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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증권산업은 표 인 인 자본 집 형 산업 의 하나이며, 따라서 

증권산업의 경쟁력은 효과 인 인 자본 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증권산업의 

인 자본 리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높은 임 변동

성은 인 자본 공 자로서 험회피 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의 후생

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 근로자의 험부담 증 는 단기업 주의 

추구를 통해 이익상충 행 의 개연성을 높여 증권회사의 평 구축에 

좋지 않은 향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효율

 근로자의 임 수 은 은행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증권산업에서 목격되는 효율  근로자의 잦은 이직은 이들 근로자

의 임 수 이 아직 시장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

째, 국내 증권산업에서는 기업특유의 인 자본이 제 로 축 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증권회사가 평 을 구축해나가는 

기 단계에서는 기업특유의 인 자본이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향후 평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

는 국내 증권회사들은 기업특유의 인 자본 축 에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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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

오랜 기간 부가가치의 주식 탁매매업무에만 치 한 결과 국내 증권회사들은 아

직도 단순 개회사(brokerage house) 수 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증권회사의 핵심

업무인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 결과 자본

시장으로 끌어올 새로운 기업들을 제 로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

이다. 뿐만 아니라 M&A자문을 비롯한 수익성 높은 업무는 거의 부분 외국계 증권

회사에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취약한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증권회사가 제 역할을 다하기 해서는 자본시장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업과 투

자자의 다종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해서는 신성과 창의성의 발휘

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신성과 창의성의 발휘는 우수한 인 자본 없이는 불

가능하다. 이러한 에서 증권산업은 표 인 인 자본 집 형 산업(human capital 

intensive industries)의 하나이며, 따라서 증권산업의 경쟁력은 증권회사가 우수한 인

력을 얼마나 효과 으로 유지하고 리해나가는가에 의해 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 증권회사들의 인력 리는 취약한 실정인데, 이를 반 하듯 상당

수의 우수한 인력들이 외국계 증권회사로 이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임 변동

성과 인원변동성, 그리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은 증권회사 차원의 평 자본(reputation 

capital) 축 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요원하게 만들

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산업 근로자의 인 자본 축 에 한 분석을 통해 국내 증권산

업의 경쟁력 강화와 련한 시사 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술한 바와 같이 증권산업

의 경쟁력 제고는 증권산업을 구성하는 증권회사의 경쟁력, 그리고 이는 다시 증권회

사 소속 근로자의 인 자본 축 에 거의 으로 의존한다. 장에서 인 자본 축

에 한 논의가 비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은 이를 잘 반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산업의 인 자본 축 과 련하여 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무한 수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융과 노동이라는 분화된 

학문 간의 연계를 통해 증권산업의 인 자본 개발에 한 시사 을 던지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질 Ⅱ장에서는 은행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

라 증권산업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증권산업의 노동시장과 

련한 검증가설을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도출한 가설에 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끝으로 Ⅳ장에서는 결론  시사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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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특징  노동시장 련 시사

국내 증권산업은 산업 특유의 요인(industry-specific factors)  우리나라 특유의 요

인(country-specific factors)으로 인해 은행산업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권역별 노동시장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1.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특징

증권산업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증권회사의 규모가 은행에 비해 훨씬 작다는 것이

다(<표 1> 참고).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은 험분산의 필요성이다. 은

행은 자로부터 취득한 자 을 재원으로 하여 거래 기업에게 출을 해주는데, 비

록 거래기업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도래하더라도 은행은 자에게 원

과 이자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은행은 자를 신하여 거래기업의 신용 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거래기업의 채무불이행 정도가 심할 경우에

는 자에 한 원 과 이자 지불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은행의 산 험은 높아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한 두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은행 자신의 산으로 이어

지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기업에 출을 분산시킴으로써 험을 낮

추어야 한다. 충분히 분산된 출포트폴리오를 가진 은행의 지불불능 험은 이론 으

로는 완 히 사라질 수도 있다.1) 그런데 이처럼 출집 에 따른 험분산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려면 일정 수  이상의 규모가 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은행의 경우에는 규모

가 핵심 인 경쟁우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2)

고객을 신하여 험을 인수하는 은행과는 달리 증권회사의 핵심기능은 험의 

개에 있다. 증권회사는 주로 자문(advisory service), 탁매매(brokerage), 시장조성

(market making)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들 업무는 자 의 공 자와 수요자를 연

결시키는 것이라는 에서 험의 인수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유가증권 인수

(securities underwriting)의 경우 험인수의 특징을 일부 지니고 있으나, 시장조성을 

해 험을 한시 으로만 부담한다는 에서 은행의 험인수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처럼 증권회사의 핵심 기능이 험의 인수가 아닌 개에 있다면 험분산의 필요

성이 높지 않으며, 따라서 규모가 갖는 요성도 상 으로 크지 않다. 바로 이 때문

1) 은행으로부터 출받는 기업들의 산확률분포가 독립동일분포(iid)를 따를 경우 은행은 원 과 사 에 약속한 

이자를 확실하게 지 할 수 있다(Diamond, 1984). 

2) 은행권에서는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울 경우 어렵지 않게 선도은행(dominant player)의 지 를 확보할 수 있

다. 과거 별다른 경쟁우 를 지니고 있지 않던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을 통해 단숨에 선도은행의 치에 

오른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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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은행에 비해 증권회사의 규모가 작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은

행에 비해 자본시장이 제 로 발달하지 못하 고, 그 결과 자본시장 내 핵심 개자인 

증권회사의 경쟁력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국내 증권회사의 규모가 세한데는 우

리나라 특유의 사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산업 증권산업

규모
총자산 59.9조원 0.9조원

자기자본 3.3조원 0.3조원

시장집 도
CR5 70% 48%

HHI 1,316 606

업이익변동성
*

7.7% 11.9%

<표 1> 은행산업과 증권산업의 비교

  

* 업이익증가율의 표 편차(2001~2004) 

  자료: 융감독원, 증권업 회, KIS－FAS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두 번째 특징은 시장구조가 매우 경쟁 이라는 것이다. 술

한 바와 같이 은행의 경쟁력은 규모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며 이로 인해 소수의 

형기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증권산업에서는 규모의 요성이 

크지 않아 상 으로 낮은 시장집 도를 보이게 된다(<표 1> 참고). 증권산업의 시장

집 도가 낮은 데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국내 증권회사들은 그동

안 단순 개업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탁매매 업무에 주력하 는데3), 이로 인해 고

객들은 거래 증권회사를 선택할 때 증권회사의 평 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따

라 증권회사 역시 평 구축에 심을 갖지 않았으며 그 결과 평 을 제 로 구축한 

증권회사가 무한 실정이다. 그런데 평 은 신규 진입자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

(entry barrier)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국내 증권회사들의 취약한 평 이 

증권산업의 시장구조를 경쟁 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평

 구축이 필수 인 투자은행업무4)가 활성화된다면, 국내 증권산업의 시장집 도는 

3) 우리나라 증권회사 체 수익  주식 탁매매와 투자은행 업무가 차지하는 비 은 각각 60%, 5% 수 (FY05 

상반기 기 )인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체 수익에서 투자은행 업무가 차지하는 비 (49%)이 주식 탁매매 

업무의 비 (1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표 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과는 달리 증권회사는 다양하고 이질 인 고객에게 맞

춤형 상품이나 서비스(tailored products or services)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로 인해 증권회

사의 상품은 표 화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증권회사가 취 하는 상품의 내용이 복잡하며 따

라서 고객은 심각한 정보비 칭에 직면함을 뜻한다. 그리고 그 결과, 고객 입장에서는 수많은 안 에서 자

신에게 가장 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성심성의껏 제시할 것인가의 여부가 거래 증권회사 선택에 있어 가장 

요한 기 이 된다. 바로 이 때문에 투자은행업무와 같은 고부가가치 개업무에서의 핵심경쟁력은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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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다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5)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업 험이 높다는 을 들 수 있다. 은행

의 자산은 주로 출이나 채권과 같은 부채형 상품(debt contracts)에 분산투자되어 있

어 외부충격(external shock)이 발생하더라도 업이익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자본시장에서 개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외부상황에 따라 업

이익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는 수익의 부분을 주식 탁

매매 부문에 의존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부침에 따라 업이익도 변하는 실정이다

(<표 1> 참고). 증권산업에 비해 은행산업의 업이익 변동성이 낮은 원인에는 시장구

조도 한 몫하고 있다. 은행산업은 과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소수의 참가자들 

간에 암묵 인 가격 담합(implicit collusion)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시장 리 등

의 외부 환경요인이 부정 인 방향으로 변하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가시킴으로써 

업이익을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증권산업의 경우 경쟁  시장으로

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6), 이로 인해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업이익

이 변할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2. 증권산업의 특징을 통해 본 노동시장 련 시사

우리나라 증권산업은 규모, 업 험의 크기, 시장구조 측면에서 은행과 격한 차

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권역별 노동시장에도 향을  수 있다. 우선 규모  

업 험의 차이가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향에 해 살펴보기로 하자. 은행은 규

모가 크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른 외부충격을 상 으로 잘 감내할 수 있다. 업이

익 변동성이 크지 않은 도 외부충격에 한 은행의 응능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높은 업 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 으로 규모도 작은 국

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외부충격의 여 를 흡수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충

격의 응여력 상의 차이로부터 상이한 임 정책이 야기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인 자본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7)하기 때문에 험회

아니라 주로 평 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5) 투자은행업무가 주 수익원인 미국의 증권산업에서는 수천 개에 이르는 증권회사가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상  8개 투자은행의 시장 유비(CR8)가 70~80%에 달하고 있어 매우 집 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Anand and Galetovic, 2001).

6) 시장구조가 경쟁 이라고 해서 반드시 치열한 가격경쟁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증권산업에서 격심

한 가격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증권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질 이라는데 있다. 국내 증

권회사의 주 수입원인 주식 탁매매업무와 같은 동질 인 업무의 경우에는 이어의 수와 계없이 가격인

하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가격은 한계비용까지 신속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띤다. 

7) 인 자본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은 한 국가의 융구조(financial structure)에도 향을  수 있다.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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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risk averse) 성향을 지니는데, 따라서 임 이 외부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선

호하지 않는다. 임 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다소 낮은 수 의 임 도 기꺼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8) 이러한 상황에서는 험기피자인 근로자에게는 안정

인 임 을 지불하는 신, 험 립 (risk neutral)인 기업에게 환경변화에 따른 

험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체의 후생을 극 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은행산업에

서는 이러한 최  험배분(optimal risk sharing)이 어렵지 않게 발휘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은행의 경우 규모가 크고 업 험도 작기 때문에 근로자를 신해서 외부

충격의 향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 증권산업처럼 높은 

업 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기업의 규모까지 작은 경우에는 환경변화에 따른 험의 

부를 기업이 감당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도 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

다. 증권산업에서 인건비변동성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면에는 이러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단된다(<표 2> 참고).9) 

은행산업 증권산업

인건비변동성
*

25.5% 60.6%

인원변동성*
정규직 10.9% 13.8%

비정규직 18.2% 49.5%

<표 2> 권역별 인건비  인원 변동성

*인건비증가율  인원증가율의 표 편차(2001~2004)

자료: 융감독원, 증권업 회, KIS-FAS

투자가 불가능한 인 자본에 주로 의존하는 근로자들은 험회피  성향을 강하게 띠게 되고, 따라서 기업

이 험이 높은 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반 한다. 출업무를 주로 행하는 은행 역시 출자산의 보수함

수(payoff function)가 오목(concave)하기 때문에 안 한 로젝트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에서 은행은 

근로자들과 이해를 같이 한다. 반면 융자본, 특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볼록한 보수함수(convex 

payoff function)를 가짐에 따라 험한 로젝트를 더 선호한다. 따라서 만약 정치 으로 다수의 국민

(political majority)이 인 자본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들은 은행과 연 하여 주식시장이 발 하

는 것을 반 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은행 심의 융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Perotti and 

Thadden, 2003). 정치경제학 인 측면이 일국의 융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융자산이 일

정 수  이상 축 된 나라에서만 주식시장이 제 로 발 하는 상을 잘 설명해 다.

8) 안정 인 임 을 받는 가로 임 수 이 다소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는 행 는 가장 기본 인 보험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즉, 장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정된 보험 (certainty equivalent)을 받는 가로 보험료(risk 

premium)를 지불하는 것이다. 

9) 증권산업에서 목격되는 높은 인건비 변동성은 최근 인건비를 변동비화 하려는 국내 증권회사들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과거 증권회사의 인건비는 다른 권역과 마찬가지로 고정비 성향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탁매매업무에서의 가격경쟁 심화와 주식시장 침체를 배경으로 수익성 하가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수익성 하에 따른 부담을 근로자에게 이 시키는 과정에서 인건비의 변동비화가 속도로 진 된 것이다. 

특히 외부충격에 한 응력이 취약한 소형 증권회사일수록 여에서 성과 이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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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의 높은 인건비변동성은 직원 수의 변동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인

건비변동성이 높은 이유가 외부충격시 근로자 수를 조정하는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는 것이다. 실제로 인원변동성, 특히 비정규직의 인원변동성은 증권산업에서 훨씬 높

게 형성되고 있다(<표 2> 참고).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인원변동성 차이 역시 

증권산업에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의 인원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환경 

변화가 래될 경우 비정규직의 수를 통해 인원수를 실제로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에서 증권산업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훨씬 더 심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

다.10) 

권역별 규모의 차이는 근로자의 인 자본 개발에도 향을  수 있다. 규모가 큰 은

행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지 가 안정 이어서 자신이 속한 기업과 련된 기술

(firm-specific skill)을 개발할 유인을 가진다. 반면 규모가 작아 외부충격에 상당 정도 노

출된 국내 증권산업의 근로자들은 회사에 한 소속감이 약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

업특유의 기술보다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  기술(general-purpose skill)을 발 시키

는데 더 많은 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11) 실제로 증권산업의 경우 은행에 비해 자격

증 취득  각종 강좌개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증권산업 근로자의 인

자본 개발 패턴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의 시장구조의 차이 역시 노동시장에 향을  수 

있다. 은행산업이 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 산업 내 기업

의 수가 많지 않아 이직이 용이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수의 이어들 간에 임 에 

한 암묵  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도 가장 효율

인 근로자는 경쟁시장 임 에 비해 낮은 수 의 임 을 받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

다. 반면 경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증권산업에서는 이직이 용이할 뿐만 아니

라 증권회사 간 임  담합도 어려워, 효율 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해서는 상 으

로 높은 임 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이한 시장구조는  다른 측면에서 권

역별 임 구조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 으로 극심한 경쟁에 노출된 산업에서

는 노조의 상력이 약한 반면, 독과  시장구조를 가진 산업에서는 노조의 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12) 이는 경쟁에 노출된 산업과는 달리 독과  산업에서

10) 은행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인원변동성 차이는 상 으로 크지 않다. 이러한 사실

은 비정규직 채용 목 이 인력수  상의 탄력성을 높이기 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즉, 상

으로 인건비가 렴한 인력을 사실상 상시 채용하기 한 목 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활용되고 있

다는 것이다. 

11) 기업특유의 기술에는 특정기업의 기계나 기술에 한 이해도, 회계시스템이나 의사결정 차의 특이성에 한 

지식, 특정기업 고객의 욕구에 한 지식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일반  기술에는 기계 반에 한 일반 인 

지식, 회계장부 작성에 한 보편  지식, 일반 인 사업용어와 차에 한 친숙도, 매와 마 에 필요한 

반 인 기술 등이 있다(Milgrom and Roberts, 1992).

12) Allen and Gale(2000)은 선진 인 기업지배구조, 즉 이사회와 같은 내부 통제장치를 제 로 갖추지 않고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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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조가 임 수 을 높이더라도 이를 가격에 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

의를 통해 은행의 경우 가장 효율 인 근로자의 임 수 은 낮지만, 노조의 강한 상

력에 의해 평균 인 근로자의 임 수 은 높게 형성될 것임을 상할 수 있다. 반면 

증권산업의 경우 가장 효율 인 근로자의 임 수 은 높지만, 평균 인 근로자의 임

수 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13) 

권역별 시장구조의 차이는 권역별 규모 차이와 마찬가지로 인 자본 투자와 련한 

의사결정에도 향을  수 있다. 은행처럼 산업 내 기업 수가 제한 이어서 이직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는 경쟁력을 높이기 해 자신이 속한 기업특유의 기술을 개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국내 증권산업처럼 경쟁  시장구조로 인해 이직이 용이한 

경우, 근로자는 기업특유의 기술 신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  기술 개발에 힘을 쏟

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개별 증권회사 입장에서도 언제 이직할지 모르는 근로

자를 해 기업특유의 기술 축 에 필요한 투자를 늘릴 유인이 강하지 않으며, 따라서 

증권산업의 경우 기업특유의 기술 축 을 한 투자는 최  수 에 비해 과소하게 이

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신보성, 2006).

성과가 뛰어난 일부 기업( : 일본의 토요타)에 주목하고 있다. 성과가 뛰어난 이들 기업이 갖는 공통 인 특

징은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에서 제품시장의 경쟁은 통 인 의

미에서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의 논의를 확장하면 산업별로 노조활동의 강도

가 상이한 상에 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만약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 속한 기업에서 노조가 지나치게 강

성일 경우에는 기업의 존속이 태로워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서 강성노조는 뿌리내리기 어렵

다. 반 로 독과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노조활동이 활발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에 지장이 생길 가능

성은 극히 낮고, 바로 이 때문에 독과 산업에 속한 기업에서는 노조가 강경일변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다. 이러한 추론은 독과 화가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은행산업에서는 노조활동이 매우 강한 반면, 경쟁

인 시장구조를 띠고 있는 증권산업에서는 노조활동이 상 으로 약하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13) 이에 해서는 다음 장의 분 회귀분석 부분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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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앞 장의 서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증권산업 노동시장에서 발견될 것으로 기 되는 

표 인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임 변동성은 증권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둘째, 증권산업의 경우 평균 인 근로자가 받는 임 수 은 은행보

다 낮지만 가장 효율 인 근로자의 임 수 은 은행보다 높다. 셋째, 증권산업에서는 

일반  인 자본(general-purpose human capital)의 축  유인이 강한 반면, 기업특유

의 인 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에 한 투자 유인은 낮게 형성된다. 이  

첫 번째 가설 즉, 권역별 임 변동성 차이에 해서는 근로자 임 의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인 평균  

근로자와 가장 효율  근로자 임 의 권역별 차이에 해서는 통상최소자승법(OLS) 

 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임 함수를 추정하여 검증한다. 끝으로 

인 자본 축  방식에 해서는 임  로 일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데이터  산업분류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해 매년 노동부가 실시하는 ‘임 구조기본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한다. ‘임 구조기본통계조사’에는 근로일수, 근로시간, 정액 여, 과 여, 연간특별

여 등의 임 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한 개별 근로자의 특성이나 인 자본의 수

을 나타내는 성(性), 혼인상태, 학력, 나이, 경력년수, 근속기간 등의 정보도 제공되는데, 이

들 정보는 권역별 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한 설명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융업에 한 분류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표 산업분류에 따르면 융

업은 ‘ 융  보험업(65~67)’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는 융업(65), 보험  연 업

(66), 융  보험 련 서비스업(67)이 포함된다. 한편 융업(65)은 다시 통화 융기

(651)  비통화 융기 (659)으로, 융  보험 련 서비스업(67)은 융 련 서비

스업(671)  보험  연 련 서비스업(672)으로 세분된다(<표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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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분류 세분류

융업(65)

통화 융기 (651) 앙은행(6511), 일반은행(6512)

비통화 융기 (659)
축기 (6591), 여신 융업(6592),

투자기 (6593), 그 외 기타 융업(6599)

보험  연 업(66) 보험  연 업(660)

생명 보험업(6601), 연   공제업(6602),

비생명 보험업(6603), 사회보장 보험업(6604),

재보험업(6605)

융  보험 련 

서비스업(67)

융 련 서비스업(671)
융시장 리업(6711), 증권  선물 개업(6712), 

기타 융 련 서비스업(6719)

보험  연 련 

서비스업(672)
보험  연 련 서비스업(6720)

<표 3> 한국표 산업분류－ 융  보험업

 자료: 통계청, 한국표 산업분류

은행업과 증권업이 갖는 본질 인 특성을 가장 잘 반 할 수 있는 방식은 일반은행

(6512)을 은행산업, 증권  선물 개업(6712)을 증권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

나 술한 ‘임 구조기본통계조사’에는 근로자의 소속 산업이 소분류(세 자리수)까지

만 구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통화 융기

(651)이 은행산업을, 융 련 서비스업(671)이 증권산업을 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서술의 편의상 융  보험업(65~67)을 ‘ 융업’, 통화 융기 (651)을 ‘은행

업’, 융 련 서비스업(671)을 ‘증권업’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분류에 의해 은행업과 증권업의 과거 10년(1995~2004)간 임 변동성을 변이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표 편차/평균)를 통해 살펴보면 증권산업이 0.33으로 

은행업의 0.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건비증가율의 표 편차를 통해 본 임 변동

성이 증권산업에서 더 높다는 Ⅱ장의 서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표 2>참고).14)

2. 권역별 임 리미엄 분석

(1) 임 결정 방정식

14) 임 변동성을 계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어느 한 근로자의 임 을 시계열에 걸쳐 추 하는 것인데, 이

를 해서는 패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의 '임 구조기본통계조사'는 매년 조사 상자가 

달라지는 횡단면자료(repeated cross-section data)에 의존하고 있어 개별 근로자의 임 을 장기간에 걸쳐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만약 노동부의 조사 상 샘 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속성

이 매년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횡단면자료라고 하더라도 분석결과에 있어 패 자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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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결정 요인 분석을 해 가장 리 사용되는 방식은 Mincer(1974)류의 임 함수

를 추정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따라 다음과 같은 임 결정 방정식

을 설정한다.

        

    




     
 --- (1)

 식에서 lnWi는 근로자 i의 시간당 임 의 수치인데, 시간당 임 을 사용한 이

유는 내생성 문제(endogeniety problem)를 피하기 한 것이다. 개별 근로자의 노동

공 을 반 하는 근로시간은 임 소득에 향을  수 있지만, 반 로 임 소득이 근

로시간에 향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제거하기 해 근로시간

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신, 근로자의 시간당 임 소득을 종속변수로 사용

하는 것이다. 설명변수  EDUi는 근로자 i의 교육년수를, EXPi는 근로자 i의 경력년

수(=연령－교육년수－취학연령(6))로서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잠재  경력을 나타

낸다. EXPi와는 별도로 EXPi의 제곱항을 포함시킨 것은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시간

당 임 이 상승하되 체감하는지를 살펴보기 한 것이다. Tenurei는 근로자 i의 근속년

수(동일직장 근무년수)이며, Regioni는 근로자가 속한 지역에 한 더미변수로 근로자 

i의 직장이 서울인 경우에는 1의 값을, 그 지 않을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진다. 마지막

으로 Ii는 업종(증권업, 은행업)별로 임 리미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보기 한 

더미변수이다. 

추정에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의 통계  특성(2004년)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평균 

교육년수는 권역별로 큰 차이가 없이 략 12년~13년 정도이다. 반면 경력과 근속년

수는 모두 은행업이 증권업보다 길며, 특히 근속년수는 은행업에서 12년인데 비하여 

증권업에서는 7년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의 경우 같은 회사에 근

무하는 기간(근속년수)이 다른 권역에 비해 짧다는 것은 노동시장과 련하여 요한 

시사 을 제공해 다. 근속년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장이동(turnover)과 반비례하는 

지표이며,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축 하는 인 자본이 어떤 종류인지

를 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련해서는 3 의 임  로 일 분석 부분

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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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년수 경력년수 근속년수 연령

 융업(65~67)
12 

(12) 

17 

(41) 

10 

(36) 

35 

(39) 

은행업(651)
12 

(13) 

18 

(46) 

12 

(43) 

36 

(43) 

증권업(671)
13 

(7) 

14 

(21) 

7 

(18) 

33 

(21) 

<표 4> 주요변수에 한 기  통계(단 : 년)

 ( )안은 표 편차

 자료: 노동부,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2004년 기

(2) 권역별 임 리미엄(Ordinary Least Squares)

<표 5>에는 1995~2004년의 기간  융업(65~67)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를 상으로 

임 결정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15) 학력간 임 격차를 나타내는 교육년수

의 회귀계수( β
1
)는 0.071~0.106 사이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값은 한 가정 하에

서 교육투자 기간을 1년 추가하는데 따른 수익률, 즉 교육투자수익률로 해석될 수 있

다.16) 따라서 융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교육년수가 1년이 길면 략 

7.1%~10.6% 정도의 (시간당)임 리미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력계수는 양(+)의 

값을, 경력제곱항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력이 쌓일수

록 임 이 상승하지만 상승률은 체감함을 뜻하는 것이다. 근속년수의 경우에도 근속년수 

계수는 양(+)의 값을, 제곱항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의 경우와 

동일한 상을 보이고 있다. 

권역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 크기를 살펴보면 증권업이 은행업보다 더 높게 나타

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두 번째 가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즉, 증권산업에 종

사하는 평균 인 근로자의 임 수 이 은행산업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추론과는 거

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찰되지 않는 특성을 감

안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이에 해서는 다음 의 분 회귀분석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15) 여성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이탈하거나 사회  제약으로 인해 인 자본의 속성과 임

수 과의 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근로자들만을 상으로 임

결정 방정식을 추정하 다.

16) 본 연구에서 교육투자 수익률이란 사 인 투자수익률(private rate of return)을 말한다. 그리고 투자비용의 계

산에 있어서는 교육에 한 직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기회비용만을 포함한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Schultz(1988)와 Psacaropoulos(199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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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교육년수

0.080 0.084 0.085 0.080 0.087 0.106 0.077 0.071 0.084 0.083

(69.5) (56.9) (59.2) (56.9) (56.5) (40.5) (46.0) (42.8) (43.1) (42.7)

경력

0.048 0.048 0.043 0.039 0.040 0.062 0.044 0.057 0.071 0.067

(40.0) (32.7) (29.1) (25.4) (26.0) (28.6) (26.9) (26.9) (28.4) (28.2)

경력
2
/100

-0.078 -0.073 -0.069 -0.058 -0.051 -0.104 -0.065 -0.080 -0.109 -0.109

(-26.3) (-21.0) (-19.3) (-16.2) (-13.8) (-18.6) (-16.0) (-17.4) (-20.2) (-21.5)

근속년수

0.045 0.048 0.047 0.046 0.039 0.032 0.039 0.040 0.026 0.033

(37.1) (30.3) (30.6) (29.5) (27.1) (16.3) (28.0) (23.1) (13.4) (17.6)

근속년수
2
/100

-0.095 -0.119 -0.091 -0.087 -0.082 -0.069 -0.066 -0.066 -0.025 -0.037

(-21.8) (-19.8) (-16.3) (-15.7) (-14.6) (-7.7) (-12.4) (-10.3) (-3.6) (-5.6)

지역 더미

-0.008 -0.062 -0.096 -0.118 0.047 0.105 0.226 0.182 0.164 0.206

(-1.06) (-5.54) (-8.8) (-11.8) (3.9) (13.6) (36.2) (21.4) (17.5) (22.1)

상수항

7.223 7.284 7.385 7.506 7.298 7.091 7.483 7.669 7.623 7.581

(359.16) (281.5) (291.82) (301.27) (267.6) (159.5) (257.5) (255.1) (211.2) (211.5)

증권업(671)

더미

0.248 0.196 0.236 0.190 0.197 - 0.332 0.316 0.223 0.201

(44.6) (28.0) (35.4) (28.8) (27.9) - (45.9) (38.3) (22.6) (20.3)

은행업(651)

더미

0.125 0.052 0.075 -0.023 0.177 - 0.168 0.132 0.050 0.135

(23.5) (7.6) (11.87) (-3.96) (28.5) - (26.6) (15.8) (5.1) (14.4)

R
2

0.546 0.543 0.560 0.562 0.404 0.345 0.453 0.500 0.412 0.435

N 18663 12357 12652 11810 18798 12002 19879 11567 11111 10568

<표 5> 융업(65~67) 남성 근로자의 임 함수 추정 결과

주: ( )안은 t-value, 2000년 자료 일부는 산업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추정치를 구할 수 없음

자료: 노동부, 『임 구조 기본통계조사』, 해당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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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이 에서는 증권산업의 경우 가장 효율 인 근로자의 임 수 은 높지만, 평균

인 근로자의 임 수 은 낮게 형성될 것이라는 Ⅱ장에서의 추론을 분 회귀분석

(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검증한다. 여기서 가장 효율 인 근로자라 함은 학력이

나 경력 등 찰된 인 자본의 수 은 다른 근로자와 같지만, 능력이나 노력과 같

은 찰되지 않은 특성이 뛰어난 경우를 말한다. 외견상 동일한 인 자본 수 에서

도 근로자들의 찰되지 않은 특성은 매우 이질 으로 분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17)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 의 통상최소자승법(OLS)과 같은 고 인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고 인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시간당 임

)의 조건부평균(conditional mean)을 심으로 하는 선형모형이기 때문이다. 분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조건부 τ-분 (conditional τ-quantile)를 심으로 하는 선형

모형을 사용한다는 에서 좀 더 일반 이라고 할 수 있다. 

Koenker and Bassett(1978)에 의해 처음 소개된 분 회귀분석의 필요성을 직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변수의 향도를 통제한 후 구해진 종속변수의 조

건부분포를 상정해 보자. 이 때 만일 표본집단의 이질성이 강해 분포의 각 분 별

로 종속변수의 결정요인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평균 ” 결정요인 만을 가지고 

추정하는 일반 인 회귀분석으로는 각 분 별 결정요인을 식별하기 어렵다.18) 우리

의 를 가지고 설명하면, 임 결정식의 주어진 설명변수(교육수 , 근속년수, 경력, 

권역별 더미 등) 값에서 시간당 임 이 상 에 속한 근로자 집단과 하 에 속한 근

로자 집단을 구분한다고 하자. 이 때 상  집단에서의 설명변수의 계수와 하  집

단에서의 설명변수의 계수는 이들 설명변수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찰되지 

않는 이질  특성으로 인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표본집단의 이질성이 

강할 경우 고 인 회귀분석 방법은 평균을 심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분  집단

별로 상이한 계수를 식별해 낼 수 없지만, 분 회귀분석에서는 이러한 분 별 식별

이 가능해지는 것이다.19) 분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17) 이는 매우 합리 인 가정이다.

18) 를 들어 간단한 소비함수를 추정한다고 할 때, 소비수 의 상  10%(  소비액 기 이 아니라 설명변

수의 값을 통제한 후의 조건부 분포에서의 상  10%)에 속하는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과 하  10%에 속하는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이 다르다면, 평균  한계소비성향만을 추정하는 일반 인 최소자승추정법으로는 그 

차이를 포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분 회귀분석을 사용하면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 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해낼 수 있다. 분 회귀분석은 사실상 간값 회귀분석(median regression)을 일반화한 회귀분석 방법이

다. 간값 회귀는 50분 (50th percentile) 분 회귀와 동일하여, 오차의 반은 음(-)의 값을 갖고, 나머지 반은 

양(+)의 값을 갖도록 제약을 주어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간값 회귀는 소비수 이 간 정

도인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는 것이 된다. 비슷한 논리로, 10분  분 회귀는 오차의 10%는 음(-)의 

값을 갖고 나머지 90%는 양(+)의 값을 갖도록 제약한 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10분  회귀는 략 소

비수 이 하  10%에 속하는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게 해 다.



- 14 -

         │          ------- (2)

여기서 β τ는 (k×1) 계수벡터, Xi 는 설명변수의 (k×1) 벡터, uτi는 오차항(error terms)을 

각각 나타내며, Q τ(y i |X i) 는 X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y의 τ번째 조건부분 (conditional 

quantile)를 가리킨다. 물론, 모든 i 에 하여Q τ(u τi |X i)=0이 성립한다. 분 회귀계수 

β τ의 추정치는 주어진 분 (τ) 하에서 식(3)과 같은 최소화 문제의 해가 된다.

 












 ≥  

│  │ 
 ≺ 

   │  │   ------- (3)

<표 6>에는 남성 근로자에 한 분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하  10%에 

속하는 임  근로자(τ=0.1)의 경우, 증권업  은행업 더미의 회귀계수는 각각 

0.110, 0.048로 증권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임 소득 분 가  쪽으로 

가까이 가면 결과가 달라진다. τ=0.25인 경우와 τ=0.5인 경우 은행업 근로자의 임  

리미엄이 증권업 근로자의 임 리미엄보다 더 커지는 것이다. 반면, 상  임

소득 분 (τ=0.75, 0.9)에서는 다시 증권업 근로자의 임  리미엄이 더 높게 나타

난다. 특히 최상  임 소득 분 인 τ=0.9에서는 증권업의 임 리미엄이 무려 

0.423으로 은행업 더미 계수 0.182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증권

산업의 경우 가장 효율 인 근로자의 임 수 은 높지만, 평균 인 근로자의 임

수 은 은행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19) 체 표본을 해당 소득분 에 따라 별개의 샘 로 분리한 후 동일한 추정식을 통상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면 

근로자의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분석 상을 해당 소득분

로 구분할 때 그 분 에 해당되는 찰치 만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의로 표본을 선택하는 결과를 래하며, 

이에 따라 심각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유발될 수 있다. 반면, 분 회귀분석은 임의로 표본의 찰치를 

분할하지 않고 표본의 모든 찰치를 사용하며, 단지 소득분 에 따라 가 치를 달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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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융업(65~67) 남성근로자의 임 리미엄에 한 분 회귀 분석 결과 

(2004년)

OLS
quantile(=τ)

0.1 0.25 0.5 0.75 0.9

교육년수
0.083 0.068 0.075 0.077 0.072 0.063 

(42.73) (14.79) (30.61) (36.29) (28.30) (20.02)

경력
0.068 0.044 0.052 0.071 0.068 0.075 

(28.21) (7.71) (15.87) (17.57) (18.33) (17.59)

경력2/100
-0.110 -0.090 -0.094 -0.120 -0.100 -0.103 

(-21.55) (-7.61) (-13.21) (-13.78) (-11.59) (-9.68)

근속년수
0.033 0.065 0.047 0.033 0.023 0.012 

(17.66) (16.06) (16.98) (12.22) (9.95) (3.52)

근속년수
2
/100

-0.037 -0.108 -0.064 -0.038 -0.029 -0.012 

(-5.64) (-8.09) (-5.91) (-4.53) (-4.08) (-1.10)

지역 더미
0.206 0.235 0.229 0.191 0.177 0.158 

(22.17) (13.49) (18.71) (16.64) (18.74) (15.66)

은행업(651) 더미
0.135 0.048 0.135 0.182 0.194 0.182 

(14.48) (3.02) (13.39) (14.32) (25.69) (17.58)

증권업(671) 더미
0.201 0.110 0.116 0.122 0.258 0.423 

(20.39) (7.80) (11.77) (11.49) (17.73) (29.71)

상수항
7.582 7.505 7.582 7.670 8.014 8.252 

(211.55) (94.55) (168.72) (166.94) (188.46) (166.01)

R2 0.4351 0.3510 0.3098 0.2590 0.2342 0.2334

N 10568 10568 10568 10568 10568 10568

 (  )의 숫자는 boot strapped t-value

3. 권역별 인 자본 축  방식 분석

여기에서는 임 결정 방정식 추정 결과를 토 로 하여 경력  근속년수가 늘어남

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임 리미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권역별로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이 요한 이유는 동 분석을 통해 근로자들의 인 자본 축  방식을 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축 하는 인 자본은 근로자가 어떤 기업에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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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와 상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인 용도의 기술이나 지식(general 

purpose human capital)이 있고, 특정 기업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기업특유의 기술이

나 지식(firm-specific human capital)이 있다. 이 둘의 구분은 교육훈련의 정책  측면

에서 매우 요하다. 인 자본의 종류에 따라 가 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가 

교육훈련의 편익을 가져갈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Becker(1975)).

(1) 인 자본의 종류에 따른 교육훈련의 편익과 비용

일반 인 인 자본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과 편익 모두가 근로자에게 귀

속된다.20) 이는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기업과 근로자 각각의 입장에서 따져

보면 자명한 것이다. 

첫 번째 경우, 즉 근로자의 일반  인 자본 축  비용을 기업이 부담했다고 하자. 

기업은 훈련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자신이 리고 싶어함은 물론이고, 이미 교

육훈련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 인 임 지출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

의 입장에서는 향상된 인 자본이 다른 기업에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것이어서 

직장을 옮겨도 무방하며, 실제로 이직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졌

기 때문에 더 높은 임 을 받을 수 있다.21)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직장

을 옮기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기업은 

손실을 입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기업은 근로자의 일반 인 인 자본 축 과 련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22) 

이번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일반  인 자본 축 과 련한 비용을 부담했다

고 하자. 이 경우 근로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임 을 더 받

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 임 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

른 회사로 이직하면 된다. 반면, 기업은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필요가 없

다.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으면 향상된 생산성만큼 임 을 더 지불하면 되고, 교

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기존의 임 을 지불하면 된다. 결국 일반  교육훈련에 한 투

자결정은 기업과는 무 하며 오로지 근로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일반  인 자본과는 달리 특정 기업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기업특유의 기술이나 

20) 교육훈련에 따른 편익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고, 비용은 교육훈련에 소요된 직  비용과 기회비용

(foregone earnings)이다. 

21) 이러한 논의는 물론 직장이동에 따른 한계비용이 이직으로 인한 한계편익, 즉 임 상승분보다 크지 않을 경

우에만 성립된다.

22) 만약 기업이 해당 근로자의 임 을 이 보다 높게 책정해 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만 부담하고 편익은 

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코 그 게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생산물 시장이 경쟁 이면 이 회사는 생산

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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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축 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비용을 나 어 부담하고 따

라서 편익도 나 어 가지게 된다. 첫 번째 경우, 즉 근로자가 기업특유의 인 자본을 축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근로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자신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할 유인이 없다. 일반  인 자본

이 아니라 기업특유의 인 자본이 축 되었으므로 다른 기업으로 옮길 경우 생산성 향

상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균형(equilibrium)은 아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재의 직장이나 이직한 직장이나 임 이 같기 때문에 근

로자에게는 아무런 향이 없다. 반면 기업은 훈련을 시킨 근로자가 이직하게 되면 훈련

에 따른 편익을 릴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근

로자는 자신이 속한 기업에게 추가 인 임 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

지 않으면 이직함으로써 기업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credible threat)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즉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이 기업특유의 인 자본을 축 하는데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하 다고 가정하자. 근로자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 기 때문에 훈련에 

따른 편익도 당연히 리고 싶을 것이다. 기업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립 이다. 즉, 근로자가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 과 같은 생산성을 보일 것이고, 

따라서 이  수 의 임 을 지불하면 된다. 반면 근로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훈련

을 받았다면 높아진 생산성만큼 임 을 올려 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역시 균형은 아니다. 기업이 만약 훈련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면 기업에게는 아무런 이

득이나 손실이 없지만 근로자는 타격을 받게 된다. 다른 회사로 옮겨 갈 경우 기업특

유의 훈련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러

한 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을 함으로써 임 상승분을 이려고 시

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특유의 교육훈련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구도 비용을 

으로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훈련의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군

가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해법은 비용과 편익 모

두 기업과 근로자가 나 어 가지는 것인데, 이럴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이익을 얻

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고나 자발  이직을 통한 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이직은 어드는 반면 근속년수는 늘어나게 된다.

(2)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권역별 인 자본 축  방식을 악하기 해 경력－임  로 일, 근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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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로 일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1 의 임 결정함수(식1)를 은행업(651)

과 증권업(671) 각각에 해 추정한 결과에 기 한 것이다(추정결과는 부록의 <부록 표 

1>, <부록 표 2>를 참고).

가. 경력－임  로 일

일반  인 자본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을 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인 자본의 축  정도는 근로자가 노동시장 내에 얼마나 머물면서 경험을 쌓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즉, 노동시장 내 경력변수가 일반  인 자본의 축  정도를 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내 경력이 길수록 일반  인 자본 축 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커지므로, 경력－임  로 일은 우상향하되 상승정도가 체감하는 오목

(concave)한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경력이 늘어날수록 훈련으로부터 얻는 이

익은 체감하는 반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증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훈련에 투입하

는 시간이 어들기 때문이다.

기업특유의 인 자본에 한 경력－임  로 일은 일반  인 자본의 경우와 차

이가 있다. 기업특유의 인 자본 축 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과 근로자가 분담한다

고 해서 훈련개시 시 에서 근로자가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일단 기업

이 비용을 지불한 다음, 생산성 향상을 반 하여 임 을 올려주는 시 에서 동 비용을 

근로자의 임 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기업특유의 인 자본 축

과 련된 경력－임  로 일은 일반  인 자본 축 의 경우에 비해 완만하게 

나타날 것임을 기 할 수 있다.

<그림 1>은 남자 근로자의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임 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

여주고 있는데, 증권업의 경력－임  로 일이 더 가 르다는 을 알 수 있다. 이

는 증권업에서 일반 인 훈련을 통한 인 자본의 축 이 다른 업종보다 더 많음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비하여 은행업의 경력－임  로 일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은행업에서는 기업특유의 훈련을 통한 인 자본 축 이 상

으로 활발하다는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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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력－임  로 일 (2004년, 남자)

 

실 으로는 경력－임  로 일만을 가지고 어떤 근로자 집단이 더 일반  인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특유의 인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하기는 

쉽지 않다. 를 들어 경력－임  로 일이 완만한 이유가 기업특유의 인 자본 축

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반  인 자본의 축 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속년수－임  로 일 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23)

나. 근속년수－임  로 일

기업특유의 인 자본 축 이 활발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즉 한 직장 내에서의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 증 는 임 인상으로 

반 되어 근속년수에 따라 임 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근속년수와 

주로 련된 것은 기업특유의 인 자본이며, 따라서 축 되는 인 자본이 기업특유의 

것일수록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임 은 더욱 가 르게 상승할 것임을 기 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인 자본은 근속년수보다는 노동시장 내 경력년수와 주로 련되어 있으

며, 이로 인해 근속년수와 임 리미엄 간 계는 상 으로 약하게 나타날 개연성

이 크다.

<그림 2>에는 남자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임 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

23) 이 밖에 근로자들의 직장이동(turnover)률을 보는 방법이나 근속년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 인 방법은 경력년수는 같으면서 근속년수가 다른 근로자들의 임 로 일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해서는 근로자들의 이동을 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패 자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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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경력－임  로 일과는 정반 로 은행업의 임  로 일이 

더 가 르다는 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력－임  로 일 분석에서 은행업의 임 상

승 속도가 가장 완만하게 나타난 이유가 일반  인 자본 축 이 취약해서라기보다는 

기업특유의 인 자본 축 이 활발하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9.0

9.5

10.0

10.5

1 6 11 16 21 26 31 년

ln (임 금 )

은 행

증권

<그림 2> 근속년수－임  로 일 (2004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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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증권산업 노동시장에 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시사 은 근로자들의 

과도한 험부담이 가져올 향에 한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험을 부담시

킬 경우 귀속감 상실로 인해 단기  성과 달성에 주력하게 되고, 그 결과 고객의 이익

에 반하는 행 가 나타날 개연성이 존재한다. 만약 증권산업 종사자의 빈번한 이익상

충 행 가 실화된다면, 고객의 신뢰상실을 야기함으로써 개별 증권회사는 물론 

체 자본시장의 성장까지 제약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우리나라 증권산업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험의 크기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증권산업 근로자들의 높은 험부담은 증권회사의 업이익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은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업이익 변동성은 탁매매업무에 한 과도한 의존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탁매

매 업무 일변도에서 벗어나 투자은행업무  자산운용업무 등의 활성화를 통해 수익

원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24)

두 번째 시사 은 효율 인 근로자에 한 보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

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평균 인 근로자의 임 은 은행에 비해 

낮지만, 가장 효율 인 근로자의 임 은 은행보다 높은 수 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Ⅱ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증권산업의 경우 은행산업과는 달리 경쟁 인 시장구조

를 띠고 있어 효율 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유지하기 해서는 상 으로 시장가격에 

근 한 임 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모든 증권회사들이 

효율 인 근로자에게 경쟁 으로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면,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이직률은 낮은 수 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은 그 지 못하다. 

효율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임 이 은행권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산업에서

는 효율  근로자의 이직 상이 매우 범 하고도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는 효율  근로자의 임 이 은행권에 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여 히 시장가격

에는 못 미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 증권회사에 근무하던 효율  근로

자들은 일정 수 의 경험을 쌓고 난 후에 외국계 증권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경향은 주로 격한 임 격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효율 인 근로자

에게 한 보상이 제공되지 못하면 국내 증권산업의 성장은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25) 

24) 미국의 경우를 보면 탁매매업무만을 하는 증권회사(discounter)에 비해 업무가 다각화된 증권회사

(national full line)의 인원변동성이 훨씬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수익원의 다변화가 업이익의 변동성을 

이고 그 결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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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기업특유의 인 자본이 축 되어야 한다. 

앞 장의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 증권산업에서는 기업특유의 인 자본이 제 로 축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증권산업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일부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낙후성 역시 인 자본 축  방식에 상당한 향을 주었음을 부인하

기 어렵다. 효율  근로자의 잦은 이탈, 탁매매 일변도의 업방식 등으로 인해 기업특

유의 인 자본 축 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처럼 증권

회사의 핵심 경쟁력인 평 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는 기업특유의 인 자본 축 이 갖는 

요성은 상 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증권회사 자체의 평 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일

부 효율  근로자의 이탈이 발생하더라도 증권회사의 경쟁력이 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산업의 경쟁력이 극도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기업

특유의 인 자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재 국내 증권회사의 주 수입원인 탁매매업무의 경우 고객이 증권회사를 달리 

선택하더라도 결과에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동질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탁매매업무에서는 증권회사의 평 이 갖는 요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투자은행업

무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인수, 리서치, 자 조달이나 구조조정 련 자문, 자산운용 

등의 여러 이 연계되어 시 지를 발휘하므로 어느 한 개인이나 의 평 이 아닌 

증권회사 체의 평  구축이 필수 이다. 그런데 증권회사의 평 은 해당 증권회사 

특유의 유․무형의 업방식  그 결과가 장기간 집 되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업방식  그 결과는 개별 증권회사 특유의 인 자본의 질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국내 증권회사의 경우 이제부터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출발 에 치해 

있는데, 이러한 기 단계에서 기업특유의 업방식을 구축하려면 기업특유의 인 자

본 개발이 필수 이라고 하겠다.26) 

25) 스톡옵션은 효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이끌어냄으로써 트 십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의 비 은 10.5%에 불과하여 은행권의 57.1%보다 훨씬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2004년 기 ). 

26) 기업특유의 인 자본 개발을 해서는 명확한 경 철학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이 

속한 증권회사의 철학과 비 에 맞추어 고객, 동료  다른 과 업활동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개발

시켜 나감으로써 특유의 인 자본이 축 되는 것이다. 명확한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격 인 보

상을 통해 효율  근로자를 유치하더라도 기업특유의 인 자본 축 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증권회사 고유의 

철학이 부재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실 이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단할 수 없

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 증진여부에 한 고려 없이 개별 근로자의 실 만을 근거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증권회사의 경 진은 물론 회사 내 다른 과의 력과 조율에 별다른 심

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단기실  추구, 이직 등이 빈발하게 됨으로써 기업특유의 인 자본 축 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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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995 1996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교육년수
0.089 

(37.9) 

0.078 

(32.2) 

0.074 

(29.2) 

0.084 

(27.9) 

0.064 

(13.0) 

0.098 

(16.1) 

0.090 

(25.4) 

0.087 

(19.2) 

0.101 

(19.6) 

경력
0.058 

(27.0) 

0.059 

(25.1) 

0.048 

(18.4) 

0.061 

(18.3) 

0.081 

(17.0) 

0.086 

(18.2) 

0.077 

(19.8) 

0.100 

(20.2) 

0.110 

(20.8) 

경력2/100
-0.090 

(-15.5) 

-0.105 

(-17.1) 

-0.078 

(-11.1) 

-0.107 

(-12.3) 

-0.143 

(-11.3) 

-0.162 

(-11.8) 

-0.128 

(-13.7) 

-0.168 

(-14.7) 

-0.197 

(-16.2) 

근속년수
0.070 

(25.8) 

0.055 

(19.6) 

0.035 

(12.0) 

0.038 

(11.1) 

0.027 

(7.11) 

0.057 

(15.3) 

0.038 

(11.4) 

0.012 

(2.78) 

0.011 

(2.11) 

근속년수2/100
-0.244 

(-18.4) 

-0.149 

(-12.3) 

-0.046 

(-3.76) 

-0.052 

(-3.61) 

-0.045 

(-2.82) 

-0.171 

(-10.4) 

-0.060 

(-4.14) 

-0.001 

(-0.06) 

-0.013 

(-0.55) 

지역 더미
0.032 

(2.04) 

-0.095 

(-1.54) 

-0.056 

(-0.87) 

-0.158 

(-2.20) 

-0.555 

(-3.71) 

0.192 

(1.78) 

-0.210 

(-4.16) 

0.102 

(1.64) 

0.092 

(1.40) 

상수항
7.169 

(185) 

7.489 

(186) 

7.807 

(183) 

7.491 

(143) 

7.576 

(90.6) 

7.168 

(49.9) 

7.929 

(102) 

7.646 

(76.7) 

7.378 

(67.8) 

R
2 0.630 0.645 0.587 0.610 0.314 0.343 0.485 0.350 0.304

N 4,175 3,491 3,390 2,808 3,599 4,282 3,234 2,875 2,729

<부록 표 1> 증권업(671)의 임 함수 추정결과

( )안은 t-value, 2000년 자료는 산업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추정치를 구할 수 없음

자료: 노동부, 『임 구조 기본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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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교육년수
0.075 

(45.6) 

0.084 

(38.0) 

0.083 

(40.4) 

0.073 

(36.0) 

0.104 

(44.2) 

0.076 

(36.2) 

0.055 

(22.0) 

0.078 

(28.0) 

0.081 

(29.3) 

경력
0.031 

(15.0) 

0.048 

(18.4) 

0.040 

(16.1) 

0.022 

(8.17) 

0.031 

(10.4) 

0.030 

(11.9) 

0.037 

(8.81) 

0.046 

(10.2) 

0.042 

(10.4) 

경력2/100
-0.050 

(-10.3) 

-0.071 

(-11.5) 

-0.066 

(-11.4) 

-0.031 

(-5.15) 

-0.026 

(-3.75) 

-0.034 

(-5.97) 

-0.051 

(-5.75) 

-0.074 

(-8.06) 

-0.071 

(-8.77) 

근속년수
0.052 

(26.6) 

0.042 

(15.2) 

0.053 

(21.7) 

0.063 

(25.3) 

0.058 

(22.4) 

0.065 

(31.0) 

0.071 

(22.8) 

0.053 

(16.5) 

0.070 

(23.7) 

근속년수2/100
-0.095 

(-14.9) 

-0.079 

(-8.45) 

-0.090 

(-10.9) 

-0.115 

(-13.9) 

-0.134 

(-14.7) 

-0.127 

(-17.7) 

-0.140 

(-13.7) 

-0.075 

(-7.35) 

-0.116 

(-12.7) 

지역 더미 - - - -
-0.063 

(-0.85) 

0.261 

(30.9) 

0.206 

(18.5) 

0.167 

(13.4) 

0.174 

(14.6) 

상수항
7.531 

(268) 

7.349 

(193) 

7.482 

(208) 

7.643 

(210) 

7.198 

(169) 

7.606 

(203) 

8.018 

(162) 

7.844 

(135) 

7.801 

(143) 

R2 0.521 0.527 0.579 0.573 0.471 0.623 0.538 0.475 0.555

N 7,714 4,693 4,889 4,513 5,767 6,333 3,730 3,734 3,921

<부록 표 2> 은행업(651)의 임 함수 추정결과

( )안은 t-value, 2000년 자료는 산업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추정치를 구할 수 없음

자료: 노동부, 『임 구조 기본통계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