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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Size and Wage Inequality: The Roles
of Performance Pay and Rent Sharing
(사업체 규모가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 : 성과공유의 역할)
송상윤

(연구 배경)
□ 최근 우리나라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
* 2015년 근로자수 10~29명 사업체 대비 300명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임금
은 1994년(1.12배)보다 크게 확대된 1.8배 수준 (고용노동부 자료)

ㅇ 사업체 규모별 임금은 근로자 특성, 노동생산성, 노동장비율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요인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없는 상태
ㅇ 미국 등에서 노동 공급측 특성(근로자의 학력, 경력 등)으로 설명되
지 않는 임금불평등 확대 요인을 노동 수요측 요인인 기업의 특
성(산업, 규모, 지역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Barth et al.
2017 등)

□ 본고에서는 1994~2015년 중 노동 수요측 요인인 사업체 규모별 임
금격차가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
ㅇ 아울러 사업체 규모별 성과공유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임금불평등
확대의 원인을 분석
(분석 방법)
□ (분석 자료)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20세 이상 60
세 이하 상용근로자* 약 660만 명(1994~2015), 기업 약 79만 개(2000~
2015) 자료 이용
*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
져 있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문의처: 송상윤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 (☎5328)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ㅇ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부문(1994~2015), 한국노동
패널(1998~2008), 기업 재무제표(2000~2015)를 이용
□ (임금불평등 요인 분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임금방정식
을 추정하고, 결과를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하여 사업체의 산업
및 규모가 임금의 분산(임금불평등의 척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
ㅇ 임금방정식의 종속변수는 시간당실질임금의 로그변수, 독립변수는 노
동 공급측 요인(학력, 경력, 노조 참여여부, 성별, 직업 등)과 노동 수요측 요
인(사업체 산업 및 규모 더미변수)*으로 구성
* 산업은 중분류(two-digit level) 기준 38개 산업(농·어업 및 일부 서비스업 제외)
으로, 규모는 근로자수를 이용하여 5개 범주(10-29, 30-99, 100-299, 300-499,
500+)로 세분화

─ 총임금(고정임금+성과급*)과 고정임금에 대한 임금방정식을 각각 추정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하며, 정기상여
금, 경영성과배분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이 포함

ㅇ 추정된 임금방정식을 이용하여 시간당실질임금 로그변수의 분산을 1)
노동 공급측 요인에 의한 분산과 2) 노동 수요측 요인에 의한 분산으
로 분해
□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 결정요인) 종속변수는 산업-규모*의 평균임금,
독립변수는 산업-규모의 특성변수(노동생산성, 노동장비율, 근로자 특성, 산업
**
평균임금)로 구성하여 분위회귀분석 을 실시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기업 재무제표 자료를 연도-산업-규모별로 가중평균하
여 결합하였으며, 연도별로 190개(=38개 산업×규모 5개 범주) 산업-규모 관측치가
생성
** 종속변수 분위별로 독립변수의 영향을 추정하는 계량기법

(분석 결과)
□ 노동 공급측 요인에 의한 임금불평등은 1994년부터 상승 추이를 보이다
2008년 이후 하락한 반면, 노동 수요측 요인에 의한 임금불평등은 2008
년 이후에도 계속 확대
□ 1994~2015년 중 우리나라 상용근로자간 임금불평등 확대는 동일 산업내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에 상당 부분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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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간 임금불평등은 상시근로자간 임금불평등 상승분의 약 11.33%를
설명하는 데에 그친 반면, 산업-규모간 임금불평등은 약 44.03%를 설명
─ 사업체의 산업보다 규모간 임금격차가 상시근로자간 임금불평등
확대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
ㅇ 총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한 고정임금만을 고려하면 산업-규모간(산업
간) 임금불평등의 기여도는 29.35%(5.77%)로 축소
□ 2000년 이후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는 성과공유 차이에 기인
ㅇ 2000~2008년 대비 2009~2015년 중 사업체 규모별 성과의 차이(노동생산
성의 차이)는 임금격차 확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반면, 규모가 큰 사
업체가 성과급을 통한 성과공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성과공유 차이에서 비롯한 사업체 규모간 성과급 차이가 상시근로
자간 임금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의미
(시사점)
□ 본고에서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상시근로자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노
동 공급측 요인보다 노동 수요측 요인(사업체의 규모 및 산업)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실증적으로 검증
ㅇ 노동 수요측 요인 중에서는 사업체 산업보다 규모간 임금격차가 임금불
평등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규모간 성과공유 차이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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