

[2,999]

[4,339]

[4,171]

172.8

555.8

-525.6

[2,677]

[3,913]

[3,705]

-971.7

-1,008

-747.6

[2,658]

[3,901]

[3,622]

*** p<0.01, ** p<0.05, * p<0.1
자료 : 통계청(2016),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자료

[2,653]
2,215

529.6

1,074

-65.63

[2,682]

[3,924]

[3,674]

-1,347

-1,139

-1,394

[2,662]

[3,907]

[3,628]

-406.1

266.1

-794.4

[2,665]

[3,913]

[3,631]

노동조합
없음 기준

노동조합 있으나 가입대상안됨
노동조합있고 가입대상되나 가입안함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근로형태
시간제 기준

전일제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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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단순노무자
기준

[65.29]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39.33]

주: Standard errors in brackets

30-54세 근로자의 임금 함수 추정 결과 우선 남녀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임금 함수는 직업과
산업의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별, 교육년수, 직훈, 근속년수, 직종, 사업체규모, 노동조합,

1,037

1,708

815.7

[2,670]

[3,937]

[3,631]

-1,462

-2,661

553.3

비해 시간당 임금 수준이 높고,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 보다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2,705]

[3,952]

[3,713]

-331.3

191.8

-520.7

임금 수준이 높았다. 교육년수와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 수준이 높았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2,661]

[3,912]

[3,624]

종사자’를 제외하고 ‘단순 노무 근로자’에 비해 나머지 직종의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았다.

-498.2

-294.3

-539.8

산업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만이 임금 수준이

[2,668]

[3,916]

[3,636]

-424

753.7

-1,345

유의미하게 높았다. 남녀 근로자와 남녀 각각의 임금함수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도매 및

[2,670]

[3,923]

[3,636]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36

-1,808

-1,256

[2,660]

[3,915]

[3,621]

근로시간형태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남녀 임금근로자 대상 전체 임금 함수 추정 결과 남성이 여성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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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사업체 규모에서는 5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5인 이상 사업체의

운수업

임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100인 이상 사업체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비해 ‘노동조합 있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가입대상 안 됨’, ‘노동조합 있고 가입대상 되나 가입 안함’,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에 속하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근로자 임금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시간제에 비해 전일제의 시간당 임금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금융 및 보험업

<표 Ⅳ-7> 30-54세 임금(시간당 임금) 결정 요인
전체

남성

여성

성별

남성

3,874***

여성기준
교육

교육연수

[129.6]
606.3***
[28.06]

622.1***
[41.20]

567.4***
[35.90]

994.4***
[134.0]
410.6***
[8.319]
9,112***
[492.8]
3,920***
[246.1]

1,334***
[201.9]
416.8***
[11.36]
9,700***
[610.0]
4,469***
[385.2]

536.8***
[165.0]
379.4***
[11.93]
7,590***
[1,433]
3,420***
[301.4]

사무종사자

2,012***

2,705***

1,371***

[220.9]

[358.1]

[262.1]

서비스종사자

1,878***

3,446***

624.2**

[277.2]

[526.4]

[295.6]

548.2**

1,172**

-190.8

[279.5]

[466.2]

[320.0]

직업훈련
안받음기준
근속
직업
단순노무자
기준

직업훈련받음
근속년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산업
제조업 기준

55.05

1,422

-473.1

[1,370]

[3,249]

1,397***

2,211***

889.4*

[253.1]

[353.1]

[464.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22.5*

1,204***

-5.091

농업, 임업 및 어업

[243.4]
1,077
[1,525]

[354.7]
767.2
[1,908]

[377.8]
11.16
[3,268]

광업

2,107

2,431

4.247

[1,342]

[1,587]

[3,135]

2,392

2,072

3,033

[1,520]

[1,804]

[3,494]

851.7

1,119

-162.4

[1,514]

[1,794]

[3,49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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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3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8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29

2,350

585

[1,354]

[1,604]

[3,16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노동조합
없음 기준

76.19

[1,354]

[1,613]

[3,139]

21.58

-86.38

632.6

[1,366]

[1,618]

[3,181]

813

-1,460

176.3

[1,371]

[1,682]

[3,146]

2,486*

2,736*

1,495

[1,371]

[1,629]

[3,168]

5,099***

5,029***

4,196

[1,364]

[1,638]

[3,142]

1,169

826.2

314.5

[1,407]

[1,715]

[3,175]

3,884***

4,450***

1,809

[1,366]

[1,627]

[3,150]

1,010

861.1

-39.96

[1,365]

[1,637]

[3,145]

565.1

569.7

-530.3

[1,357]

[1,619]

[3,139]

717.6

776.7

-326.1

[1,359]

[1,637]

[3,139]

-17.22

2,420

-1,617

[1,358]

[1,660]

[3,139]

-626.5

-1,521

-677.5

[1,443]

[1,783]

[3,197]

-499.1

-910.3

-732.4

[1,373]

[1,640]

[3,158]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4,618**

2,377

[2,090]

[3,403]

-1,163

-1,412

-1,068

[2,465]
758.1***
[194.7]
1,308***
[191.8]

[2,886]
1,316***
[312.6]
1,516***
[306.2]

[6,240]
460.3**
[224.1]
1,344***
[223.1]

30~99

1,750***

1,865***

1,922***

[205.5]

[325.5]

[242.6]

100인이상

3,952***

4,370***

3,215***

[221.4]
1,433***
[226.2]
1,570***

[344.0]
2,385***
[331.1]
1,585***

[269.3]
84.61
[287.3]
1,738***

[233.3]

[344.1]

[295.4]

1,495***

1,468***

1,641***

[180.6]
-1,695***
[212.2]
-3,154**

[246.6]
-1,734***
[556.5]
-942.4

[262.9]
-1,424***
[198.2]
-361.6

5~9
10~29

노동조합 있으나 가입대상안됨
노동조합있고 가입대상되나 가입안함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근로형태
시간제 기준

1,6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규모
5인 미만
기준

1,318

전일제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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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산업은 제조업 보다

185

[3,178]

Observations

15,011

8,457

6,554

R-squared

0.504

0.453

0.46

[502.1]

[825.7]

[424.5]

5,111***

6,160***

3,029***

[467.7]

[733.8]

[440.0]

2,012***

4,690***

451.9**

[386.7]

[1,179]

[225.2]

1,618**

3,486**

680

[640.1]

[1,462]

[427.5]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298.2

753.4

538.3

[1,335]

[1,987]

[1,45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371***

3,551***

1,368***

[428.7]

[634.3]

[467.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45.5**

1,679***

332.4

[429.4]
-559.6
[2,434]
768.7

[633.0]
-1,040
[3,503]
1,926

[528.0]
366.2
[4,121]
178.6

[2,342]

[3,118]

[4,112]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주: Standard errors in brackets

판매종사자

*** p<0.01, ** p<0.05, * p<0.1
자료 : 통계청(2016),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자료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 함수 추정 결과 우선 남녀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임금 함수는 직업과
산업의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별, 교육년수, 근속년수, 직종, 사업체규모, 노동조합,
근로시간형태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55세 이상에서만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녀 임금근로자 대상 전체 임금 함수 추정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시간당

산업
제조업 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임금 수준이 높고, 교육년수와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 수준이 높았다. 직업에서는 ‘단순 노무
근로자’에 비해 ‘관리자’, ‘농림어업숙련’, ‘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산업에서는 55세 남녀 근로자 전체와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조업’ 보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산업은 전무하였다. 반면 55세 이상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제조업’ 보다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사업체 규모에서는 5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단,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5인 미만
보다 10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비해 ‘노동조합 있으나 가입대상 안 됨’, ‘노동조합 있고
가입대상 되나 가입 안함’,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에 속하는 근로자 임금 수준이 높았다. 시간제에
비해 전일제의 시간당 임금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표 Ⅳ-8> 55세 이상 임금(시간당 임금) 결정 요인
전체
성별
여성기준
교육

186

여성

1,895***

교육연수

[262.9]
223.0***
[31.78]

316.5***
[58.88]

178.7***
[22.47]

-203
[246.1]
270.1***
[14.46]
18,290***
[741.8]
9,056***

-437.7
[426.3]
271.6***
[22.15]
18,873***
[1,057]
11,243***

244
[184.8]
203.1***
[13.85]
16,700***
[1,074]
5,102***

직업훈련받음

직업
단순노무자
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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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남성

직업훈련
안받음기준
근속

근속년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996.3

2,333

-2,274

[2,900]

[3,980]

[4,498]

-1,569

-1,282

1,231

[2,659]

[3,592]

[4,349]

577.2

937.1

2,447

[2,360]

[3,137]

[4,164]

-2,389

-1,746

-883.1

[2,383]

[3,228]

[4,116]

-4,124*

-4,096

-698.7

[2,366]

[3,144]

[4,162]

-892.3

[2,380]

-1,907

342.6

[3,473]

[4,110]

-805.1

-224.6

1,345

[2,663]

[3,702]

[4,250]

1,057

1,655

2,674

[2,466]

[3,414]

[4,151]

-2,299

-1,633

17.78

[2,399]

[3,220]

[4,135]

1,169

12.86

3,930

[2,525]

[3,387]

[4,254]

-1,357

-1,311

412

[2,357]

[3,154]

[4,110]

-3,380

-3,284

-1,022

[2,377]

[3,192]

[4,118]

-1,693

-1,798

1,458

[2,387]

[3,211]

[4,111]

-2,556

-3,352

-227.9

[2,366]

[3,225]

[4,111]

-1,987

-1,942

-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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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187

-5,967*

-1,093

[3,224]

[4,117]

이상이 6,257원으로 가장 크다. 임금 격차 분해에서 설명되지 않는 차별(unexplained)이 차지하는

-1,480

-2,348

-993.6

비율 기준으로 전 연령은 63.7%, 15-29세는 185.6%, 30-54세는 70.0%, 55세 이상은 45.5%로

[2,507]

[10,691]

[4,130]

55세 이상 고령 집단의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중 차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적었다. 15-

-4,663

-5,094

2,658

[4,053]
715.9**
[310.1]
1,066***
[311.2]

[5,558]
1,643***
[571.5]
1,745***
[573.2]

[5,806]
127.1
[218.4]
612.3***
[220.2]

1,152***

1,629**

1,088***

[375.1]

[676.6]

[273.1]

5,733***

6,887***

2,500***

[446.1]
3,531***
[402.4]
3,452***

[749.6]
4,431***
[662.6]
3,416***

[379.0]
1,700***
[331.0]
3,221***

[667.0]

[993.8]

[674.1]

3,670***

4,045***

1,551***

여성의 상대적 임금을 낮추는 요인은 규모 뿐으로 이는 전체 남녀 임금 격차나 30-54세, 55세 이상

[495.5]
-1,492***
[279.6]
4,459*

[742.2]
-2,190***
[606.5]
4,182

[509.8]
-570.3***
[178.2]
4,073

남녀 임금 격차 분해 결과는 상이한 것이다.

[2,370]

[3,223]

[4,108]

차지하였다. 30-54세는 15-29세 다음으로 임금 격차 중 설명되지 않는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Observations

15,011

8,457

6,554

R-squared

0.504

0.453

0.46

70%로 높은 편이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규모
5인 미만
기준

5~9
10~29
30~99
100인이상

노동조합
없음 기준

노동조합 있으나 가입대상안됨
노동조합있고 가입대상되나 가입안함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근로형태
시간제 기준

전일제
Constant

-4,096*
[2,381]

29세의 경우 설명되는 차이로 인한 임금 격차는 여성이 남성 보다 454.3원이 컸지만 설명되지 않는
차별로 인한 격차가 984.9원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15-29세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전적으로 차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연령의 경우 설명되는 차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전 연령의 경우는 교육연수, 직업교육훈련,
근속년수, 산업,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을 낮추는 것에 반해
직업과 전일제/시간제 구분은 여성의 상대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남성 보다 높이는 것으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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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는 15-29세가 530.6원으로 가장 적고 30-54세가 6,027원, 55세

[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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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2,522]

격차에 영향을 미쳤다.
15-29세는 교육연수, 직업교육훈련, 근속년수, 직업은 여성의 상대적 임금을 남성 보다 높였다.

30-54세는 전체 6,027원의 성별 임금 격차 중 설명되는 차이는 1,810원으로 전체 격차의 30%를

마지막으로 55세 이상 집단의 남녀 시간당 임금 격차는 6,257원으로 15-29세, 30-54세 보다
주: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컸다. 차별로 인한 격차는 3,407원으로 비율로는 54.5%로 유일하게 설명되는 차이가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자료 : 통계청(2016),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자료

전 연령과 연령별 성별 임금 격차를 통해서 단순 수치의 임금 차이는 55세 이상이 6,257원으로
가장 크고 15-29세는 530.6원으로 가장 적다. 임금 격차를 설명되는 차이와 설명되지 않는 차별로

3. 임금 격차 요인분해
Oaxaca-Blinder의 임금 격차의 요인분해는 설명(explained)되는 차이와 설명되지 않는
차별(unexplained)로 나누어진다.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임금 함수 추정 결과 성별 임금 격차는 5,534원이다. 성별 임금 격차 중 설명되는

분해해 보면 55세 이상은 설명되는 차이가 전체 격차의 54.5%를 차지하여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고 반대로 15-29세는 임금 격차 중 설명되는 차이는 –85.6% 오히려 여성의 상대적
임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대비가 되었다. 격차는 작았지만 작은 격차가 설명되지 않는 차별이
절대적 원인이라는 것은 청년 여성이 남성들의 인적 속성과 종사한 일자리 속성이 유사함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로 인한 격차는 2,101원, 설명되지 않는 차별(discrimination)로 인한 격차는 3,524원으로
분해되었다. 비율로는 설명되는 차이가 36.3%, 차별이 63.7%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로 인한 격차가
성별 임금 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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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세

30-54세

55세 이상

원

%

원

%

원

%

원

%

difference

5,534***

100.0

530.6***

100.0

6,027***

100.0

6,257***

100.0

집단간 격차를 차이와 차별로 분해하는 Oaxaca-Blinder의 분석 결과 남녀 성별 임금 격차를

explained

2,010***

36.3

-454.3***

-85.6

1,810***

30.0

3,407***

54.5

줄이기 위해서는 근속년수, 교육연수, 노동조합, 직업교육훈련, 산업, 사업체 규모에서 남녀 차이를

교육연수

415.2***

7.5

-168.6***

-31.8

388.8***

6.5

877.0***

14.0

직업교육훈련

42.76***

0.8

-44.79***

-8.4

73.60***

1.2

-25.72

근속년수

1,214***

21.9

-95.56***

-18.0

1,089***

18.1

1,257***

0.4
20.1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근속년수가 임금 격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생애

직업

-402.1***

-7.3

-416.0***

-78.4

-415.5***

6.9

278.5***

4.5

주기적으로 결혼·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한다. 즉,

산업

326.3***

5.9

194.9***

36.7

304.6***

5.1

441.2***

7.1

사업체 규모

456.5***

8.2

55.84*

10.5

467.0***

7.7

632.3***

10.1

경력단절로 근속년수가 남성에 비해 짧을 수 밖에 없는 여성이 남성 보다 임금 수준이 낮으리라는

노동조합

172.0***

3.1

13.79

2.6

136.7***

2.3

404.0***

6.5

것은 예측가능하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의 중단

전일제·시간제

-214.3***

-3.9

6.049

1.1

-234.0***

-3.9

-456.8***

-7.3

없는 여성의 경력유지가 중요한 것이다. 한국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을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를

3,524***

63.7

984.9***

185.6

4,217***

70.0

2,850***

45.5

unexplained
Observations

25,163

3,882

15,011

6,270

좁히는 것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설명되는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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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적 시사점

<표 Ⅳ-9> 성별 연령별 시간당 임금 격차 Oaxaca-Blinder 요인별 분해

보면 25-29세는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OECD평균 보다 3.7%p를 상회하다 30대에는 한국 여성
고용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35-39세에는 OECD 평균 보다 오히려 격차가 12.9%p나 낮아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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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여성의 30대 경력유지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자료 : 통계청(2016),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자료

않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엄격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근로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자료

[그림 Ⅳ-2] 연령별 성별 임금 격차 분해

자료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labor/laborForceStatistics/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 Employment-population ratios, 재구성

[그림 Ⅴ-1] 2015년 연령별 여성 고용률 격차(한국 VS OECD)

둘째, 사업체 규모로 인한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확인하였듯이 여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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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논리에서 여성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수 종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김난주(2017). “세대별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시사점”. 「이화젠더법학연구」 제9권 재2호, 2017년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8월.

여부도 월 평균 임금격차가 직업훈련을 받은 집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근로자가

김난주·이승현·이서현·황성수·박미연(2017, 발간예정),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직업교육훈련을 받도록 여성근로자 친화적인 직업교육훈련을 더욱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사업장에서 제공받은 직업교육훈련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데 규모가 작은

이재성, 백원영(2016), “관리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존재하는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사업체에 비해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조민수(2008),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예측이 가능하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여성근로자에게는 사업체를 통하지

채혜원, “독일의 ‘남녀 동일임금지급’을 위한 법안 발표와 남은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동향

않은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2017년 4월.

노동조합과 같은 회사내 근로자 대표 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대기업 위주이고
조직률은 10.2%(2015년 말)에 불과하다. 다섯째, 여성집중 직종에서의 임금현실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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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 이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외 사업장으로 근로자로서

http://kwdi.re.kr/noticeView.kw?currtPg=3&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
CM0003&cmsCd=CM0026&pnum=4&cnum=1&dvsn=&src=&srcTemp=&ntNo=1494.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에 첫 입사한 간호사들이 발령 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당은 15,000원, 근무시간 8시간을 고려하면 시급은
1,800여원이다.14)

연합신문, “남녀 임금격차 용납 못해”…뉴질랜드 女부총리, 조사 요구. 기사입력 2017-03-07.
중앙일보, “서울대병원 ‘36만원 간호사’ 사실로 드러나…5년간 1212명”. 기사입력 2017-10-18

뉴질랜드 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 12%인데 격차 중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것에서

21:12.

기업들로 하여금 차별 없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 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보고하라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15) 2017년 3.8 여성대회를 즈음하여 25인 이상 사업장에 동일임금인증제
도입을 선언하였고, 2017년 6월 1일 ‘동일임금인증제’를 포함하는 법안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1월 시행예정이다.16) 독일은 2017년 8월부터 2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정보청구,
500인 이상 사업장은 동등한 임금 지급 상태에 대한 경영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임금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다. 17)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는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성평등 임금공시제(’18년) 실시가 중요하다.18)
14) 중앙일보, “서울대병원 ‘36만원 간호사’ 사실로 드러나…5년간 1212명”. 기사입력 2017-10-18 21:12

Elías Þórsson. “Equal Pay Act Passes Parliament”. 2017.6.2.
Martin Oelz, Shauna Olney, Manuela Tomei(2013),「Equal Pay」, ILO.
OECD(2017), 「2017 Employment outlook」.
OECD, 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 (EPIC) launch, New York, 18 September 2017.

Ilo, http://www.ilo.org/global/topics/equality-and-discrimination/epic/lang—en/
index.htm.
http://stats.oecd.org/labor/Earnings/Decileratiosofgrossearnings.

15) 연합신문, “남녀 임금격차 용납 못해”…뉴질랜드 女부총리, 조사 요구. 기사입력 2017-03-07
16) Eli′as Þo′rsson. “Equal Pay Act Passes Parliament”. (2017.6.2.)
https://grapevine.is/news/2017/06/02/equal-pay-act-passes-parliament/
17) 채혜원, “독일의 ‘남녀 동일임금지급’을 위한 법안 발표와 남은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동향 2017년 4월, http://kwdi.
re.kr/noticeView.kw?currtPg=3&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3&cmsCd=CM0026&pnum
=4&cnum=1&dvsn=&src=&srcTemp=&ntNo=1494
18)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4대 복합·혁신과제 중 3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 Hi-Five 5대
개혁 어젠더 성평등 문화 정착 “성평등 임금공시제(‘18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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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im, Nan-jue | Associate Researcher of the Research Center for Women's Employment, KWDI

Ⅱ. Gender Wage Gap in Korea
According to the OECD's report in 2017 on the gender wage gap of the year 2015, Korea has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gender wage gap of 37%. In fact, since 2000, when the OECD began
to report the gender wage gap-related statistics of its member countries, Korea has consistently
been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gender wage gap. The country with the second largest gap is
Estonia with 28%. That is, Korea is the only country where the gap is over 30%.
The percentage of women among the workers with pay less than 2/3 of median wage in Korea
is 37.8%, the highest among the OECD countries, while the percentage of men in the same
category is 15.4%, the 19th highest.

[Summary]

The 37% gender wage gap can be said to represent all the problems women workers in
Korea have been facing; the highest percentage of low-paid women workers among the OECD
countries, severe career breaks, higher percentage of women among irregular workers, workers

Ⅰ. Introduction
Over the recent years, a lot of countries have introduced various policy measures to narrow
down the gender wage gap. For example, Iceland declared, on March 8, 2017,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certification system for companies with 25 or more employees.1) Also, on September
18, 2017, representatives of the ILO, the UN Women, and the OECD gathered in New York
and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EPIC). The EPIC's
objective is to accomplish the Target 8.5 of the ILO'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at
stipulate 'Member countries should provide all the men and women including the young and the
disabled with full,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jobs, and should try to realize equal pay
for equal work until 2030."2) EPIC is a consultative organization to help accomplish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not only for men and women but for all types of workers. Nevertheless, I
believe no one would disagree that the start should be to solve the gender wage gap problem.

with 15-hour work week, and part-time workers, the higher percentage of women working for
small businesses, poor treatment in women-concentrated occupations and industries, low pay for
caring work, and glass-ceiling.

Realities and Challenges of Gender Wage Gap in Korea

Realities and Challenges of Gender Wage
Ga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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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ntration of women workers in low-paid jobs widens the gender wage gap. As of
August 2016, women account for 54.9% of irregular workers, 45.9% of workers for businesses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63.4% of low-paid workers, and 62.8% of workers with pay less
than minimum wage. These numbers have hardly changed for the last decade.
As of August 2016, the gender gap for hourly pay is 32.9% for all workers, and 32% for
regular workers, and 22.3% for irregular workers. In both 2006 and 2016, the gender wage
gap is larger for regular workers than for irregular workers. In 2016, a male irregular worker
earned 65.3% of what a male regular worker did, while a female regular worker earned 68.0%
of what a male regular worker did and a female irregular worker earned 50.7% of what a male
regular worker did. In 2006, a female irregular worker earned 53% of what a male regular
worker did, which means that the gap is now wider than 10 years ago. In 2016, the gender
gap for hourly wage is 32.9% for all workers. Looking by enterprise size, the gap is 32% for
businesses with 100-299 employees, 31.4% for businesses with 300 or more employees, 32.9%
for businesses with 1-4 employees, and less than 30% for businesses with 5-99 employees. The

194

1) 2017 Guardian News and Media Limited or its affiliated companies “Iceland to enshrine equal pay for women and
men in law”.(2017.4.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apr/05/iceland-equal-pay-women-men-law

gap for businesses with 30-99 employees narrowed by 5.6%p from 2006 to 2016. A male worker

2) OECD, 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 (EPIC) launch, New York, 18 September 2017.
ILO, http://www.ilo.org/global/topics/equality-and-discrimination/epic/lang—en/index.htm

a large company did in 2016. A female worker working for a large company earned 68.6%,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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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working for a large company did. The gender wage gap for large, and small or medium-

□ gender difference in education and training

sized companies has been decreased.

□ gender difference in work experienc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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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ors that cause the gender wage gap are as follows.

□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 part-time v full-time work
□ enterprise size and union density
4)

Ⅲ. ILO, 「Equal Pay」

□ pay discrimination

The 「Equal Pay」, published by the ILO in 2013, specifies the importance of eliminating the
gender wage gap, and indicates the factors that cause gender wage gap.
5)

Eliminating the gender wage gap is important because it shall

the unequal domestic division of labour between men and wonen, and women’s
□ improve

allocation of time between paid and unpaid work over their life cycle;

change stereotypical views regarding women’s aspirations, preferences, capabilities and
□ help

“suitability” for certain jobs;

women’s financial dependence, thus increasing their influence and status in the
□ reduce

household and in the community;
□ make women and their families less vulnerable to fall into poverty;

it less likely that low-income households, including those headed by women, become
□ make

poor or remain poor;
□ increase women’s pensions and decrese the risk of poverty in old age;
□ ensure sustainable recovery for women in times of economic crisis;
□ reduce pressure on families to work more hours;
□ decrese recource to child labour;
□ lower turnover rates and incrase productivity;
□ increse the capacity of enterprises to attract and retain the best people.

3) 김난주·이승현·이서현·황성수·박미연(2017, 발간예정),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4) Martin Oelz, Shauna Olney, Manuela Tomei(2013),「Equal Pay – An introductive guide 」,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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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The Gender Wage Gap Decomposition

Among the ILO-indicated 6 factors that cause gender wage gap, the first five are the factors
that can be explained, while the last factor, pay discrimination, cannot. Using the data from 
The Additional Survey on Economic Activity by Forms of Work, August 2016conducted by
the Statistics Korea, I analyzed the gender wage gap in Korea by the 6 factors.

Realities and Challenges of Gender Wage Gap in Korea

a female worker working for a small or medium-sized company earned 41.3% of what a male

The gender wage gap is estimated by the pay function. For this research, I used the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Method for the pay function of determinants of workers' wage, which
is called the Mincer's Pay Equation. Based on the estimated pay function, I used the OaxacaBlinder's Pay Decomposition Method to look at the wage gap caused by career breaks(Oaxaca,
1973; Blinder, 1973).
The figure 1 below is the summary of the hourly wages calcula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basic statistics of the pay function estimates by generations. The gender gap of the hourly
wage for all ages in 2016 is 35.1%. The gap for the workers at age 15-29 is 5.2%, the smallest of
all. The gap is 34.0% for the workers at age 30-54, and 45.3%, the largest, for the workers at age
55 or older.

5) Kim

Nan-jue(2017). “The Wage Gap among Generations and between Genders and Implications Thereof”.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 Vol.9 No.2 2017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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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eans that young women workers are discriminated simply because they are women even
when their personal and occupational qualifications are similar to those of men.
<Table 1> Gender Wage Gap Decomposition by Oaxaca-Blinder Analysis
All Ages

Source : Statistics Korea,The Additional Survey on Economic Activity by Forms of Work, August 2016
Raw Data
[Figure 1] Hourly Wages by Gender and Age(2016.8)

Oaxaca-Blinder's factor decomposition is divided into the explained differences and the
unexplained differences. The gender wage difference for workers of all ages is 5,534 won, out
of which 2,101 won is explained, and 3,524 won is unexplained(that is, from discrimination). In
terms of rates, 36.3% of the gap is explained, and 63.7% is unexplained.
As to the gender gap by ages in hourly wages, it is 530.6 won for age 15-29, 6,027 won for
age 30-54, and 6,257 won for age 55 or older. The rates of the unexplained are 63.7% for all
ages, 185.6% for age 15-29, 70.0% for age 30-54, and 45.5% for age 55 or older, showing that

Age 15-29

Age 30-54

Age 55 or older

%

won

%

won

%

530.6***

100.0

6,027***

100.0

6,257***

100.0

-454.3***

-85.6

1,810***

30.0

3,407***

54.5

-168.6***

-31.8

388.8***

6.5

877.0***

14.0

0.8

-44.79***

-8.4

73.60***

1.2

-25.72

1,214***

21.9

-95.56***

-18.0

1,089***

18.1

1,257***

0.4
20.1

Occupation

-402.1***

-7.3

-416.0***

-78.4

-415.5***

6.9

278.5***

4.5

Industry

326.3***

5.9

194.9***

36.7

304.6***

5.1

441.2***

7.1

Enterprise Size

456.5***

8.2

55.84*

10.5

467.0***

7.7

632.3***

10.1

won

%

difference

5,534***

100.0

explained

2,010***

36.3

Education Training

415.2***

7.5

Job Training

42.76***

Work Experience

won

Labor Union

172.0***

3.1

13.79

2.6

136.7***

2.3

404.0***

6.5

Full-time·Part-time

-214.3***

-3.9

6.049

1.1

-234.0***

-3.9

-456.8***

-7.3

unexplained

3,524***

63.7

984.9***

185.6

4,217***

70.0

2,850***

45.5

Observations

25,163

3,882

15,011

발표문 4 - English

Though small, the gender wage gap for this age group comes completely from discrimination.

Realities and Challenges of Gender Wage Gap in Korea

the explained difference is -85.6%, indicating that women's relative wage is higher than men's.

6,270

*** p<0.01, ** p<0.05, * p<0.1
Note: Hourly wage
Source : Statistics Korea(2016), Source : Statistics Korea, 「The Additional Survey on Economic Activity by
Forms of Work, August 2016」Raw Data

for the older workers at the age of 55 or older, the unexplained gender wage gap is the smallest.
For the age 15-29, the wage gap by the explained difference is 454.3 won(women over men) and
the gap by the unexplained difference(discrimination) is 984.9 won(men over women), telling us
that the gender wage gap for the age 15-29(530.6 won) comes completely from discrimination.
Among the factors of the explained differences, education training, job training, work
experience, industry, enterprise size, and labor union tend to lower women's hourly wage, while
occupation and full-time/part-time distinction increase it.
In terms of the amount of money, the gap is the largest for the age 55 or older with 6,257
won, and the smallest for the age 15-29 with 530.6 won. For the age 55 or older, the explained
difference accounts for 54.5% of the overall difference, indicating that this age group has the
lowest rate of the unexplained difference in the gender wage gap. Conversely, for the age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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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e gender wage gap analysis by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that breaks down a gap into difference and discrimination show that, in order to decrease the
gender wage gap, it is needed to narrow down the gender differences in work experience,
education training, labor union, job training, industry, and enterprise size. Narrowing down
these explained differences depends highly on what role the government plays in regard to these
factors. First, the fact that the work experience is the biggest factor of the gender wage gap
means women face considerable disadvantages from career breaks due to marriage, pregnancy,

session 02 / 한국과 일본의 성별임금격자 현황 및 과제

199

therefore earn less wage than men. To eliminate the gender wage gap, it is important that women

to participate in job training programs provided by the government.

keep their career without interruptions by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Women's
employment rate for the age 25-29 in Korea is 3.7%p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but the rate
for the age 35-39 is 12.9%p lower than the OECD average. In order to protect women in their
30s from career breaks, it is needed to strictly implement labor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Support Act.

Fourth, Establishing in-house representative bodies for workers, such as labor union, is also
very important. In Korea, workers from larger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be organized, and
the organization rate is only 10.2% as of 2015.
Last,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pay levels at the women-concentrated occupations.
Korea has the largest gender wage gap among the OECD countries, and has been most
passive in making efforts to narrow the gap. This is why "the Wage Disclosure for Gender
Equality"(2018), one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s national policy promises, is highly important.

발표문 4 - English

training they provide. Hence,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women working for small businesses

Realities and Challenges of Gender Wage Gap in Korea

childbirth and childcare. Because of the career breaks, women have less work experience, and

Source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labor/laborForceStatistics/LFS by sex and age indicators : Employment-population ratios, reorganized
[Figure 2] The Gap of Women's Employment Rates by Age in 2015(Korea VS OECD)

Second, the wide gender wage gap in small businesses means that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is urgent especially for the business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where women are
the majority of the workforce. The business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are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refore often have poorest working conditions.
Although it cannot be an option to restrict women's employment in those small companies, the
government needs to supervise those businesses more thoroughly to ensure workers' rights.
Third, the gender wage gap is wider for the workers with less job training. This implies that
more women-friendly job train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d. Given that the 'Job training' in
the Economic Activity Survey refers to job training in the workplaces, and that women are more
likely to work at smaller businesses, we can infer that the larger the businesses are, the mor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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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조와 대상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발제문과 관련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조와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 두 나라의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진단과 정책에는 공통점이 있음
- 양국의 성별 임금격차의 문제는 어떤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
- 한국 발제문에서 담고 있듯이, 성별 임금격차는 육아로 인한 고용단절, 성별 직종분리현상, 비정
규직 문제, 유리천정을 비롯한 성차별의 문제 등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임
- 이러한 문제들 중 어디에 정책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일본 발제문은 성별 임금격차 관련 정책의 흐름을 소개하고, 2013~2015년 아베정부의 정책이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 발제문은 정부의 정책효과로 인해서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하고 기혼여성과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고용이 증가했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최근 일본의 경제 활성화 및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상황 때문에 여성 고용 증가나
임금격차 완화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정부의 정책효과로 보기에는 정책 구현 기간이 좀 짧은 것은
아닌지 질문

※ 참고 : 2017년 7월에 일본 총무성 통계국이 발표한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일본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에 가까운 2.8% 수준.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2002년 6월 실업률 5.5%의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 실업률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session 02 / 한국과 일본의 성별임금격자 현황 및 과제

205

- 최근 일본의 청년 노동시장의 개선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베이비 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라는
노동공급측 요인과 제 2차 아베내각 출범 이후 경기 호조에 따른 기업 인력수요 증가라는 노동수요
측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해석이 있음(김준영, 2017).

○ 최근 고학력 여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격차가 정체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이하 권혜자, 2017)
- 2004년 이후 20대 청년층에서는 성별 고용률 격차가 거의 사라졌고, 임금격차도 낮은 편임
- 2016년 현재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69.5%로 남성 69.7%와 차이가 없음

○ 한국 발제문은 국제 비교 및 성별 순임금격차 추정과 분해 등 힘든 작업의 결과임

- 15~34세 대졸 청년층의 여성 임금은 남성임금의 80.7% 수준(월평균임금 기준)

- 순임금격차 추정방식에서는 설명변수로 설명되는 격차가 있고, 설명되지 않는 격차가 존재

- 그러나 30대 초반에서는 여전히 출산육아로 인한 고용단절이 지속되고, 이후 재취업 시 비정규

- 자료의 특성에 따라 어떤 변수들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설명되는 격차가 늘어날 수 있음
- 이 분석에서는 성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직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고용, 여성 직종으로의 집중, 저임금의 문제가 온존
- 기존의 정부정책처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성별 임금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음

○ 한국 발제문에 사용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로는 2010년 이후에도 성별 임금격차가 완화되는

- 최소한 현재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과 성별 임금격차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성별 임금격차는 사용한 자료의 성격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남
- 사업체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로 보면, 성별 임금격차는 2012년 이후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참조).
- 남성 정규직에 대비한 여성 정규직 및 여성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모두 정체된 상태임
- 어쨌든 한국 비정규직 중 54.9%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축소는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필요조건’

○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노
동시장 성평등 정책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정부의 정책기조는 주로 경력단절 사후대책에 초점(시간제 근로 촉진, 경력단절 여성에 대
한 재취업대책)
- 노동시장의 성평등이 선행되어야 경력단절 사후대책이나 비정규직 대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발제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정규직 대책 이외에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개선 확대, 유리

[그림]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시간당임금 기준)(단위: %)

천장 깨기,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성별 직업분리의 극복,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확산, 영유아 보육시설
의 확대 등이 필요

○ 일본의 정책적 시사점
- 발제문에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 이외에도, 2015년 10월 아베정부의 청년고용촉진법에 포함된
‘직장정보의 적극적 공표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정책이나,
- 2017년 3월 노동개혁방에 포함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도입(사용자에게 입증 책임 부과)
등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음

참고문헌
- 김준영(2017), 최근 일본 청년 노동시장의 개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9월 고용서비스포럼 내부
발제문,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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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자 외(2017),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취업이행과 정책과제(근간),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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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English

Discussion
Policy Tendencies and Subjects for Eliminating
the Gender Wage Gap
Dr. Kwon, Hye-ja
Research Fellow,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employment and the decrease of the gender wage gap. Therefore, given that the period of the
womanomics was rather short, it seems a little too early to conclude that the improvement
regarding women's employment has resulted solely from the policy effects.
※ Notes : According to theWorkforce Surveyby the Japanese Bureau of Statistics,

the unemployment rate in June this year in Japan is 2.8%, a rate close to full employment. The
unemployment rate in June 2002 was 5.5%, and the rate has been constantly decreasing from
2009 to 2016.
- Some researchers argue that the recent improvement of the Japanese labor market for the
young people is from the combined effects of the decrease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and
the massiv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s on the supply side, and the increase of labor demand
due to the economic recovery since the start of the Abe administration on the demand side(김준영,
2017).

○ In regard to the presentations, I'll discuss policy tendencies and subjects for

eliminating the gender wage gap.
- Belgium and Switzerland have similarities in diagnosing the causes of the gender wage gap
and the police measures to solve it.
- For both countries, the gender wage gap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explained by a single
factor, but something that comes from structural problems.
- As we can see from the case of Korea, the gender wage gap results from multiple
discriminatory factors including career breaks due to childcare,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the problems of irregular workers, and glass ceiling.
- Policy effects can differ, depending on which factors our policies put more focus on.
○ Dr. Nagase talked about the tendency of the policies regarding the gender wage gap in

Japan, and the influences of the Abe administration's womanomics on the gender wage gap
and women's employment during the period from 2013 to 2015.
- Dr. Nagase shows a very interesting finding that the policy effects led to the decrease of
gender wage gap and the increase of employment of married women and women with young
children.

○ Dr. Kim's presentation includes comparisons between countries regarding gender

wage gap and the net wage gap estimates and decompositions, which is never an easy work
to do.
- The net wage gap estimation shows both the explained and the unexplained gaps.
- The explained gap could be wider or narrower depending on what data and what variables
you employ.
- I think it would be better if Dr. Kim had used the 'irregular work' variable.
○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economic activity survey, which is the one that Dr.

Kim used, the gender wage gap has been decreasing since 2010.
- Percentages of gender wage gap vary depending on what data you use.
- The data from the survey on companies by forms of employment show that the gender wage
gap has remained almost the same since 2012(refer to the figure below).
- The percentages of the wages of both women regular workers and women irregular workers
to those of male regular workers have hardly changed.
- Considering that 54.9% of irregular workers in Korea are women,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wage gap between workers with different forms of employment.

- Other than the policy effects, I suppose that the manpower shortage, caused by the recent
economic recovery and the population ageing, has also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wo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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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The Relative Wage of Female Workers to the Wage of Male Regular Workers(hourly pay)(%)

○ In order to minimize the gender wage gap and to raise women's employment rates,

much more investment should be made in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that aim especially at
preventing young women's career breaks.
- The former Korean administrations tended to focus mainly on the policy measures
for women who already had career breaks(for example, encouragement of part-time work,
reemployment of women with career breaks).
-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a prerequisite to the policies for women with
career breaks and irregular workers so as to reduce the cost of those policies.
- As suggested in the presentation, in addition to the policies for irregular workers, the
expansion of the AA, breaking the glass ceiling, elimination of gender division in education and
job training, work/life balance, increase of childcare facilities are also needed.

Source: reorganized from theSurvey on Working Conditions by Forms of Employment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Implications of the Policies in Japan

- In addition to the various policies suggested in the presentation, I find two other policies
very intriguing: one is the policy that mandates the companies to disclose their information to the
public, a policy based on the Youth Employment Promotion Act of October 2015, and the other

○ Although more young women with high education enter the labor market, the gender

wage gap still remains wide(권혜자, 2017).

is the introduction of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principle(where the employer has the burden
of proof) that is included in the labor reform plans of March 2017.

- Since 2004, the 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among people in their 20s has almost
disappeared, and the wage gap is relatively narrow.
- As of 2016,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in their late 20s is 69.5%, practically the same
to that of their male counterparts, 69.7%.
- Female college graduates at age 15~34 earn 80.7% of what their male counterparts
do.(monthly pay)
- However, women in their early 30s start having career breaks due to childbirth and
childcare. When back to the labor market, they are likely to end up having irregular, femaledominated, low-paying jobs.
- While the existing policies for women with career breaks should continue, those policies
alone can hardly decrease the gender wage gap.
- At least, the current level of employment rate and gender wage gap of women in their late
20s should be guaranteed all along their worki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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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등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지도 의문이다.
토론자는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여성의 높은 비
정규직 비율 등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의 사용제한 등을 법정화화는 것은 통해 정규직 고용 확대와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국가의 개입 방향

일-가정양립 지원의 보편성을 강화, 고용상의 직·간접적인 성차별 방지 등 여성의 고용단절을 방지
하는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히, 국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와 방향 등을 규정한 ‘(가칭)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법에는 새 정부의 공약인 성평등 임금공시제, 성별임금격차 해소
를 위한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목표치 설정)과 시행, 이를 위한 추진체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명문화 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필요하다.
또한 유리천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취지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
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 이었다. 즉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차별
을 금지하고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이 주요 입법목적이었다. 그러나 법 제정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노동시장의 문제, 즉 여성의 낮은 고용률,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여성
의 저임금화, 유리천장 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동
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이나 임금체계의 변화 등에 주목하기 보다는 위의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오늘날 고용에서의 성차별은 직접적인 형태가 아닌 구조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런 구조적 차별의
모습 중의 하나가 이른바 “유리천장” 이다.
유리천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확대·강화하여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와 여성임원할당제 또는 목표제 도입을 법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워머노믹스 기간 동안 정규직 고용이 남
녀모두에게 증가하였고, 특히 기혼여성과 어린자녀를 워킹맘 여성의 고용이 증가했다는 점은 흥미롭
다.
여기서 나가세 교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워머노믹스의 어떤 점이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의 고
용 증가를 가져왔다고 보는지, 그리고 어떤 일자리에 워킹맘이 증가했는지 궁금하다. 동시에 나가세
교수는 성별임금격차는 변함이 없고 고학력 근로자들과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서
는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른바 ‘코스별 채용’ 때문이지, 아니면 다
른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김난주박사의 정책제언과 관련해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혼·임신·출
산·육아로 인한 근로의 중단 없는 여성의 경력유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하,「남녀고용평등법」)의 엄격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성의 경력단절이 결혼·임신·출산·육아 때문인 점도 있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성차별이 고용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유아휴

212

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

session 02 / 한국과 일본의 성별임금격자 현황 및 과제

213

토론문 - English

Discussion
State Interventions Needed in Reducing
the Gender Wage Gap
Dr. Park, Seon-young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isting law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Support Act(the EEOA hereafter. Although it is true that women's career
breaks are usually caused by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I suppose there
may also be some rather invisible,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s that lead to women's career
breaks. And I'm not sure if the problems of career breaks could be solved by having the workers
fully use the legally guaranteed parental leaves, as you suggested.
I think raising the minimum wage is the first priority in order to reduce the gender wage gap.
And, considering the higher percentages of female irregular workers, an enactment that limits
employment of irregular workers could lead to increase of regular workers, further support
of work/family balance, and prevention of indirect as well as direct gender discriminations at
workplaces.
Furthermore, an enactment, such as some 'Gender Wage Gap Elimination Act(tentatively
named),' could be consider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state intervention. If enacted, this
act should include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the Wage Disclosure for Gender Equality, the

The gender wage gap is a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multiple gender discriminatory factors
in the labor market, including the low employment rates of women, women's career breaks,
irregularization of women workers, glass ceiling, etc.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gender
wage gap, we need to focus on how the state should intervene for structural changes of the labor
market rather than on the applic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principles or the changes of
wage systems.
In this regard, I think the Japanese case is very inspiring. It is especially intriguing that, during
the womanomics period, the employment of regular workers for both women and men increased,
and th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and women with young children also increased.
Here I want to ask Prof. Nagase specifically what aspects of the womanomics led to
this increase of employment of women with young children, and in what kinds of jobs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children increased. Prof. Nagase said that there has been little

National Basic Plan for Elimination of Gender Wage Gap(with targeted percentages)1) and its
enforcement processes, and inspection and monitoring of gender wage gap.
The EEOAshould be revised to break the glass ceiling. The EEOA was enacted about
30 years ago to “guarantee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for both men and women
workers, protect maternity, develop women's occupational competence, and thereby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women workers.” That it, its major legislative goals were to prohibit direct gender
discriminations in the labor market and also to protect women's maternity. Today, however,
gender discriminations in the labor market are taking place in more structural ways than in direct
ways. The glass ceiling is the best example of this type of gender discrimination.
In order to remove the glass ceiling,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reinforce the current
Affirmative Action so as to implement the policies of the target percentages of women in
management and the quota system of women board members in the private sector enterprises.

change in the gender wage gap, and that there has also been little improvement in terms of the
gender wage gap among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 and regular workers at large enterprises. I
wonder if this is because of the practices of ‘employment by track course,’ or some other causes.
As to policy suggestions, Dr. Kim said that, to solve the gender wage gap, it is important to
help women be able to stay in the labor market without interruptions due to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that, in order to do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strictly enfor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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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몇 가지 수치로도 확인되는데 한국 여성의 남성과의 임금격차는 36.3%. OECD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OECD 평균 85%) 15년간 1위를 놓친 일이 없다. 또한 관리직 중 여
성비율은 10.5% (OECD 평균 37%),이사회 임원진 중 여성비율은 2.4% (OECD 평균 20.5%)에 불

청산되어야 할 여성노동적폐, 성별임금격차!

과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여성들은 임신·출산·양육기의 고용단절, 질 낮은 일자리, 유리 천장에
갇혀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나쁜 나라(유리천장 지수가 OECD 평균인 56.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윤옥

25.0, 영국 이코노미스트 발표, 2016.3.4) 에서 수시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한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국 여성들이 특별히 다른 나라 여성들과 견주어 볼 때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젠더 차별이다.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래 30년이 흘러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이러한 성차별의 현
실은 국가 정책의 실패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는 국가와
자본이 정책적으로 기획한 의도이며 합작품이다.
- 여성의 저임금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저임금은 남성의 장시간 노동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합리화 명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만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생산노동, 여성-재생산노동이라는 식으로〕성정체성이 노동
의 종류까지 결정하게 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젠더를 순수하게 문화적인 현실로 간주할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결국 여성의 저임금은 남, 녀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불안정 일자
리로 내몰리게 한다.

것이 아니라 계급관계의 특수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소위 여성이 생물학적인 운명이라는
미명하에 노동력의 생산을 은폐하는 기능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여성의 역사’는 ‘계급의 역사’
이다.”
-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중에서 -

1. 국가와 자본의 공동기획, 15년째 꼴찌인 성별임금격차

2.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가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
- 여성의 비정규직화에서 더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리는 여성노동
1)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
-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이 보인 지배적인 고용관리 정책은 정규직과는 고용 신분이 다른 기

-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50.2%에 불과하다. 2006년도 기준으로 48.2%였

간제 계약직, 파견직, 시간제, 일용직, 촉탁직 등 다양한 비정규직 지위들을 만들어 소수의 정규직과

으니 10년동안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8% 상승에 그쳤다. 이러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이원화/차등화된 인사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위기 후 고용관리의 핵심은 고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여성에게 ‘일’이란 가사전담, 독박 육아에 저임금노동까지, 이중노동에 시달

용구조의 조정에 있었던 바, 핵심 직무와 주변 직무로 구분하고 주변 직무를 비정규직화하여 내부노

리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밖에 없는 성차별적 노동현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

동시장의 조직적 보호로부터 탈락시키는 기업 내부의 경계 긋기와 함께, 비정규화된 일자리에 여성

하는 것이다.

을 집중 배치하는 기업관행을 광범위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화와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기업의 치밀한 시장적 계산과 선택의 과정이었다기보다, 확산되고 있는 저비용 정책에 대한 모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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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강했으며 남성 생계부양자(male breadwinner)의 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부노동시장의

3)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으로 성차별 강화 - 일·가정 양립정책

가부장적 논리를 규범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조직 내 저항을 최소화했다 (권현지 2008)1)
- 이러한 여성 노동의 외주화 정책은 90년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남성은 핵심, 여성은 비핵심 업
무로 구분하는 신인력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젠더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KTX 여승무
원 투쟁만 보더라도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는 뼈아
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처럼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없었다.2) 빈소리지만 공언이라고 해주었다는 것을 고마워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박근혜 정
부는 ‘여성’의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겠다고 함으로써 ‘일· 가정 양립’을 여성만의 몫으로 남겨두는
전략을 썼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직장에 전념할 수 없는 반쪽짜리 노동자라는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
게 되었다. ‘육아는 엄마가’라는 이데올로기는 노동시장에서, 가정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은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고 승진에서 탈락해도 어쩔 수 없다는 차별 합리

2) 더 손쉽게 쓰고 버리는 여성인력 활용 정책 - 시간제 일자리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보수정권은 노골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실

화의 기제로 활용된다. 가정에서는 똑같은 맞벌이 부부여도 여성이 남성의 4, 5배 일을 더하게 된다.
성별임금격차 만큼이나 가사노동시간 격차가 발생한다. 여성은 시간빈곤, 소득빈곤 속에서 슈퍼맘이
되거나 죄책감 속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시했다. 2016년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를 보면 남자 비정규직이 271만1천명, 여성은 339만5천명

- 결론적으로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위치는 한국 경제 위기 탈출

으로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6%를 차지한다. 그런데 전년 대비 남자는 8천명(0.3%) 증가하였고,

을 위한 희생양이었으며 여성고용정책은 여성인력개발정책, 일자리의 양적 확대 정책에만 치중되었

여자는 13만 7천명(4.2%)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분의 96%가 여성이다. 시간제근로만 본다면 시간제

다. 특히 2008년 이후 보수정권 하에서 추진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기간

근로자는 22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1천명(6.2%) 증가하였는데 성별로는 남자가 60만 4

제 – 시간제로 일자리를 수직 계열화 하면서 불평등을 구조화하면서 여성이 가장 질 낮은 시간제 일

천명으로 1만 6천명(-2.6%)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161만 8천명으로 14만 7천명(10.0%) 증가하였

자리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
- 박근혜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2013년 6월 고용률 70% 달성과 이를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

- 한국의 경제성장은 6,70년대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노동착취에 빚졌다면 80년대 이후에는 비정
규직으로, 시간제 일자리로 착취당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젠더’ 없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명분으로는 가사와 육아 때문에 일자리에 진입
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는 다 알다시피 일
자리 격차가 더 벌어졌고 위계화되어 차별이 공고화 되었다는 것이다. 정규직- 무기계약직-기간제-

4) 임신, 출산보다 근로조건 때문에 경력단절이 발생한다.3)

시간제로 일자리는 다시 재편되면서 여성은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시간제 일자리에 집중된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시간제 일자리는 3,40대에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대와 5,60대에서 증가함으로써

- 2008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제정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성역할 책임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 일자리가 더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로 재편되고 있음을

결부되어 있음을 환기시키고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조한 주요 전환점이다. 즉 국가가 여성의 경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함

력단절을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처방을 시도한 것으

으로써 일자리를 더욱 하향 시키고 기업은 더욱 손쉽게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노동력

로 평가된다. (김학실, 2015; 오은진 외, 2012).

취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성노동자의 삶은 힘들어졌지만 기업과 국가에게는 큰 이득이다.

- 이러한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변수를 제외한 채 여성의 생애
사건으로 경력단절 원인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며(김영옥 외, 2014), 경
력단절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성이 높은 문제로 진단되

2)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 (2014. 2. 4.)
1) ‘노동·젠더·불평등의 변화’ (김영미), 「여성노동포럼, 월급봉투가 묻는다. 젠더불평등과 사회정의」(2016,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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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김원정, 2013). 이러한 논의들은 경력단절로 상징되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퇴장 문제

3.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달라질 것인가?

를 보다 포괄적인 구조에 위치시켜 이해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여성의 경력단절 경로 및 영향요인 분석’에 의하면 경력단절 요인으로 ‘근로조건’ 꼽은

- 문재인 정부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은 ‘정의’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

비율이 가장 높고 (27.5%) 2위가 이직 준비, 새로운 일 도전 등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 (14.2%),

요한 과제는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특권층의 시대에서 협치와 합치의

3위가 결혼, 임신, 출산 등 생애사건이라고 응답(13.7%) 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연령, 학력, 자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불안과 분노의 사회경제에서 공존과 혁신, 통합의 사회경제로 전환할

녀 유, 무와 상관없이 ‘근로조건’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여성노동정책의 방향

것을 천명4)하였다.

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여성노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젠더 불평등이 해소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기회
는 공정하고 결과는 평등하길 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희망이 현실로 체감되고 있지는 못하다.
-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두 번의 논평5)을 통해 이를 비판하였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n=1,119 / 당시 임금근로자)

에서 여성은 청년, 신중년과 더불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의 하나의... ‘대상’으로 임신·출산이나 양육
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정책 수립의 ‘대상’ 정도로 한정되었다. 즉 여성에겐 임
신·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모집, 채용에서 업무배치, 승진, 그리고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성차별’이기 때문에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아닌 고용에서의 성차별 시정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현재 제시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는 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 페

[연령별]

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성평등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며 이는 87년 이후 줄

[학력별]

곧 펼쳐왔던 여성인력활용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 당시 자녀유무별>
(n=1,119 / 당시 임금근로자)

4. 청산되어야 할 첫 번째 여성노동적폐, 성별임금격차!
- 성별임금격차는 자연화 된 성별 격차의 결과로 합리화되고 여전히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여성노동 현실은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문제이며 가족, 노동, 복
지 등 각각의 정책 범주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젠더불평등의 총체적 결과인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사회 불평등과 사회 정의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4)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5) ‘일자리위원회, 젠더 의제는커녕 ‘여성’도 없다(6/23),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성평등은 없다!!(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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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English

- 여성노동계는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여성노동정책의 기준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거나 양적
일자리 확대에 그칠 경우 성평등 후퇴의 결과를 낳는다. 성평등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했다. 먼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폐지한다고 발
표하였으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을 페지한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 최근의 한국가스공사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자행되는 입직 시

Discussion
Gender Wage Gap, Evil to be Eliminated!
Lim, Yoon-ok
Permanent Representative,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성차별을 밝혀내고 공공기관의 입직, 승진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인사지침도 마련되어야 하며
적극적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추진주체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노동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장기지속화하는 핵심적인
문제라면 이 문제를 성평등의 원칙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좀 더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
하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개별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거나 도리어 성인지적 관점
이 없이 추진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성평등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반적인 차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권한과 집행력을 갖고 여성노동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집행체계 신설을 주문한다.

1. The Largest Gender Wage Gap, a Result of Conspiratorial Schemes of
the State and the Capital
As of 2016, the economic activity rate of women in Korea is only 50.2%, which is only a 2.0%p
increase since 2006 when the rate was 48.2%. And the gender wage gap is 36.3%, consistently
the largest among the member countries since 2002 when the OECD began to make related
statistics(the average gap of the OECD countries is 85%). What does this mean? Working women
suffer from both job responsibilities and family responsibilities. They often do almost all the
housework including childcare, and work for low-paying jobs outside. The only alternative is to
quit the job. This gender discriminatory situation has been going on since 1987 whe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Act was enacted. You may think it is just because of some unlucky
failures of well-intended law and government policies. As many studies have shown, however,
this is a result of joint works by the state and th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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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Impacts of the economic crises in 1997(the so-called IMF Crisis)
and in 2008 on women's work - irregularization of women workers
and the increase of women part-time workers

3. Will the Moon Administration, created by "the Candlelight
Revolution," be different?
The Moon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the spirit of this era is 'justice.' Gender equality and

Going through "the IMF crisis," Korean companies created numerous categories of irregular

social justice are the most important values for women workers. However, we don't feel those are

employment such as contract workers, dispatched workers, daily workers, part-time workers,

coming yet. The recently presented Road Map for Job Increase seems to target particular groups

etc. This divisive employment system, especially with the conspicuous and discriminatory

of women, implying that 'career breaks due to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is the only

hierarchy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made it easy for the companies to control

concern of women workers today, and that therefore policies should focus mainly on that.

their employees. The companies divided jobs into central and peripheral jobs, and hired women
workers mainly for the peripheral and irregular jobs. The irregularization of women workers
was supported by the patriarchal idea that male breadwinners should be protected first. This
idea, also widely accepted by the general public, effectively prevented workers' resistance. The
struggle of the women attendants of the KTX is a painful example of how irregularization of
women workers was accelerated even during the democratic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greatly increased the

Women workers suffer discriminations along the whole cycle of their work life, from
recruitment, job placement, promotion to retirement. Therefore, policies that target particular
groups of women or particular issues cannot work effectively. Policies should be made not
for particular groups of women, but for elimin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in women's
employment in general.' Regrettably, the Road Map made by the current government seems to
miss this point. Considering that President Moon calls himself a feminist, it is pretty ironic that
the Road Map demonstrates policies for women workers that are hardly different from the ones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number of part-time jobs that targeted women. As a result, jobs became more hierarchized, and
discriminations became worse. The jobs were divided into categories of regular, permanent
contract, non-permanent contract, and part-time work. Women became concentrated in parttime jobs with lowest pay. The increase of part-time jobs was seen more among women in their
20s, 50s, and 60s, not among women in their 30s or 40s. This means that the increase of parttime jobs was not intended to support 'work-family balance,' but to use women workers with
lower pay. Women workers were scapegoats for the escape of the national economic crises, and
policies regarding women's employment were focused simply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women and increase of the number of jobs for women.

4. We require the government to make a Five-Year Plan for Elimination
of Gender Wage Gap,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implementation
system.
On March 8, this year, women workers' organizations successfully organized a rally called

A recent study shows that pregnancy and childbirth are not the first major reason of women's

"STOP at 3 o'clock (and Go Home)," which was to protest against the gender wage gap. When

retiring from job.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Causes of Women's Career Breaks in Seoul,’

policies for women workers focus only on women and on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jobs

27.5% of the respondents, the majority, said the main cause was 'working conditions.' 14.2%

for women, they can hardly bring in gender equality. Policies should meet the gender equality

said they quit the job to find a new one, and only 13.7% said they quit the job due to marriage,

principles. As we've suggested multiple times, the policies aimed to increase part-time jobs for

pregnancy, or childbirth. This finding is pretty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notion, and suggests

women should be abolished. The Moon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it would repeal 'the Firing

that the first priority in making policies for women workers should be given to the improvement

of Low-Productive Workers Guideline,' but did not mention about repealing the policies for the

of the quality of work.

increase of part-time jobs.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make a road map for the elimination of gender wage ga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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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an integrated implementation system for that. The issues of women workers are not
just women's issues. They are issues for all workers because gender discrimination intensifies
overall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So far, gender-related polices has usually been made
and implemented individually and isolatedly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t the system to
work for the elimination of gender wage gap should be interdepartmental and based on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I suggest it be either a 'Special Committee' under the current 'Job Increase
Committee,' or a 'Presidential Committee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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