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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경영전략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세실업을 중심으로
이 경 곤*
20)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폭넓게 확산하지 않은 여성친화경영전략이 기업성과
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사례분석 대상인 한세실업
창업자 김동녕을 중심으로 한세실업의 여성친화적 기업문화가 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여성인력을 우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선호에 기반
한 차별과 통계적 차별 이론을 이용하였다. 한세실업은 창업주 김동녕 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오
히려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했다. 즉,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능한
여성 인재를 활용해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기업문화를 보여주었다. 둘째, 한세실업의 여성
친화경영전략은 여성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는 공정한 인재 중심 관리를 통해
구축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친화경영은 양성평등이라는 윤리적 측면이나 정부가 주도하
는 가족친화정책 등과 같은 제도적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영상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여성친화경영전략과 기업의
성과 및 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해 기업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기업에서 여성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경영사학에서 여성에 대한 기업문화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사례를 통해 여성친화경영
전략의 선택과 기업의 실적을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기존 문헌과
차별되는 점이다.
<주제어> 한세실업, 여성친화기업, 여성친화경영, 섬유산업, 의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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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의 고위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작다는 점은 구체적인 통
계 수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수긍하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인사이
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여성 임원의 승진이나 대표이사로 선출 사례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승진 사례가 의례적으로 신문의 한쪽 면을 장식하는
것을 보면, 여성이 직장 내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직은 흔한 경우가 아니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학진학자의 수에서 남녀 간의 차이는 지속해서 좁혀져 왔으며, 최
근에는 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성별 대학진학률은 2005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의 진학률을 초과하였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7% 수준을
보인다.1) 성별 학력 격차의 축소는 기업 채용시장에서 신규 여성인력의 비중을 꾸준히
상승시켰으며, 이에 따라 기업 내 여성 관리직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렇
지만 아직 기업 내 고위직에서 여성의 역할은 작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이른바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여성에 대한 채용 및 승진에 대한 차별이 아직 기업 내에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
을 제거하고 오히려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력을 우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연
구에서는 이런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정의하고 여성친화경영전략을 선택한 이유와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이 여성인력을 우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차별이론을 이용하였다. 미국과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성별 또는 인종에 따른 차별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설명이 있지
만,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 즉 선호차별과 통계적 차별을 사용한다.
1960년을 전후로 Becker(1957)는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로 주류집단의 구성원이 비주
류집단에 대해 갖는 편견을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반면, Phelps(1972)와 Arrow(1973)
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 차별에 대한 이론이 과거에 기
업 내에서 여성인력이 활용이 낮았던 현상뿐만 아니라, 여성친화경영전략을 이해하는
데 적절함을 보일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은 적극적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해야만 한다. 여성
의 고용확대는 단순히 양성평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확
보를 위한 시대적 요구이다.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의 형성과 여성고용의 확대는 기업의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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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높이며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참여가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06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
치에 따르면 동종산업 유사 규모 기업들을 비교하여 여성인력의 규모나 관리자급 여성
인력이 현저히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인사관리 단계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시행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성이사할당제에 대한 요구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자에 대한 고용확대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사회적 요구이기에 기업들도 여성친화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
요할 것이다.2)
이 연구에서는 여성친화경영의 개념을 정립하며, 여성친화경영이 기업의 성과와 경
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실제 기업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차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며, 여성친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는 가족친화를 여성친화와 구분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과 여성친화경영이 기업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3장에서
는 여성친화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서 추진되는 주요 여성친화프로그램의 종류를 알
아볼 것이다. 4장에서는 여성친화경영의 사례연구로서 한세실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여성친화경영 사례를 조사하며, 한세실업이 여성친화경영을 선택한 이유와 그간의 경
영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5장 결론은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Ⅱ. 여성친화경영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
1. 여성친화경영의 개념
기업이 여성인력을 우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성을 왜 차별하는
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방법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와 같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기업 내에서도 남성 중심적 문화를 형성하여 여성에 대한 체
2) 2006년 노르웨이는 상장회사(publicly listed companies)를 대상으로 2년 이내에 이사진의
40%를 여성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 여성이사할당제를 실시하였다. 당시 노르웨이
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법안의 내용은 당시 기업 측에 상당
한 부담을 주었다. 이후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성이사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여성이사할당제에 대한 Bertrand et al.(2019)와 Matsa et al.(2013)의 연구는 여성이사할당제
가 기업의 순이익, 매출 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Matsa et al.(2013)는
여성이사할당제 도입 이후에 기업의 해고가 감소하고 고용비용이 증가하는 등 고용관행이 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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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차별 관행이 존재하였다. 이런 차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1960∼
1970년대에 베커, 펠프스, 애로우 등을 중심으로 미국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특정 개정이나 집단이 자신의 능력에 따른 대우
를 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정의했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임금은 노동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차별이 있다면 임금 수준은 노동생산성 이외의 다른 요인
에 의해 정해진다고 본 것이다. 베커는 이런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로 주류집단의 구성
원이 비주류집단에 대해 갖는 편견을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기업 내에서 주
류를 구성하는 남성집단의 구성원들이 남성에 대해서는 논리적이고 활동적이어서 기업
활동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소극적이어서 회사생활
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남성을 선호
하게 되고, 여성은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 베커는 이런 유형의 차별을 선호
에 기반한 차별(taste-based discrimination)이라고 불렸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문화
의 특징이었던 상명하복 분위기에서 여성은 주류집단에 편입하지 못하고 승진에 제한
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호차별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베커의 선호
차별이론에 따르면 비주류집단에 대한 차별은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있고 생산성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남성이 있을 때, 선호차별의 대가는 두 노동
자의 생산성의 차이로 인한 이윤손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커는 시장
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선호차별이 지속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한 기업이 시장에
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선호에 기반한 차별이 지속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펠프스와 애로우는 베커가 가정하는 경쟁시장 내에서 정보의 완전성이라는 가
정이 비현실적이며, 기업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은 실제 그 집단의 생산성과 연관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고학력ㆍ고숙련 노동자의 경우에는 채용 후에 상당한 훈련비용
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한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해고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단순히 선호 때문에 특정 인력을 선택한다
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자를 평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펠프스
와 애로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특정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지원자
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정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여
성집단이 남성집단 보다 생산성이 낮으며 이직 성향이 강하다고 통계적으로 판단하였
다고 하자. 이런 경우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의 조건이 같다면 기업은 남성에게 더
많은 채용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경우 개별 여성은 자신의 능력이 집단 간의 차
이를 충분히 상쇄시키지 못한다면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펠프스와 애로우는
기업이 개별 지원자의 생산성과 같은 능력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즉 정보가 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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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보았다. 그
렇지만 개별 지원자로서는 자신의 능력과 별개로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펠프스와 애로우의 주장을 통
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라고 한다. 통계적 차별은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판단으로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소수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명백히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적 차별은 집단 간의 임금에 대한 차이보다는 채용 및 승진에서의 차별을 설명
하는 데 적합하다. 만약 고용주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 통계적 차별이 행해졌다면 지속
적인 관찰을 통해 이 오류는 수정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성별 등과 같은 특정 집단
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다면 통계적 차별은 지속할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통계적 차
별이 지속함에 따라 차별받는 집단 내에서 부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stereotype)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한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가 결혼 및 출산 이후에 회사
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이런 경우 기업은 신규 여성인력의 능력에 대한 개별
적인 평가에 상관없이 통계적 차별을 통해 점차 기업 내에서 중요도가 낮은 업무를 배
정하게 될 것이다. 이 차별 과정이 지속하면 여성 관리자들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한정
하게 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여성 관리자의 승진욕망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오은진 외(2019)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관리자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여성 관리자가 남성 관리자보다 현 직장에서 오르고 싶은 목표 지위가 더 낮으며 승진
목표 달성 가능성도 작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통계적 차별로 인한 부
정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형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3)

2. 여성친화경영과 기업성과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친화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경영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경영 또는 정책은 가족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양성평등 고용기회를 촉진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친화경영은 기업경영전략으로서 직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근로
자가 직장과 가정의 일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경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 내에서 진행되는 출산 및 육아휴직, 사내 보육서비스지원, 수유지원서비스 등과
3) 선호차별과 통계적 차별 이외에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처럼 이중구조화될 때 비
주류 집단에 속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구조적 차별이라고 한다.

- 61 -

｢경영사연구｣ 제35집 제4호(통권 96호)

2020. 11. 30, pp. 57~79.

같은 출산 및 양육 프로그램, 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등이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친화경영의 주된 수혜 집단은 여성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족친화경영이 의도적으로 남성을 혜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최근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 배우자 역시 일정 기간 휴
직이 가능하다는 점, 유연근무제는 남성 근로자 역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가족친화경영은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직장과 가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친화경영은 양성평등을 넘어서는 여성인력의 육성
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 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인력의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제도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친화”와 “여성친화”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김홍길 외(2015)에 따르면, 노동부는 ‘일ㆍ가정 양립’, 보건복지부는 ‘가족친화’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라는 용어를 보다 적극적인 개
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양인숙 외(2008)은 여성친화적 기업을 여성인재의 가치를 인식
하고 활용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와 문화적
환경 구축 정도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시행 정도를 바탕으로 기업의 여성친
화성을 평가하였다. 이들의 관점은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족친화와 여성친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가족친화 또는 여성친화경영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에도 기업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풍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는 이윤
및 매출액 등을 통해 측정이 비교적 쉽지만, 가족 및 여성친화의 정도를 수량화하는 것
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국내외에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
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증분석은 주로 가족친화경영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다루었
으며 일괄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Bloom et al.(2011)은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450개 업체를 대
상으로 가족친화경영지수와 기업의 생산성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으며, 가족친화경영지
수가 높거나 여성관리자 비율 등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짐을 확인했
다. 엄동욱(2009)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원패널을 사용하여 여성고용규모와
당기순이익 및 1인당 매출 등과 같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추정지만, 여성고용규모와
기업의 성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신동균(2006)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고용비율과 기업성과 간에 양의 관
계를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는 가족친화성 정도를 직접 고려하지 않고 기업 내 여성고
용자의 비율을 사용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성 고용의 양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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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만 집중했으며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를 직접 분석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유덕(2011)은 충남의 5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과 직무만족도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았으
며, 김영조 외(2012)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족친화경영은 여성근로자의 이직 의도
를 낮추고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는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정도를 고려했지만 기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실증분석에 사용
된 자료가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박상언 외(2013)은 가족친화인증기업으
로 선정된 기업의 293명 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통해 가정친화제도는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 공식과업과 연관된 직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직무만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는 살펴보지 않았다. 유규창 외
(2006)은 모성보호제도 도입 정도는 기업의 성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모성보호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근로자 1인당 생산성(매출액)을 증가하고, 근로자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의 선택 여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여성친화성 정도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제도적인 압력에 노출된 기업일수록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런 기업일수록 경영
성과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우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친화성이 채택되는
이유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실증분석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김혜원(2011)은 기업의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자들 사이에 명확한 의견일치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실
증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측정오차로 인해 친화성의 정도를 정확히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 친화정책 채택 여부 그 자체가 기업문화와 밀접하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또한 이들 실증연구는 기업의 가족친화정책을 선택하는 내부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정
책 채택 후에 그 효과가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사례연구가 중요한 연구방법일 것이다.

Ⅲ.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실행 방안
여성친화기업의 구체적인 경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일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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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양립지원, 고용평등, 그리고 여성인재육성 차원에서 조사하였다.4)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으로 사내 어린이집 운영, 가족 모임 및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 여성친화 측면에서 특징적인 기업 정책을 살펴본다.

1.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고용평등
한국IBM은 상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Mindset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기업 내 여성 지위 향상이 사업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여성인력 활용 방안
을 논의한다. SK텔레콤에서는 탄력적인 전환배치를 운영하여 여성인력이 전환배치 과
정에서 경력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여성인재육성
1) 멘토링제도
여성 직원들의 경력개발, 관리자 진출 향상, 여성 전문 역량 개발 촉진을 위해 현재
성공한 여성 관리자(멘토)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듀퐁코리아의 경우 여성 관리
자 리더십팀을 통해 부장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를 중심으로 후배 여성 관리자의 어려
움을 파악하고 있다.

2) 여성위원회운영
한국IBM은 기업에 여성위원회를 조직하여 여성 직원의 지위향상과 대내외 네트워킹
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복귀 지원 프로그
램’, ‘2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럼에 남성 직원도 포함하여 긍정
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듀퐁코리아 역시 DWN(Dupont Women’s Network)를 조직
하여 여성인력의 경력 개발에 대한 정보를 17개국의 DWN을 통해 교환하고 있다. 골
드만삭스는 여성임원촉진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승진을 보장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우먼스 네트워크’라는 사내 모임이 있으며, 이 모임에서는
비즈니스 전략 및 리더십 전략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CJ는 ‘푸른 소리회’라는 여
성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여성근로자의 의사소통 기능을 하고 있다.

4) 임의정 외(2009)에서 사용한 분류 방법과 사례를 이 연구주제에 맞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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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교육지원
아시아나항공은 전문 여성인력 육성을 위해 해외서비스 MBA과정 등과 같은 대학원
학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3. 일ㆍ가정 양립지원
1) 탄력적 근무제도
한국IBM은 근무형태를 mobile 근무와 non-mobile 근무 형태로 구분하여 근로시
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제도를 실시하여 출퇴근 시차제를 도입하
고 있다. 튜퐁코리아 역시 출퇴근 자유 시간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어린이집 운영
SK텔레콤은 2007년부터 ‘푸르니’라는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여성친화경영을 채택하는 기업들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인력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주된 프로그램은 멘토링과 여성위원
회 구성, 사내 교육 제공과 사외 교육기회 확대,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사내 보육시
설의 확장 등이었다. 위에 언급한 프로그램이 여성친화경영의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
는 없지만, 한 기업의 여성친화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한세실업은 여성 임원 50% 및 여성 관리자급 53% 달성,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
아 여성가족부는 2020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019년 여성가족
부가 발표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에서는 전체 1위에 올랐으며, 이
수치는 조사 대상 전체평균 3.6%의 15배나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여성리더들의 모
임인 사단법인 위민인 이노베이션과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상장기업의 양성평등지
수를 통해 양성평등 상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기업의 성별 다양성지수 분석 결과에서
도 한세실업이 네이버와 공동 1위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여성 차별이 가장 적은 직장으로 선정되었다. 사단법인 미래법인과 CEO스코
어가 조사한 성별 다양성지수는 남성과 여성의 근속연수와 연봉, 고용증가율, 고용 비
중, 임원 비율 5개 항목에서 남녀직원 간 불균형 정도를 측정한 값을 업계 및 기업 간
평균치와 비교한 수치이다. 이처럼 한세실업은 최근에 여성친화경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한세실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여성친화경영전략을 선택한 이유와
그간의 성과를 동종 산업과 경쟁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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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 연구
1. 한세실업의 출범과 성장사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는다’는 문구로도 유명한 한세실업은 김동
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1982년에 창립한 이래로 38년간 ‘의류’ 외길을 걷는 글
로벌 패션전문업체이다. 창업자 김동녕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를 마쳤다. 한세실업의 전신인 1972년에 한세
통상을 창업했으나 7년 뒤인 1979년 2차 오일쇼크로 부도를 맞고 만다. 이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항상 회사 경영 능력이 충분한지를 고민하고 ‘한 걸음 늦게 가자’라
는 경영철학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런 경영철학은 1982년 한세실업이 창업한 이후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이유일 것이다. 특히, 김동녕 회장은 사람과의 신뢰 관계
를 중시하여 자신의 성공 원인이 사람에 대한 투자 때문이었다고 한다. 과거 한세통상
부도 시 미국의 주거래처였던 K마트가 주문을 취소하지 않아 자금 융통이 가능해졌고,
그 덕에 부채 정리가 가능했다. 당시 K마트의 결정은 구매담당자와 오랜 기간 인간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은 고객과 주주에게 정직하며, 직원들
에게는 복지와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인재중심 경영원칙의 밑바탕이 되었다.
한세실업은 한세예스24홀딩스로 분할 재편하여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지금은 제품 디자인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글로벌기업이 되었다. 주
요 계열사로는 한세실업과 유아동복 전문회사 한세드림, 인터넷서점 예스24, 토종 캐
주얼 한세엠케이, 글로벌 노마드 데님 브랜드 에프알제이(FRJ), 70년 전통의 교육ㆍ출
판 전문기업 동아출판 등이 있다. 현재는 김익환 대표이사와 전문경영인으로서 한세실
업 첫 여성 CEO인 조희선 대표이사 공동체제이다. 한세실업의 인재와 능력을 중시하
는 경영철학은 2017년 한세실업에 합류한 이후 2년 만에 첫 여성 CEO로 취임한 조희
선 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여성 임원이 50% 이상인 한세실업 내에서도 조희선 대표
의 선출은 파격적이라고 평가된다. 전문경영인 출신인 조희선 대표의 CEO 선출은 인
재중심, 능력중심 경영이념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한세실업은 2020년 현재 본사에 600여 명과 국외 생산기지에 3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의류수출 사업에 특화된 국내 최고의 의류수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세실업은 미국의 유명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제조업자개발생산,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방식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주요 생산 품목은 셔츠의류(니트), 숙녀
복 정장, 캐쥬얼 의류 등이다. 한세실업은 국내 또는 국외 방직업체에서 원사를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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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협력업체를 통해 생산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국외법인으로 송출하고, 국외생산법
인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WAL-MART, TARGET, OLD NAVY, GAP, KOHL’S,
ZARA, H&M, Ralph Lauren 등과 같은 주요 거래처로 수출한다. <표 1>은 한세실업
의 사업 현황을 나타내는 도표이다.
<표 1> 한세실업의 사업현황
회사명
설립

한세실업 주식회사(HANSAE CO., LTD.)
1982. 11. 16.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여의도동, 5층), 본사

직원수

본사 617명, 해외 약 30,000명(베트남 17,000명, 니카라과 4,000명,
아이티 3,000명, 인도네시아 2,700명, 과테말라 2,400명, 미얀마 900명)

자본금

200억원

자산총액

1,242,120(백만원)

사업내용

OEM과 ODM 방식으로 완제품 의류 생산

대표

김익환 / 조희선

자료：한세실업 2020 HANSAE IR 보고서

2. 한세실업의 시대별 기업현황과 성과 추이
‘한국에서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은 한세실업은 1987년에 쿼터 제한이 없고
관세 혜택이 있었던 사이판에 첫 국외 공장을 설립했다. 이때 김동녕 회장은 주민들과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반영한 스킨십 경영을 통해 정착에 성공했다. 스킨십 경영
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미얀마, 아이티 국가 등에 진출할 때, 먼저 지역민
과 융화하고 선린관계를 구축했다. 1998년 니카라과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동남아
국외법인과 미국 뉴욕의 디자인센터 등 8개국 23개 국외법인, 5개 국외 오피스에서 의
류를 생산한다. 한세실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재는 연간 4억 벌의 의
류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개인 보
호장비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공장을 가동하여 연간 3,600만 장 이
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방호복 등 다양한 PPE제품을 생산
하며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 67 -

｢경영사연구｣ 제35집 제4호(통권 96호)

2020. 11. 30, pp. 57~79.

<표 2> 섬유패션산업과 한세실업 일반현황
구분

종사자규모별

업체수(개사)

고용(천명)

생산(십억원)

제조업

계

437,024

4,106

1,575,999

계

45,752

278

39,393

1~4명

30,099

66

-

5~9명

10,490

70

-

10~19명

3,070

40

-

20~49명

1,582

46

-

50~99명

351

24

-

100~299명

144

22

-

300~499명

10

37

-

500~999명

3

18

-

1000명 이상

3

36

-

-

-

0.617

1,922

섬유패션산업

한세실업

자료：1) 제조업과 섬유패션산업의 업체수와 고용 자료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인 이상), 생산은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업체 기준)를 참조하여 작성함(2018년 기준).
2) 한세실업의 고용은 IR(investor relations) 보고서에 공시한 2020년 10월 본사 직원수(국
외근로자 약 30,000명 제외), 생산은 IR의 2019년도의 연결요약 손익계산서를 참조하여
작성함.

<표 2>는 제조업 분야인 섬유패션산업과 한세실업 일반 현황을 보여준다. 섬유패션
산업 업체 수는 2018년 기준 45,752개로 제조업 전체 업체 수의 10.5%를 차지하고,
고용은 6.8%, 그리고 생산은 2.5%를 차지한다. 2019년 한세실업의 매출은 1조 9,224
억 원으로 국내 섬유패션산업에서 4.88%를 차지한다. 국내 섬유산업은 생산 및 설비
규모 측면에서는 섬유대국이지만, R&D 투자 부진과 설비개체 미흡으로 저부가가치
범용제품 위주로 생산체제가 고착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내 의류 제조업은 초기엔
단순한 하청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주문 내용에 맞춰 생산
하는 OEM 방식보다는 거래처의 요구에 맞춰 디자인과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제
품을 만드는 ODM 방식이 확대되었다. 더욱이 패스트 패션이 부상하면서 패션업체들
은 다양한 신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공급해야만 했으며, 단순 하도급 업체가 아닌 스스
로 개발해 신제품을 제안해주는 파트너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한세실업은 바이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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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M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파악하고, 신규투자와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 등으로 자체
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신제품
연구ㆍ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디자인팀과 원단 개발팀 등 R&D 인력은 80여 명으로,
전체 직원 수의 13%에 달한다. 2008년에는 뉴욕 맨해튼에 미국 현지인들로만 구성된
디자인 오피스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간 40만 장의 샘플을 만들어 글로벌 브랜
드에 제안하고, 주요 바이어들에게 의류를 납품하고 있다. <그림 1>은 한세실업의 영
업이익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한세실업의 영업이익 현황

(단위：백만원, %)

자료：전자공시시스템(DART), 최종보고서 2010~2019.

<표 3>은 국내 의류벤더 빅3 매출 현황을 나타낸다. 한세실업은 2012년 매출 1조
원 클럽에 입성한 뒤, 2019년에는 동종업계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매출 부분
에서 세아상역(1986년 설립)과 한솔섬유(1992년 설립)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공개된 2018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여성가족부(2019) 발
표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업(54.2%)이지만 여성 임
원의 비율은 3.2% 수준이다. 반면 한세실업은 5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 비율 38.9%
로 가장 높았다.5) 이 수치는 봉제의류 동종업계 평균 22.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5)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세실업의 대표이사 및 이사 현황은 2013년
25%에서 2019년 40%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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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의류벤더 빅3 매출현황

(단위：백만원)

한세실업

세아상역

한솔섬유

2019

1,922,419

1,796,910

1,495,354

2018

1,712,686

1,765,811

1,495,353

2017

1,711,333

1,722,352

1,103,027

2016

1,547,655

1,621,720

1,093,573

2015

1,586,508

1,794,037

1,240,773

2014

1,313,178

1,676,163

1,041,299

2013

1,238,695

1,576,471

1,098,775

2012

1,129,564

1,525,032

974,721

2011

995,211

1,225,778

688,729

2010

867,291

1,093,989

558,600

2009

821,494

1,142,606

507,619

자료：전자공시시스템(DART), 최종보고서 2009~2019.

3. 한세실업 기업문화의 특징
한세실업의 여성친화적 기업문화는 신입사원 채용에서부터 시작된다. 높은 급여 수준
과 복리후생은 공개채용 시 높은 경쟁률로 이어지고, 능력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신입
사원 채용 과정이 다른 회사보다도 엄정하다.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후 면접만 3번을
진행한다. 이후 모든 면접의 점수를 합산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면접 단계마다 배점
을 모두 같게 해서 대표이사, 주임/대리들이 줄 수 있는 점수의 한계가 같아지는 공정한
방식이다. 이러한 선발 과정은 지원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이 따로 있거나,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세실업의 이러한 관리방식은 여성
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는 공정한 인재 중심 관리를 통해 구축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김동녕 회장이 말한 여성인력을 위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여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기업문화를 보여준다.
한세실업은 분권화된 조직문화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권을 실무자에게 부여하는 이른
바 팀장 전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간이 생명인 패션산업의 특성 때문에 신속한 의
사결정은 디자인과 트랜드의 변화가 빨라진 패스트 패션 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실제 팀장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원단의 주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5~20명을 구성한 팀별로 분기 목표 실적을 정하고 1~3위 팀에게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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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며,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는 직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제공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한세실업의 이런 경영방침은 인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시도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창업주 김동녕 회장의 인재중심 경영원칙
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한세실업은 여성 직원들을 위해 기업 내 수평적 의사소통, 양성평등, 결혼과 출산에
제한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사내 교육 중 하나인 ‘여성 리더의 역량 강
화’는 여성 임직원이 강연자로 나서는 교육으로 한세실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러한 기업문화의 성과로 한세실업의 여성이사 비율은 2013년 25%에서 2019년 4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의도 본사는 직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개원해 여성 직원
자녀를 우선순위로 운영한다. 또한, 이 기업은 디자인센터 중심의 디자인경영 방침도 여
성 직원 비율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안주엽 외(2007)은 여성친화적 기업을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적은 업체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
별이 적은 기업은 채용, 승진과 교육 및 훈련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표 4>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한세실업의 여성근로자 현황 도
표이다.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중은 2010년 53%에서 2019년 6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2019)가 발표한 동종업계 평균 61.3%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4> 한세실업의 여성근로자 현황
근로자수

(단위：명, %)

남녀 근로자수 합계

정규직

비중

정규직+인턴

비중

정규직

정규직+인턴

2019

377

0.64

403

0.63

589

644

2018

352

0.63

378

0.63

561

601

2017

314

0.59

360

0.61

530

595

2016

331

0.58

357

0.57

571

623

2015

361

0.58

377

0.56

626

668

2014

350

0.54

368

0.57

647

647

2013

329

0.56

367

0.57

586

645

2012

353

0.57

398

0.57

624

703

2011

340

0.54

340

0.54

632

633

2010

283

0.53

283

0.53

534

534

자료：전자공시시스템(DART), 최종보고서 20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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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적 기업은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
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인재의 육성에 힘쓰는 기업이
다. 즉, 여성친화적 기업은 여성인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기업이다. 여성들이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터 서비스산업이다. 이러한 분야는
여성을 우대해서가 아니고 직무 특성 자체가 여성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의류 봉제업
특성상 국외생산 기지의 주 근로자층은 아이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세실업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유실을 니카라과 법인에 워킹맘을 위해 설치하고, 현지인 직원
비율을 고려해 직원들과 융화할 수 있는 영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서울 본사에서 근무 기회를 제
공하는 ‘해외 순환 근무제’를 2010년에 도입했다. 이런 노력으로 한세실업은 베트남에
서 ‘가장 일하고 싶은 가족친화기업’으로 불린다. 한세베트남법인은 한세실업의 전체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베트남 대미 의류 수출의 7%를 담당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만 17,000명으로 한세실업의 전체 국외생산기지 근로자
의 56%에 해당한다.
김동녕 회장은 한세실업이 국내에서는 매출액 2조 원 대의 중견기업이지만, 세계시
장으로 눈을 돌리면 ZARA를 운영하는 인디텍스의 매출이 대략 30조 원에 육박하고,
H&M는 25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한세실업은 디자인
역량을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본부를 설립하였다. 이 본부를 디자이너팀과 원단개발팀
을 구성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
다. 2000년 초까지 한세실업의 여성인력의 비중은 지금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지
만, 이 분야에 여성 전문 인력이 많아 자연스럽게 여성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
다. 디자인과 원단산업은 업종 특성으로 인해 여성인력이 남성보다 비교적 풍부한 분
야이며, 여성인력 중에서 우수한 인재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많았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세실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인력을 우대하는 여성친화경영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면에서 한세실업의 여성친화경영은 양성평등이라는 윤
리적 측면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가족친화정책 등과 같은 제도적 압박에 의해서라고 보
기는 어렵다. 세계시장에서 한세실업은 후발주자의 입장에 있으며, 여성친화경영은 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영상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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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성과와 과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약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채용과 승진에서 남성보다 차
별적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 구성의 핵가족
화와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성별 간 교육수준의 차이는 지속해서 감소하여 2005년
이후부터는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의 대학진학률보다 높은 상황이다. 고학력 여성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이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남성보다 낮으며, 직장 내에서
고위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여성근로자에 대
한 차별은 선호차별과 통계적 차별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선호차별 시각에서는 기
업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서 시장경쟁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될 수 있다. 통계적 차별 시각에서는 여성근로
자 스스로 부정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자신의 승진목표와 승진욕망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시각은 기업이 시장경쟁에 노출될수록 차별로 인
한 비용은 증가하며, 여성의 직장 내에서 성공사례가 많아질수록 차별의 강도는 약해
질 것을 예상한다.
최근에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적 경영전략을 넘어, 여성인력을 남성보다 우
대하는 여성친화적 경영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고학력 여성근로자를 적극
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고위 관리직에 필요한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친화경영전략을 채택하는 이유와 그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
히, 한세실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선호차별과 통계적 차별 관점에서 여성친화경영전략
을 선택한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982년에 설립한 한세실업은 2000년을 전후로
경영전략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단순 하청생산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 독자 브랜드
를 계획하게 되고, 이때부터 디자인팀과 원단개발팀의 연구ㆍ개발능력을 강화하게 된
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세실업은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처럼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이었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지금은 고
위 관리자뿐만 아니라 여성 임원의 비율이 38.9%로 500대 기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한세실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시
장을 개척하면서 강한 경쟁에 직면했다는 점과 고숙련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
다는 점에 있다. 특히, 고위 관리자급 여성인력의 영입, 팀장의 재량 확대, 사내 여성네
트워크의 활용 등은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할
점은 여성친화적 경영전략을 선택한 배경에는 섬유ㆍ의류 산업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
하는 비중이 커서, 고학력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1980년대부터 서구 선진국들은 가족 및 여성친화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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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육아보육정책과 양성고용평등정책을
시행하지만, 여전히 고학력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결혼과 출산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고학력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고용정책이 기업의 여성친화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세실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여
성친화경영전략의 선택은 양성평등이라는 윤리적 이유나 여성인력 활용의 경제적 효율
성보다는 시장에서 심화한 경쟁과 고학력 여성인력 공급에 더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경영사에서 그동안 연구하지 않았던 기업 내의 여성인력에 대한 경영전략
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여성 기업설립자나 여성
CEO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김성수(2003)는 한성식품이 여성 대표이사 김
순자, 고승희(2003)는 한영캉가루의 CEO 강혜숙, 그리고 이건희(2003)는 유진기공산
업의 대표이사인 김정자의 경영이념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여성인력의
활용이나 여성의 고위 관리직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업적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남녀 교육격차는 지속해서 감소하여 기업 내에서도 여성
관리직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 기업의 경영전략과 기업실적을 여
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은 크게 제한되
었다. 그렇지만 경영사에서 여성인력을 직접 고려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
며, 앞으로 여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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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Effect of Women-Friendly Management
Strategies on Strengthening the Corporate Competitiveness

Kyung-g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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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women-friendly
corporate management strategies, which have not yet spread widely in Korea,
on corporate performance and competitiveness. Focusing on the Hansae
company, the results of Hansae’s women-friendly corporate culture features
we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why businesses favor women, I
looked at the reasons why they favor women using the theories of taste-based
discrimination and statistical discrimination. In the case of Hansae, it seems
that the company abolished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women and
actively utilized female worker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Second, women-friendly management strategies were being built through
fair management of talent rather than benefiting from being women. These
women-friendly management were not due to ethical aspects of gender equality
or institutional pressures such as family-friendly policies led by government,
but to management strategic choices to survive global market competition.
From this research, it is meaningful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friendly
management strategies and corporate performance and competitiveness was
analyzed through corporate cases.
This study pioneered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corporate culture of
women in management history as women’s activities in companies recently
expanded, and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study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friendly management strategies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terms of the utilization of women’s workforce through the
case of mid-sized companies.
<Key Words> Hansae, Women-friendly company, Women-friendly management,
Textile fashion, Appare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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