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56권 제4호(2018. 12): 125~156

공직사회의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관한 새로운 접근:
“핑크컬러게토(Pink Collar Ghetto)”의 규명*

우양호**

1)    

<目     次>

Ⅰ. 서론

Ⅱ.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연구의 설계와 측정 

Ⅳ. 분석의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함의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직의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대하여 ‘핑크컬러게토(Pink Collar 

Ghetto)’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핑크컬러게토는 ‘벨벳게토

(Velvet Ghetto)’라 부르기도 하는데, 직장여성의 업무가 보이지 않게 한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공직에서는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기관 및 부서가 출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직업적 

성공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된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직무분리

와 핑크컬러게토의 개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현실에 도입될 수 있는가? 그렇다. 성

별직무분리는 “공직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어 특정 직무에 집중되는 현상”이며, 핑크컬

러게토는 “여성들이 흔히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비핵심적이고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나 이미지를 가진 업무분야나 부서”를 의미한다. 둘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

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직무나 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성별

직무분리의 경향성은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인식으로 각각 관찰되었고, 직무별 차이와 성별 차이

도 보여주었다. 셋째, 개인과 조직차원의 요인들이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존재에 영향

을 미치는가? 역시 그렇다.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인한 수평적 혹은 수직적 분리는 핑

크컬러게토의 발생과 어느 정도 인과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공직여성 

및 기존 정부의 인사정책에 새로운 쟁점과 함의들을 던져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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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까지 역대 정부들은 공직에서 남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

다. 1996년 김대중 정부의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의 양성평등채

용목표제,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 등은 최근까지 정책의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 결과 현

재 여성공무원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아

졌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여성은 이제 고용의 과반수에 근접해가고 있으나, 이들이 

“과연 남성과 동등하게 양질의 핵심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

다. 여성이 하위직에 많이 쏠려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선험적 연구에서 밝혀졌고, 공직

의 중요 업무나 핵심보직을 남성이 더 많이 선점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많다(박천오･김

상묵･강제상, 2000; 강인호･권경득., 2005; 박천오, 2010; 권경득, 2010). 반대로 단순 

직무나 민원 및 비핵심 부서에는 여성이 월등하게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행정자치부, 

2018). 

이런 점에서 현재 공직여성의 삶과 직장생활에 관한 이러한 의문은 상식적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힘든 것이며, 곧 이 연구의 동기와 출발점이다. 즉 이 연구는 공직 남성과 

여성의 보직 및 직무가 완전하게 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특정 직무나 부서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은 차지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금 공직사회에서 여성들이 주로 맡

는 직무가 성별차이(sex difference)에 상관없이 남성의 그것과 같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공직의 여성 연구에서 또 다른 

중요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해외의 기존 사례와 연구들은 대체로 후자

에 동의를 하는 것 같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이 문제를 성별직무분리(sexual task segregation) 현상으로 규

정짓고, ‘핑크컬러게토(Pink Collar Ghetto)’ 혹은 ‘벨벳게토(Velvet Ghetto)’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장기간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대한 핑

크컬러게토의 개념이 다루어진 이유는 일단 직장에서 여성이 소수이고 약자였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는 지금 공직사회의 전문적 직무에서 그렇지 않은 직무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남성직무(male typical task)가 존재하는 반면, 주로 비숙련적 수행으로 권위와 중

요도에서 낮게 평가되는 여성직무(female typical task)가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특히 해외에서는 공공부문과 정부조직에서도 성별직

무분리에 의한 핑크컬러게토 혹은 벨벳게토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꾸준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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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고 있다(Yamagata, et. al, 1997; Reid, Miller & Kerr, 2004; Jacobs, 2006; Reese1 

& Warner, 2012).

이렇듯 해외의 공직사회와 민간부문에 각각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가 확실히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도 핑크컬러게토의 개연적 가능성은 충

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 문제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며, 

아직 학술적으로 개념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현재 공직

사회에서 성별직무분리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와 그 결과인 핑크컬러게토 개념에 대한 

학계와 현장에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공직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 이론을 소개하고 그 검증을 해봄으로써, 향후 공

직 여성의 삶을 재검토하고 인사정책 실무와 관련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은 연구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첫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개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 공직사

회의 현실에 도입될 수 있는가? 둘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이며, 기관이나 직무, 성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 셋째, 성별직무분리의 개인적, 조

직적 원인이 성별직무분리 현상의 발생과 핑크컬러게토의 존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넷째, 이상의 연구결과가 지금 공직여성과 기존의 정부 인사정책에 주는 새로운 함

의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Ⅱ.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성별직무분리의 이론과 쟁점

1) 성별직무분리의 의미와 유형

성별직무분리(sexual task segregation)란, “한 직장에서 남성 혹은 여성이 직무에 따

라 분리되고, 어느 한 쪽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성별에 따른 직무분리

(task segregation)는 직종분리(job segregation)와 유사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좁고 미

시적인 개념이다(Navarro & Mink, 1999; Anker, 2000; Baunach, 2002). 즉 의류나 화장

품산업에서 여성이 많고 기계나 자동차산업에서는 남성종사자가 높은 것처럼 성별로 직

업 자체가 나뉘는 것은 ‘직종분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무직 안에서 남성은 기

획, 영업, 인사 등의 업무를 맡고, 문서작성이나 업무보조 등의 주변적 업무는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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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고 할 때 성별에 따라 직무가 나눠지는 것을 ‘직무분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

별직무분리는 성별직종분리의 세분화된 개념으로 같은 직종 혹은 하나의 조직 안에서 

나타나며, 그 유형으로는 수평적 분리와 수직적 분리로 각각 구분된다. 

우선 수평적 분리(vertical segregation)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영역의 직무나 직

군에 집중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예컨대, 성별에 따라서 일의 영역을 구분하여 여성은 

집안의 가사와 관련이 되거나, 대인 서비스 등과 관련된 직무에 집중을 시키는 것이다

(우양호, 2013). 이는 같은 부서나 직급 안에서 다른 직무의 수행에 대한 성차별 인식과

도 유사하며, 성별 직무의 배정이나 할당의 경험 또는 기억으로 정의할 수 있다(Bielby 

& Baron, 1996; Mez & Buhler, 1998; Blau & Kahn, 2000). 

반면에 직종 내 수직적 분리(vertical task segregation)는 “동일한 직군 내에서 성별로 

다른 직급에 배치되는 현상”이며,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직급에 종사함으로써, 다시 성

별차이에 따라 어느 한쪽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와 평가를 점유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의 구조적 측면에서 승진이나 권한의 분배에 대해 구성원이 성별차이에 따라 기회

가 차단되었다고 느끼는 지각, 자신의 성공가능성이 적거나 없다고 인식하는 것과 밀접

한 연관을 갖는다. 그러므로 성별직무분리 이론에서 수평적 분리는 수직적 분리의 또 

다른 선행적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nk, 2003; Stockdale & Nadler, 2013; 

Grow, & Deng, 2014; Nix, et. al, 2015). 

현대사회의 직종이나 직무는 남녀 성별에 따라 분화되어 왔다는 것이 관련 학계의 정

설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에서 여성이 집중된 직무는 남성이 집중된 직무에 

비해 수적으로도 소수(minority)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임금(low wage)을 제공하고 

안정성(occupational stability)도 떨어지는 하위직종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Frehill, Abreu & Zippel, 2015). 이러한 성별직무분리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가장 큰 걸

림돌이라는 것이 연구자들 사이에 통념으로 굳어져 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학문적 관점에 따라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

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성별직무분리의 원인과 쟁점

(1) 개인적 요인

전통적으로 성별직무분리를 불가피하게 정당화시키는 쪽의 관점은 초기 ‘노동경제학

(labor economics)’의 논자들이었으며, 이들이 이 분야의 이론적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

는 전통적 경제학의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의 주장과도 유사한 것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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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개인의 인적자본은 남성 개인보다 약하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성별직무분리가 여성 스스로 가진 개인적 요인(individual difference factors)에 의해 발

생함을 주목하고 있다(Reskin, 1993; Anker, 1997). 성별직무분리에 대한 노동경제학적 

관점은 기존 여성이 남성을 능가할 만큼의 업무능력을 보이지 못했거나, 상대적으로 남

성에 비해 비효율성과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나약한 생물학적 존재였다는 주장을 편

다. 이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여성은 자신을 사회와 직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연적으

로 어떠한 의식과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별직무분리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과 행동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논의되고 있

다. 

첫째, 성별직무분리는 여성에게 주어진 환경적 조건 하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

(rational choice)’의 결과이며, 스스로 성별에 따른 직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유도한

다는 점이 제기된다. 즉 현대 산업사회에서 남녀가 원래부터 성별로 다른 직무를 수행했

던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다른 신체 혹은 물리적 조건 때문이며, 이는 과학적으로도 검

증이 완료된 사실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에 조직에서 주로 맡는 직무가 서로 다른 이유

는 여성이 그 업무에 더 적합하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여성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

이라고 전제를 한다. 노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논거를 소위 ‘혼잡가설(crowding 

hypothesis)’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여성들은 스스로 여성적인 직업이나 직무를 선택하

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조직에서 낮은 지위를 갖게된다고 한다. 즉 여성들은 주로 결혼과 

출산, 가사와 양육의 부담 때문에 가정생활과 양립하기 쉬운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소수의 직무나 직군에 다수의 여성이 몰리면서 분리가 조장된다는 것이다. 이

는 분리된 직무나 직군에서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여성 

전체의 처우를 계속 낮아지도록 만든다는 논리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은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여 전형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에 부합하는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을 가진 인간으로 길러져, 결국 특정한 유형의 직무에 서로 다른 강점을 갖는다

고 본다. 이는 한마디로 개인이 이해득실에 대한 판단결과를 예상하면서 비용소모를 낮

추려는 합리적-경제적(rational-economic) 인간관에 기초하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Hartmann, 1976; Howe, 1977; Ghiloni, 1987; Mez & Buhler, 1998).1) 

1) 1980년대부터 사회가 발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보편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성별직무분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변화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직무분리의 추세가 균일한 경로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1980년대 이후 세

계적으로 나타난 성별직무분리의 추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되거나 조직 내부에서 설명될 수 

없는 양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경제학자들은 여전히 특정직에 대한 진입 이전에 서

로 다른 남녀의 개인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젠더이론가와 사회학자들이 직무분리의 결과만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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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성들은 직장에서 스스로 ‘성 역할갈등(gender role conflict)’이 발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든다. 즉 여성은 상대적으로 직무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힘든 구조일 경우,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성별직무분리의 발생은 

필연적 현상이라고 밝힌다. 게다가 여성에게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 사이의 역할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특정 직무 영역에 여성 스스로를 한정시키면

서 조직에서 성별직무분리를 구조화해 나가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Stockdale & 

Nadler, 2013; Grow, & Deng, 2014; Nix, et. al, 2015). 특히 대부분의 기혼직장

여성(married female workers)은 성별직무분리를 통해 스스로 자녀들에 대한 모성을 

지키고 가정에도 일정부분 시간과 역량을 할애하려는 의식이 많은 점을 학자들은 강력

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Bielby & Baron, 1996; Monk, 2003). 직장생활에 있어 성

별직무분리는 여성이 모성(maternity)과 같은 여성성을 감추는 것에 오히려 도움이 되

는 기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여성은 직장과 사회로의 진출시기에 강한 자기방어적 기제(self defense 

mechanism)를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 있다. 서구의 사례에서 유색인종이나 이민자의 경

우 그 성장과정에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 중에도 자기방어를 위한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여성이 많다

고 한다. 또한 여성이 직장에 들어온 이후 조직생활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여성성을 강요

받고 나약한 존재였음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Anker, 1997). 대다수 

직장여성은 스스로 조직 내에서 소수자 그룹이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방어적 

태도를 종종 취한다. 이 때문에 자기방어기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

으로 사용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으로도 정의가 된다(Howe, 1977; Blau & Kahn, 2000). 

특히 자신이 하위직급에 있으면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무의식적인 자기보호를 한다는 

가설이다(Stockdale & Nadler, 2013; Nix, et. al, 2015). 따라서 성별직무분리는 대다수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지는 안전의 욕구와 자기방어기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된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한편, 이상의 노동경제학적 관점에 의한 성별직무분리 현상의 정당화나 불가피성의 

주장은 이후에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경제적 인간관과 개인적 관점에만 의존한 성

별직무분리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평적 분

리와 수직적 분리가 공존하는 성별직무분리 개념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경제적 

개인’만으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후일 노동사회학이나 젠더이론에 의해 많

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Grow, & Deng, 2014; Ko, Kotrba & Roebuck, 2015). 

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으로 계속 맞서 왔다(Frehill, Abreu & Zippe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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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 요인

성별직무분리에 관한 노동사회학(labor sociology)이나 젠더이론(gender theory)의 관

점은 생물학적 성(gender)과 노동의 가치(value)는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

늘날의 성별직무분리를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무엇보다 이

러한 이론들은 개인이 속한 직장환경 및 조직적 요인(organizational factors)에 의해 강

요된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대해 새롭게 주목한다. 즉 성별직무분리를 한마디로 "여성 노

동력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정의하고, 조직에서의 성별분업이나 여성성의 강요, 가부장

적 권력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Stainback & Kwon, 

2012; Grow, & Deng, 2014; Bremner, 2015). 게다가 공직사회에서 성별직무분리의 문

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문화권 하의 성별분업과 가

부장적 이데올로기,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와 관련된 이론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사회학과 젠더이론에서 주목하는 개념은 성별분업과 여성성의 역할, 권력의 

한계성 등으로 요약된다.

첫째, 남녀직무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의식 속에 담겨있는 전형적인 전제의 하나는 성

별분업(sexual division of labor)의 문화적 개념이다. 현대사회에서 성별분업의 조직문

화는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데서 연유하지만 더 이상 중립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박한호･한상암, 2013; David, 2015). 왜냐하면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별분업은 대부분 남성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여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은 비슷하고 경쟁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각기 다르고 보완

적인 일을 해야만 조직의 기초가 붕괴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있다. 가정에서의 성별분업

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생물학적 역할에 따라 여성은 가족의 감정적인 안정을 책임지

게 되고, 남성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따라 경제적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도 동･
서양에서 오랫동안 고정되어 왔다(Smith, 2014; Bremner, 2015). 이러한 가부장제 구조

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노동력을 통제하고 성별직업분리와 가사노동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낮춘다고 본다. 즉 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은 미혼여성은 결혼을 통해 

남성에게 의존하고, 그러한 기혼여성은 후일 가사노동을 전담하도록 강요받는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학적 성별분업의 전제는 사회적으로 성별직업이나 직무분리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왔다(England, 1993; Probert & Wilson, 1993). 

둘째, 여성들이 집중된 직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회적으로 부여되어 온 전형적인 

여성성(femininity)의 역할관념과 유사하다는 점에 학자들은 주목한다(Ross, 2004; 

Morgan, 2007). 여성의 직종이 다양화되지 않았던 시대에 오래된 조직적 관행에서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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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승진에 유리하고 핵심적인 직무 안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보이지 않게 존재한다고 본다(Mastracci, 2004). 원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사회 

내에서의 성별역할(gender role)의 구분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직무분리 현상은 특정 개인이 가

진 문제라기보다는 직장이 가진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논리이다.2)

셋째, 여성에 대한 ‘권력의 한계성(limitations of power)’은 조직의 성별직무분리를 

구조적으로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직장여성에게 동일한 직위와 경력을 갖

춘 동료 남성에 비해 직무에 관한 재량(discretion)이 보이지 않게 덜 주어지는 현상을 

말한다(Zoch & Russell, 1991; Brown, 1995; Rung, 1997; Stainback & Kwon, 2012).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이란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 혹은 요

소인데, 인적 역량이나 물적 자원을 동원(mobilization)하고 판단(judgment)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지위나 역할이 동일할지라도 그것을 소유하

는 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부여되는 권력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다는 가설이

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 조직에서 다수인 남성은 동일한 성을 가진 공식적, 비공식적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업무를 융통성 있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대다수 여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수그

러지게 된다. 이는 조직에서 여성의 행동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성별직무분

리가 확장 및 재생산되는 환경적 요소로 지적된다.

이상과 같이 젠더관점과 노동사회학 계열의 성별직무분리 이론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조직의 남성이 그동안 자신들이 독점해온 인정과 선망을 여성과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다는 가능성이고, 이는 성별로 다른 직무가 고착화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여성이 

소수의 특정직무에 집중되는 현상은 비단 특정 국가들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2) 여성성(femininity)의 역할은 일종의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상위의 개념이다. 이는 조직문화와 구조의 

특성인 성별분업문화와는 분명 다른 개념이다. 우선 여성성은 여성의 직무가 가사노동과 유사한 일, 

육체적 부담이나 위험이 덜한 일, 노약자나 병자를 돌보는 일, 구속이 덜하고 시간사용이 자유로운 

일 등 일반적인 사회적 고정관념(social stereotype)과 유사한 직무라는 것이다(Green, 2005; Sneed, 

2007). 사회적 고정관념은 직무주체인 개인으로 하여금 그와 유사한 직무에서 여성의 근무를 장려하

고, 그와 다른 직무로의 여성 진출을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성별분업문화는 여성과 남성은 비슷하고 경쟁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각기 다르고 보완적인 일을 해야

만, 조직의 기초가 붕괴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을 경우를 말한다(Guvenen, Kaplan & 

Son, 2014). 즉 성별분업에 기초한 조직구조는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데서 연유하지

만,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다. 기존의 다수 남성들에게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 오던 소수 

여성이 갑자기 발탁이나 할당을 통해서 좋은 보직에 배치되거나 승진하는 변화에 대해 조직은 수용

적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남성의 직무나 직책이라고 여겼던 곳에 여성이 들어오려 하면, 이는 

지금껏 내려온 조직의 ‘상징적 질서(symbolic order)’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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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성별직무분리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회의 정부와 기업에서 광범

위하게 발생하는 현상임을 학자들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우선은 민간부

문에서 조직에서의 여성비율이 낮을수록 성별직무분리가 더 심해지고, 여성의 상대적 

임금이나 복지의 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분리된 직무는 곧 직무

성과에 따른 보상이나 공식적 권위로 연결되며, 동료나 상사의 지원에 있어서도 상대적

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조직의 남성들이 독

점해 온 직무에서 여성이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연구들은 성별직무분리 

현상의 고착화 가설을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Stockdale & Nadler, 2013; 

Grow, & Deng, 2014).3)

결론적으로 지금껏 논의되고 있는 성별직무분리에 관한 여러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말

하는 효과는 이것이 수평적인 업무분담이 아니라 인위적인 차단으로부터 시작되어, 다

시 의사결정권한의 차이를 가져오는 수직적인 위계의 성격을 띠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

리고 나아가 직장에서 여성의 직업적 성공이나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성별직

무분리가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다수의 연구에서 남녀간에는 

성별직무분리의 유무와 정당성에 대한 의견 차이(sex difference)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개인인지 조직인지의 여부도 치열한 논쟁 중에 있다. 하지만 성별로 직무가 분화

되는 현상이 직무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차이는 차별(discrimination)의 의미로 규정될 수 있다. 성별직무분리는 많은 직장여성들

이 고위직이 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조직의 입장에서는 잠재된 여성의 

능력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부정적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성별직

무분리의 현실적 표출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핑크컬러게토(Pink Collar Ghetto)’ 혹은 

‘벨벳게토(Velvet Ghetto)’의 개념으로 보다 정교하게 이론화되었다.

2. 핑크컬러게토의 의의와 쟁점

1) 핑크컬러게토(Pink Collar Ghetto)의 의의

성별직무분리의 결과로 출현하게 되는 ‘핑크컬러게토(Pink Collar Ghetto)는 1977년 

3) 일례로 성별직무분리 현상은 미국의 기업과 공직사회에서 전반적인 완화추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

도 상당한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사회에서 1980년대 이후 차별철폐와 소수

자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의 제도적 정비가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성별

직무분리는 여성의 기업과 공직진출이 일정 정도 제약받는 시기에 있었던 과도기적 현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Ko, Kotrba & Roebuc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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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e Kapp Howe의 저서 “핑크컬러노동자(Pink Collar Workers)”에서 처음 고안되었

다. Howe(1977)는 그녀의 저서에서 역사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직업이 대인서비스 노동

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왔다는 주장을 펼친다. 즉 그녀는 미국의 사회적 직종에서 저임

금과 특정 종사자들이 분리되어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성(sex)’과 

‘인종(race)’을 구조적 변인으로 다루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상냥함과 부드러움을 요

구하는 대인노동 중심의 핑크컬러직무(Pink Collar Ghetto)에 종사한 반면, 남성은 강한 

힘과 기술을 요구하는 육체노동 중심의 블루컬러직무(Blue Collar Token)에 많이 종사하

데 된다는 것에서 이러한 용어가 유래되었다. 즉 성별직무분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핑

크컬러게토의 의미는 “한 조직에서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배치(concentrated 

arrangement)되는 비핵심적이고 중요도가 떨어지면서(non-core tasks), 상대적으로 낮

은 처우･보상(treatment and compensation)과 단순한 이미지(simple image)를 가진 업

무분야나 부서”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여성의 직업적 성공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

(major obstacle)로 작용한다(Howe, 1977; Ghiloni, 1987; Cava, 1989; England, 1993).4)

해외의 경우 사회적으로 여성차별현상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직장업무

의 세계로 들어가면 핑크컬러게토를 온존시키는 여러 보이지 않는 동력(power)들이 존

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핑크컬러게토나 벨벳게토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학

자들은 원래부터 여성이 전통적인 남성직종이나 직무로 진출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간헐적인 소수 여성(token)의 진출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즉 일부 

여성에 의한 성별직무의 통합은 각각의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해줄지 몰라도,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남성집단과 동등한 계급으로서의 여성집단 전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아

니라는 점이 주장된다(Probert & Wilson, 1993; Brown, 1995; Rung, 1997; Mastracci, 

2004; Ross, 2004; Green, 2005; Jacobs, 2006; Smith, 2014; David, 2015). 

2) 핑크컬러게토(Pink Collar Ghetto)의 판단준거

일단 핑크컬러게토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어느 한 조직에서 여성의 총 비율이 대략 

30% 미만의 소수이고, 그 여성들이 대부분 소수의 특정직무나 덜 중요한 직무에 종사하

4) 여성의 직종이나 직무에 대해 이 용어가 사용된 이유는 분홍색(pink)이 서구에서도 전통적인 여성성

(femininity)을 상징하는 색깔이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

서 학자들에 따라 분홍색(Pink Collar Ghetto)은 여성의 전유물인 벨벳(Velvet)으로 표현되어, 벨벳게

토(Velvet Ghetto)로 불리기도 한다(Ghiloni, 1987; Cline, 1989; Toth, 1989; Zoch & Russell, 

1991). 참고로 벨벳은 짧고 고운 털이 촘촘히 심어진 섬유소재이며, 촉감이 부드럽고 따뜻하여 여성

의류에 주로 쓰이는 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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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두고서 이 개념은 잠정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Probert & Wilson, 

1993; Brown, 1995; Kerr, Miller & Reid, 2002; Mastracci, 2004). 일례로 민간직종에서 

여성들은 전문직이 아니라면 주로 대인서비스 업무와 반복적인 업무, 단순노동에 가까

운 업무들에 정규직보다는 계약제로 고용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Cava, 1989; 

England, 1993; Ross, 2004). 또한 해외의 정부부문이나 공공조직에서는 주로 수직적으

로 결정권과 감독권을 가진 상급기관보다는 실무부서나 하위기관에, 수평적으로 기획 

및 재정이나 경제산업 관련업무보다는 사회복지나 비서 및 사서, 교육직과 각종 지원업

무 등에 여성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Reid, Miller & 

Kerr, 2004; David, 2015).

객관적인 여성의 비율이나 분포보다 오히려 “우리 조직은 원래 여성이 적다”는 희소

성(scarcity)에 대한 평소 구성원의 주관적 인식이 핑크컬러게토나 관련 직무의 발생 및 

지속에 있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Smith, 2014; Bremner, 2015; Ko, Kotrba & 

Roebuck, 2015). 예컨대, 핑크컬러게토를 깨고 나온 여성은 이전에는 전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기존에 직무를 했던 남성들이 

정형화시키고 있는 조건에 새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핑크컬러게토에서 탈출하

고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암묵적 허락(admission)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직장여성에게는 이른바 조직인(organizational man)으로서의 투철

한 직업의식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며, 여성을 조직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 사이

에 일체감을 형성하지 않은 미완적 존재(Incomplete existence)로 파악한다(Ross, 2004; 

Green, 2005; Sneed, 2007).5)

이런 맥락에서 핑크컬러게토가 갖는 문제의 본질은 조직 내에서 그 고유의 고착성(set 

in)과 잠복성(latency)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성별분업과 성별직무분리가 불가피하고 

당연한 사실(inevitableness)로 알게 한다는 것이다(Jacobs, 2006; Smith, 2014; 

Bremner, 2015; David, 2015). 즉 규정에 근거한 업무와 위계적 관료제 조직으로 

정의되는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들과 어깨를 견주며 새로 받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성은 자유재량권이 있는 핵심직무를 수

행하게 되면서 일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고 업무몰입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반면 

5) 이는 조직에서 여성에게 주로 부과하는 여성적 직무(women's duties)를 만들게 하고, 일종의 직무소

외(work alienation)를 겪는 사실이 남성들에 의해 당연시되는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핑크컬러게토 안에서는 남성상의 요구에 맞춘 여성적 특질(trait)이 원천이지만, 

조직에서 이 구역을 벗어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성별기준과 직책으로서의 능력기준을 동시에 평가

받는 이중잣대(double standard)가 작용한다는 점이 발견된 바 있다(Bremn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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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그렇지 못하다. 남성이 주로 조직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업무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내면화하는 반면 여성은 그렇지 못한 현상도 동일한 이유이다. 바로 여기

서부터 새로운 직무를 맡은 여성이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실제보다 

과장되어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핑크컬러게토 개념은 공직사회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신분상승을 꾀하는 여성에게 적지 않은 장애임에는 틀림이 

없다.6)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해외에서는 공･사 조직을 막론하고 핑크컬러게토 관련가설이 

대체적으로 사실과 가까운 것으로 짐작을 해 볼 수 있다. 이에 해외의 경우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공직에서도 핑크컬러게토는 존재할 개연성이 있으며, 여기에는 함께 근무하

는 남녀의 의견차이(sex difference)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우양호･홍미영, 2018). 물

론 이러한 가정들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현황, 그리고 공직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주관적 조사를 통해 중복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Ⅲ. 연구의 설계와 측정 

1. 연구모형과 변수

공직사회에서의 핑크컬러게토는 “여성들이 꾸준히 공직에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왜 여전히 공직의 핵심분야에서는 계속 남성이 선호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핑크컬러게토가 발생되는 맥락과 복잡성으로, 그 경

험적 증명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는 개념들의 존재와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서 개념모형(conceptual model)을 정립하는 것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개념모형

을 현실세계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하기 위한 측정도구(measurement tools)를 만드

는 것이다. 

6) 특이하게도 핑크컬러게토를 고착화시키는 고정관념에는 ‘부정’과 ‘긍정’의 양면성(ambivalence)이 동

시에 내재한다. 부정적 고정관념으로는 신체적 취약성(less physical strength), 통제의 기피

(disinclination to supervise others), 과학과 수리능력 부족(less ability to do science and maths), 

출장 기피(less willingness to travel), 물리적 힘과 위험의 기피(less willingness to face physical 

danger and use physical force) 등이 있다. 긍정적 고정관념으로는 가사관련 업무

(household-related work), 모성애적 기질(caring nature), 솜씨나 손재주(manual dexterity), 신체적 

외모(physical appearance), 정직함(honesty) 등이 있다(Green, 2005; Morgan, 2007; Smit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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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공직사회의 인사통계를 통해 핑크컬러게토의 가능성과 그 수준

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론적 논증과 같이 노동경제학의 관점이 주장하는 개인적 

요인과 노동사회학 및 젠더이론이 주장하는 조직적 요인이 각각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 다시 이것이 핑크컬러게토로 내재화되는 구조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처럼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7) 

먼저 연구모형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논증하였던 점은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에 

의해 성별직무분리가 발생하며, 이는 수평적 직무분리와 수직적 직무분리로 유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별직무분리의 장기적 잠복과 고착화는 핑크컬러게토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들은 모두 성별직무분리의 원인과 발생, 결

과의 개념들이 여성의 제한된 직무분야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로 이어진다는데 동의하

고 있다. 이에 연구모형도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러한 구상이 측정을 위해서 조작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성별직무분리>

▶수평적 직무분리

▶수직적 직무분리

<개인적 요인>

▶합리적 선택

▶성 역할갈등

 ▶자기방어기제

<조직적 요인>

 ▶성별분업문화

 ▶여성성의 역할

 ▶권력의 한계성

<핑크컬러게토의 
발생>

(Pink Collar 
Ghetto)

성별차이 분석

일반현황 분석

7) 현재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에 대한 우리나라와 서구 선진국의 학술적 관심은 이미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있다. 특히 동·서양의 문화차이로 인한 이론적 토대나 사회적 분위기, 학술적 논의 

내용에 있어 보이지 않는 난관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점이 연구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민간기업보다 정부조직에서 여성직무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그만큼 

직무상 성별변이(gender variation)의 관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Kerr, Miller & Reid, 2002; Reese1 

& Warn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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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직사회 성별직무분리의 개인적 원인으로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과 

성 역할갈등(gender role conflict) 및 자기방어기제(self defense mechanism)를, 조직적 

원인으로 성별분업(sexual division of labor), 여성성의 역할(femininity), 권력의 한계성

(limitations of power)에 대한 개념을 동시에 측정한다. 그 다음 결과변수로서의 여성에 

대한 성별직무분리를 수평적 직무분리와 수직적 직무분리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것이 

핑크컬러게토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하려는 점은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정도를 정부인사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봄과 동시에, 남녀 서로 간에 주관적 의견차이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특히 공직에서 성별직무의 쏠림 현상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

고,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평가는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증거

들이 개념들의 존재여부에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의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

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는 현황분석이 필요하며, 주관적으로는 동일한 직무분야서 일

하는 남녀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남성에게 보통 직무로 간주되는 점이 

여성에게는 핑크컬러게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와 완전히 다른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의 설계

서두의 첫 번째 연구목적은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개념적 규명과 우리나라 

공직현실에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것이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그 개념은 

확실해졌으므로, 남은 것은 현실 검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핑크컬러게

토가 내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정확한 근거는 없다. 선행연구의 인프라가 취

약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신뢰도 높은 측정도구도 별로 없다. 성별직무분리에 따른 

핑크컬러게토의 존재는 재직인원 및 근무현황으로도 대략 분석될 수 있으나, 여성들의 

주관과 평가가 관찰되기 전에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심지어 개념을 모르면 당사자조차 

의식 못하는 것이 핑크컬러게토이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속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이 연구의 주제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평가가 분명 긍정적 개념들은 아니

므로 측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특히 측정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규범적으로 민감

한 문항은 역설계하거나, 여성과 남성의 성 상대성 판단을 직접 묻는 문항형식은 어느 

정도 일반화시킬 것을 권고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설계된 측정의 

도구는 <표 1>과 같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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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도구의 설계와 문항

개인적 
요인

합리적 선택

(X1) 내가 여기서 근무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X2) 남녀는 원래 다른 직무에 대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

(X3) 성별에 상관 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근무하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

성 역할갈등

(X4) 내가 여기서 근무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X5) 내가 여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녀나 가정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X6) 남녀는 원래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의 무게중심이나 선택이 다르다.

자기방어
기제

(X7) 나는 직장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 자세와 태도로 해결한다.(*)

(X8) 나는 직장생활에서 주위 사람에게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다.(*)

(X9) 나는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피하거나 미루지 않는다.(*)

조직적 
요인

성별분업
문화

(X10)우리 조직(부서)은 다른 조직(부서)에 비해 여성의 숫자가 적다.

(X11)우리 조직(부서)의 여성은 기본업무, 지원업무, 단순업무 쪽에 배치된다.

(X12)우리 조직(부서)의 여성은 중요한 현안이나 대외적 업무수행에 불리하다.

여성성의 역할

(X13)우리 조직(부서)은 여성에게 신체부담이나 위험이 덜한 일을 맡긴다.

(X14)우리 조직(부서)은 여성에게 구속이 덜하고 시간이 자유로운 일을 맡긴다.

(X15)우리 조직(부서)은 동료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

권력의
한계성

(X16)우리 조직(부서)은 같은 직급이면 성별에 상관없이 권한과 재량이 똑같다.(*)

(X17)우리 조직(부서)은 남녀에 상관없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X18)우리 조직(부서)의 여성동료와 여성상사는 전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성별
직무분리

수평적
분리

(Y1) 같이 근무하더라도 남녀는 서로 다른 직무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Y2) 어떤 일은 남성의 직무, 어떤 일은 여성의 직무로 대우하는 경향이 있다.

수직적
분리

(Y3) 중요한 현안이나 핵심직무 배정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느낌이 있다.

(Y4) 여성은 승진과 보상이 기대되는 자리나 직무에 상대적으로 가기 어렵다.

핑크컬러게토

(Y5) 우리 조직(부서)에는 남녀가 따로 쏠리거나 확실히 많이 배치된 직무가 있다.

(Y6) 우리 조직(부서)에는 업무량 부담이 적고, 권한과 책임도 적은 직무가 있다. 

(Y7) 우리 조직(부서)에는 다른 직무보다 위상이나 이미지가 낮은 직무가 있다.

(Y8) 우리 조직(부서)에는 성과나 보상이 거의 없고, 승진에도 불리한 직무가 있다.

 비고) (*) 는 긍정문항으로 역설계(reverse cording)함.

측정도구의 설계과정에서 공직의 성별직무분리를 유발시키는 개인적 및 조직적 요인

에 관한 측정은 기존 해외연구와 문헌들에 근거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선행연구와 문헌

에서 추출한 원어항목에 대한 원어 전문가 전공자 4인의 다중해석(parallel 

interpretation)과 비교검토(cross checking)를 통해 총 18문항을 한글로 구성, 

Likert-Type 5점 척도 도구를 완성하였다.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인 성별직무분리와 핑

크컬러게토의 경우도 앞과 동일한 방식으로 총 8문항을 설계하였다.8)

8) 핑크컬러게토와는 별개로 실제로 어느 부서이든 권한과 책임이 적은 직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별직무분리 및 핑크컬러게토 이론에서는 업무량부담이 적고, 권한과 책임도 적은 직무, 비숙련적 

수행으로 권위와 중요도에서 낮게 평가되는 직무를 확실히 ‘여성형 직무(female typical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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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특성

이 연구에 적용된 자료수집의 범위와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 분

석대상으로 하는 공직사회의 범위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으로 한정한

다. 이는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

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18부･5처･16청･6위원회를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 정치적으로 정권의 변화에 부침이 없었던 17부･4처･16청･5위원

회를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이유는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보다 국가

사무로서의 직무영역이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으면서도 고르게 분

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객관적 자료로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성의 부

처별 분포 및 기본현황 분석은 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및 행정자치통계연보 등을 이

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

리 규정(대통령령 제23277호) 제33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생산, 열람되

고 있는 정부의 공식통계이다. 기타 세부적인 성별･직무별 분석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인사정책국 인사실의 인사 내부자료를 추가적으로 협조 받았다. 특히 최신 통계자료와 

공개되지 않은 자료까지 구하여 공직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부처, 직무, 직급별 비율의 

경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는 주관적 자료로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전체를 모집단으로 

우선 설정을 하고, 중앙행정기관(17부･4처･16청･5위원회)에 소속된 남녀공무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진과 조사팀은 업무분장을 통하여 부처별로 공문을 발

송하고 사전협조와 허락을 받은 이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에 

분포된 각 기관별로 3개월 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조치도 이루어졌다. 총 1,200부의 설문지가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조사용으

로 투입되었고, 그 중 945부(78.8%)가 회수되었다. 다시 이들 중에서 일부 부실이나 오류

female-dominated task)’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직무상 성 상대성의 판단은 

남녀 집단별 응답차이(response variation)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이 연구도 이런 방식에 따

른다(Reid, Miller & Kerr, 2004; Reesel & Warner, 2012). 근래 해외의 사례에서 여성이 남성에 의

해 전유되던 공직에 급속하게 진출하였지만, 기존 직무의 일부에만 여성이 집중됨에 따라 공직의 특

정 직무군이 혼성직무(integrated task)가 되기보다는 남성직무(male-dominated task)에서 여성직무

(female-dominated task)의 성격으로 단순히 탈바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핑크컬러게토에 관

한 최근의 연구는 이렇듯 새롭게 등장한 직무들의 재분리(resegregation) 혹은 여성화(feminization) 

현상에 초점이 다시 맞추어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과 미흡한 처우가 

숨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남녀간에는 인식의 차이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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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설문지 25부를 제외한 최종 유효표본은 920부(76.7%)로 나타났다. 실제 소요된 

조사기간은 2017년 12월 5일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였다.9)

Ⅳ. 분석의 결과 및 해석 

1. 일반현황 분석

서두의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첫 번째 질문은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현실적 

존재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설문분석에 앞서 현황분석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과

연 어떤 부서나 기관에 여성이 적고 많으며, 어떤 직무가 여성이 쏠린 직무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부 인사자료를 이용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여성의 재직분포를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반적으

로 중앙의 특정부처나 기관에 많은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고, 핵심직무의 여성비율이 낮

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9) 표본추출의 방식으로는 중앙행정기관별 인원규모와 직급별, 성별로 표본을 배분하는 할당표본추출방

법(quota sampling)을 사용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는 측정오류를 줄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현재 

부서에 근무한 연수가 최소 1년 이상 경과된 사람들로 선별하였다. 국가공무원은 순환보직에 의해 

근무 부서가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유효표본(N=920)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성별은 남성이 512명(55.7%)으로 여성 408명(44.3%)보다 많았다. 둘째, 연령별로는 40대가 

392명(42.6%), 50대가 231명(25.1%), 30대가 218명(23.7%), 20대가 79명(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급은 9급이 313명(34.0%), 7급이 192명(20.9%), 8급이 145명(15.8%), 6급이 128명(13.9%), 

5급이 87명(9.4%), 4급이 35명(3.8%),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이 20명(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

째,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졸업이 638명(69.3%), 대학원졸업이 161명(17.5%), 전문대학졸업이 121

명(13.2%)의 순이었다. 다섯째, 재직기간은 6년 이상에서 10년 이하가 376명(40.9%), 11년 이상에

서 15년 이하가 251명(27.3%), 16년 이상이 154명(16.7%), 5년 이하가 139명(15.1%)의 순이었다. 

여섯째,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은 17부 소속이 450명(48.9%), 5처 소속이 109명(11.8%), 16청 소속

이 268명(29.1%), 5위원회 소속이 93명(10.1%)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표본의 특성은 전체 중앙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 현황과 할당표본의 추출 대표성을 서로 비교한 결과 대체로 무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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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의 여성공무원 분포현황

여성비율 상위 10개 부처/기관
(Pink Collar Ghetto)

여성비율 하위 10개 부처/기관
(Blue Collar Ghetto)

순위 부처명 현원
(명)

여성
(명)

여성
비율

1~3급여
성 순위 부처명 현원

(명)
여성
(명)

여성
비율

1~3급여
성

1 교육부 355,774 242,839 68.3% 7.8% 1 경찰청 107,364 11,047 10.3% 0.2%

2 여성가족부 274 184 67.1% 8.3% 2 소방청 644 81 12.6% 0.2%

3 보건복지부 3,178 1,979 62.3% 5.7% 3 새만금개발청 87 12 13.8% 0.0%

4 고용노동부  6,174 3,686 59.7% 3.7% 4 법무부 21,035 2,914 13.9% 0.9%

5 식품의약품안전처 1,998 1,064 53.3% 4.2% 5 해양수산부 3,790 606 16.0% 1.1%

6 국가보훈처 1,317 695 52.8% 2.9% 6 국토교통부 4,163 676 16.2% 1.0%

7 병무청 2,039 1,069 52.4% 1.3% 7 산림청 1,772 345 19.5% 1.1%

8 문화체육관광부 2,861 1,416 49.5% 5.2% 8 특허청 1,784 407 22.8% 1.8%

9 국민권익위원회 212 103 48.4% 7.3% 9 산업통상자원부  1,386 344 24.8% 1.7%

10 통계청 2,278 996 43.7% 8.0% 10 기획재정부 1,197 301 25.1% 1.9%

전체 376,105 254,031 55.8% 5.4% 전체 143,222 16,733 17.3% 1.0%

* 자료: 행정자치부(2018), 국가공무원인사통계, 인사 내부자료를 종합재구성.

구체적으로 <표 2>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분포현황에서 여성의 근무비율이 높은 상

위 10개 부처･기관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청 등이다. 이들 10개 부처･
기관에는 평균적으로 여성이 55.8% 정도 근무하고 있었다. 반면에 여성의 근무비율이 

낮은 하위 10개 부처･기관은 경찰청, 소방청, 새만금개발청, 법무부, 해양수산부, 국토교

통부, 산림청,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이다. 이들 10개 부처･기관에는 평

균적으로 여성이 17.3% 정도 근무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중앙정부의 

부처･기관별 남녀 성별 편차는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10)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되는 점은 따로 있다. 그것은 여성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제기획부처(economic and planning departments)에 근무하기

보다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같은 사회서비스부처(social & 

services departments)에 근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지위고하에 상관없

이 여성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기획･통제하고 정부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소위 “권력

과 힘이 있는 부처”보다는 주로 집행 절차와 사회적 배분, 민원의 소지가 많은 이른바 

10)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에 여성교원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병무청은 지방소청과 산하기관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관계

로 7급 이하 여성공무원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반대로 경찰

청과 소방방재청은 아직 여성경찰관과 여성소방관이 소수만 있는 전형적인 블루컬러 직종인 이유

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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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없고 이해관계는 복잡한 부처”에 상대적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직의 외국사례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Yamagata, et. al, 1997; 

Kerr, Miller & Reid, 2002; Reese1 & Warner, 2012).

특히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속의 여성비율을 들여다보면, 여성은 부처의 성격에 관계

없이 여전히 극소수임이 드러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1급~3급 상당의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은 전체가 약 1,520명 정도이다. 그런데 실제 여성의 재직비율이 

높은 10개 부처에서도 고위직은 평균 5.4%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이 드러나며, 여성의 

재직비율이 낮은 10개 부처에는 고위직 여성이 평균 1.0% 정도여서 거의 없는 상태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부처들 사이에 나타나는 공직의 뚜렷한 성별

분리현상은 기존 해외의 보고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Yamagata, et. al, 

1997; Reese1 & Warner, 2012). 나아가 이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성에 따른 직무의 

편중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핑크컬러게토가 존재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표 3>에서는 2017년 기준 중앙부처와 기관별 핵심직무(기획, 인사, 예

산, 감사, 주무부서)에 근무하는 여성비율과 비핵심직무(민원, 현업, 지원, 콜센터)에 근

무하는 여성의 비율을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부･처 유형과 

청･위원회 유형으로 구분하여 핵심직무와 그렇지 않은 직무에 여성이 어떻게 분포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규모가 큰 부･처 쪽에서는 핵심직무에 

여성비율이 23.8%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기관이거나 규모가 작은 청･위원회 쪽에

서는 핵심직무에 여성비율이 28.2% 정도 차지하고 있다.11)

11) 현 시점에서 공직사회에 핑크컬러게토가 확실히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보면 매우 다른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 현상 인식에 관한 주관적 응답과 

실제 현장의 인사는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 핵심직무와 비핵심

직무 및 부서의 구분은 2017년 국가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인사정책과 및 인사혁신처 

소속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들과의 면담결과에 근거한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공무원에 따르

면, 현장에서는 선호와 기피 직무는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 직무나 부서에 여성이 자연스럽

게 많이 배치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거나 원인을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인사행

정 및 정부조직 전문가 3인의 자문을 통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일상적인 희망부서와 선호직무, 

기피직무와 비선호 부서를 대비하여 서로의 공통분모를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조사표본의 배정

에도 이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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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핵심 및 비핵심 직무별 여성공무원 분포현황

핵심직무

부･처(상위/대규모) 청･위원회(하위/중･소규모)

합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합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전체

전체(명) 28,268 1,581 1,256 1,655 1,559 22,217 30,054 1,892 1,510 1,662 1,854 23,136

여성(명) 6,727 338 253 359 193 5,584 8,500 561 419 418 308 6,794

여성비율(%) 23.8 21.4 20.1 21.7 12.4 27.1 28.2 29.7 27.7 25.2 16.6 29.4

비핵심직무
부･처(상위/대규모) 청･위원회(하위/중･소규모)

합계 민원 현업 지원 콜센터 합계 민원 현업 지원 콜센터

전체

전체(명) 5,903 1,623 2,218 1,497 565 4,489 1,280 1,983 972 254

여성(명) 4,153 1,249 1,432 989 483 3,261 975 1,366 701 219

여성비율(%) 70.4 77.0 64.6 66.1 85.5 72.6% 76.2 68.9 72.1 86.2

* 자료: 행정자치부(2018), 국가공무원인사통계, 인사 내부자료를 종합재구성.

일단 중앙행정기관 핵심직무의 성별 분포에 있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향성은 대략 

핵심부서의 4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여성이라는 점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상위기관인 부･처보다는 하위기관이거나 규모가 작은 청･위원회에서 여성이 핵심직무

를 조금 더 많이 담당하고 있다. 같은 핵심직무 안에서도 기획이나 예산 쪽보다는 인사

와 감사 쪽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희소하게 나타났다. 일단 이는 어느 조직 안에서 

핵심직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여성들은 대부분 핵심적이지 않은 부서에 배치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표 3>에서 핵심적이지 않은 부서를 실제 확인해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에는 여성이 약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콜센터 전담부서에는 약 85%가 넘고 있다. 현업부서와 지원부서의 경우에도 여

성은 약 60%~70% 정도 재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상위기관인 부나 처 단

위보다는 하위기관이거나 규모가 작은 청･위원회 단위에서 이런 현상은 조금 더 두드러

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상의 현황분석에 따르면, 현재 공직사회의 여성은 소위 ‘좋고 힘있는 부

처’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처에, 상급기관보다는 산하조직 및 하위기관에, 핵심직무 보다

는 비핵심 직무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위계질서 상에서 산하기관

이나 소규모 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여성비율이 증가되고 있고, 인사직무와 감사직무 등

에서는 여성이 뚜렷하게 감소하며, 민원이나 지원직무 등에서는 그 반대가 되는 이른바 

‘성별직무분리’의 경향을 잠정적으로 시사한다. 이러한 공직여성에 대한 직무분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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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승진사다리(promotion ladder)’가 없는 주변적 업무에 여성을 집중시키므로, 분명

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공직사회에서의 여성의 직무배당과 보직

의 불균등 문제는 진입시점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상의 노력을 해왔으

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는 것이다.

2.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

앞선 성별분포 현황에서 여성들이 특정한 부처나 직무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여성 스

스로의 자발적인 선택적 결과인지, 아니면 조직의 일방적 배치나 근무기회 부족에 기인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론논의와 

현황분석을 넘어, 실제로 공직사회의 성별직무분리 현상과 핑크컬러게토의 개념 존재를 

검증하여 추가적인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중앙행정기

관에 근무하는 남녀공무원에 대한 설문자료를 통해 이 점을 보다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곧 성별직무분리에 관한 현실적 측정과 타당성 확보 문제와도 다르지 않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성별직무분리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인 핑크컬러

게토의 구성변수를 의미 있게 요약하여 각 하위개념들을 추출하였다. 

<표 4>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확인요인분석은 통계패키지(SPSS/AMOS)를 이용하여 변

수의 집중 및 판별타당성을 검사해 주었다. p값(>0.05)과 GFI, RMSR, NFI 수치 등이 통

계의 일반기준에 만족되는 것으로 보이며, 신뢰도(Cronbach's α)에서도 특이사항이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철호, 2015; 이학식･임지훈, 2016). 이에 측정항목의 확

인요인분석으로 검증된 요인들은 새로운 변수로 다시 저장하여 실질적인 분석에 활용되

었다. 또한 이러한 측정의 타당성은 해외의 사례나 기존의 통계적 실험으로 핑크컬러게

토를 증명한 연구들과도 그 맥락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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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의 확인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 인 최초항목 최종항목 GFI AGFI RMSR NFI χ2 p Cronbach's α

합리적 선택 3 3 0.929 0.943 0.029 0.964 5.423 0.095 0.9423

성 역할갈등 3 3 0.927 0.919 0.037 0.952 6.345 0.054 0.8076

자기방어기제 3 3 0.934 0.942 0.044 0.959 6.487 0.063 0.8621

성별분업문화 3 3 0.928 0.908 0.022 0.977 8.411 0.064 0.8346

여성성의 역할 3 3 0.913 0.931 0.024 0.922 6.565 0.057 0.8190

권력의 한계성 3 3 0.936 0.949 0.022 0.926 5.524 0.072 0.7923

수평적 분리 2 2 0.920 0.965 0.024 0.961 6.760 0.053 0.7611

수직적 분리 2 2 0.934 0.953 0.031 0.950 5.331 0.084 0.7806

핑크컬러게토 4 4 0.932 0.931 0.043 0.952 6.503 0.066 0.9308

3. 설문조사 분석

1)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성차분석

이 연구가 서두에서 제기한 두 번째 연구목적에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성별직무분

리와 핑크컬러게토에 대한 남녀의 의식차이를 검증하는 내용이 있었다. 연구모형에서도 

이들 변수에 대해서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는 평균과 그 차이검증을 통하여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에 대한 남녀인식의 차이

를 검증하였다. 측정도구에서 이들 개념에 대한 ‘적극 찬성’은 5점 체크였었으며, ‘적극 

반대’가 1점 체크였기 때문에 평균이 높을수록 그 존재가 크게 인정됨을 뜻한다. 구체적

인 검증의 결과는 <표 4>이며, 그 해석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평균값이 보통 수준(3.00)을 넘고 있어 남녀 모두에게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가 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즉 기존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공직에서도 이 개념의 출현을 다소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이다. 나아가 여성의 표본이 오히려 약간 적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조차 조직에서 여성

적인 특정직무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이며, 중요한 하나의 발견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성은 직무분리를 인정하면

서도, 이것이 차별이 아니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소 의식수준을 잠재적으로 의심

하도록 만든다. 여성에 대한 직무의 분리는 표면적으로 남성에게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

하는 듯이 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측정의 기저에 깔린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동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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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집단 차이(T-test)에서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는 남녀간 의

미 있는 통계적 차이(p<0.05)를 보여주고 있다. 핑크컬러게토(t=-15.794)가 남녀간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수평적 분리(t=-13.639), 수직적 분리(t=12.492)도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핑크컬러게토의 존재에 대해서는 남녀가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에 선행하여 수직

적 직무분리보다 수평적 직무분리에 대한 차이가 큼을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풀이하면 핑크컬러게토는 평소에 일단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며, 

남성에게는 익숙하더라도 여성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직무분리는 그 현상

에 대해 남녀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상기 결과는 당초 

예상 및 기존 연구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Blau & Kahn, 2000; Monk, 2003; 

Stockdale & Nadler, 2013; Grow, & Deng, 2014; Nix, et. al, 2015).

<표 5>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성별 차이 

변수 성별집단 표본(N) 집단평균 t값 유의확률

수평적 분리
1(남성)
2(여성)

512
408

3.2219
4.0188

-13.639 0.000

수직적 분리
1(남성)
2(여성)

512
408

3.1708
3.9752

-12.492 0.000

핑크컬러게토
1(남성)
2(여성)

512
408

3.0792
3.9912

-15.794 0.000

2) 변수의 인과구조 분석

그동안 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는 공직의 양성평

등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남녀의 인식 사이에 나타난 

결과는 그간 대부분의 정부 인사정책들이 보이는 수직적 차별해소 쪽에만 기울어져 있

었음을 암시한다. 즉 공직여성이 맡는 직무는 수직적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고, 구조적

으로 여성의 직무가 분리된 상태에서 기존의 승진할당제, 발탁인사, 가점제 등을 통한 

개선효과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핑크컬러게토에 구조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여기서는 보다 심층적인 인과관계를 분석

하였다.

우선 신뢰성과 타당성에서 문제가 없었던 구성개념들에 대해 연구모형에 따라 인과관



148 ｢행정논총｣ 제56권 제4호

계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구조분석을 하였다. 최초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우선

적으로 분석한 결과, χ2=151, p값=0.000 등이었고, GFI=0.797, AGFI=0.351, NFI=0.721, 

RMR=0.08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의확률에 의해 최초 연구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

합할 것이라는 가설을 판단한 결과가 기각되었다. 

최초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실제적 관계가

능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적극 이용하였다. 수정모형

에서 자동 분석이 진행된 결과, 각 지수들이 χ2=8.174, p값=0.027, GFI=0.988, 

AGFI=0.793, NFI=0.988, RMR=0.006 등으로 나타났다. 최초 연구모형에 비해서 수정된 

모형의 판단지수들이 전반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이 수정모형을 최종적인 분석결과로 

제시하였다. <그림 2>는 AMOS 통계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수정된 모형의 분석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변수의 인과구조

.093

.125*

.068

.352***

.336***

.255**

.306***

합리적 선택

성 역할갈등

   자기방어기제

 여성성의 역할

   성별분업문화

권력의 한계성
핑크컬러

게토

수직적 분리

수평적 분리

.389***

.396***

.412***

.347***

 비고) ***: p<0.001; **: p<0.01; *: p<0.05

우선 전반적인 분석결과에서는 연구모형의 가정과 같이 원인, 과정, 결과로서의 순서

에 따른 일정한  인과적 경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최초에는 확실한 논거에 따라 성별직

무분리의 원인→ 성별직무분리 발생→핑크컬러게토의 존재라는 순차적인 인과관계를 가

정하고, 이론적 근거가 불명확한 나머지 변수간의 복잡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

만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성별직무분리 원인과 과정 및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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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인과관계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이 

성별직무분리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다시 수평 및 수직적 분리를 통해 핑크컬러게토를 

발생시킨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 거의 일치된다(Lewis & Nice, 1994; Reid, Miller & 

Kerr, 2004; Bremner, 2015; David, 2015). 결국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타당성은 충분히 

증명이 된 것으로 잠정 판단할 수 있다.

분석된 인과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합리적 선

택(0.125) 1개 변수만이 수평적 분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나머지 변수는 유의성을 가지지 못했다. 반면에 조직적 요인에서는 3가지 변수가 각

각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별분업문화는 수평적 분리(0.347), 수직적 

분리(0.306), 핑크컬러게토(0.336)에 각각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성의 

역할(0.255)과 권력의 한계성(0.352)은 수평적 분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수평적 분리는 수직적 분리(0.389)와 핑크컬러게토(0.396)에 각각 정(+)의 영

향을 미쳤으며, 수직적 분리(0.412)도 핑크컬러게토 발생에 유의한 정(+)의 원인이었다. 

전체 인과경로에서 경로계수는 수직적 분리와 핑크컬러게토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한다.

먼저 성별직무분리에 대해 노동경제학이 주장하는 개인적 요인(3가지)과 노동사회학 

및 젠더이론이 주장하는 조직적 요인(3가지) 사이에는 유의성의 차이가 나타난다. 경로

계수의 유의함만으로 보자면, 조직적 요인에서는 3가지 모두가 유의하였으나 개인적 요

인에서는 합리적 선택 1개만 유의하였고, 그 유의확률(p-value)의 차이도 크다. 그러므

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발생은 상대적으로 개인적 요

인보다는 조직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잠정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변수의 내용 구성으로 볼 때 자신이 개인 스스로 성별직무분리를 선택하는 경우

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직의 성별

분업문화에 의한 일방적인 직무의 배치 및 외부환경에 의해 여성으로 인식되는 고정관

념 혹은 편견, 그리고 남녀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못하는 자원과 권력이 현재 공직사회 

성별직무분리의 주요 원인인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추가적인 확인사항은 

수평적 분리가 수직적 분리의 분명한 선행변수이고, 핑크컬러게토는 성별직무분리의 결

과이자 최종변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성별직무분리의 유형이 수평과 수직으로 구분되

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면 공직의 핑크컬러게토로 굳어진다는 기존 해외연구의 

주장과 일치된다(D'gostino, 2014; Bremn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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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공직사회의 성별직무분리 현상을 개인과 조직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핑크

컬러게토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구조를 밝혀보고자 했다. 

여기서는 연구질문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서 새로운 쟁점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

으로 결론에 대신 갈음하려 한다.

첫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현실에 있으며, 있다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개념인가? 그 해답은 두 개념은 현실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공직의 성별직무분리는 “여성과 남성이 직무에 따라 분리가 

되어 특정 부처나 직군에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했으며, 핑크컬러게토는 “여성이 집중적

으로 근무하는 비핵심적이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단순한 이미지를 가진 업

무분야나 부서”를 의미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성별분포 현황분석에서 여성이 많거나 반

대로 적은 부처들은 실제 나타났고, 부처들의 성격이나 위상도 크게 달랐다. 이는 이 연

구가 제시한 개념들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의심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설문결과에서

도 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재검증되었다. 무엇보다 남성공무원이 기획･경제부처나 

권력부처의 근무에, 여성공무원이 사회･봉사부처나 민원적 근무에 더 적합하다는 근거

는 어디에도 없다. 핵심직무에서도 남성이 더 많고 여성은 비핵심직무에 근무해도 괜찮

다는 합리적인 근거도 아직 없다. 오히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공직에서 여성을 오로

지 여성적 가치를 지닌 영역인 핑크컬러게토에 절대 가두지 않았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

다. 공직사무는 분명 남녀의 신체와 생리적 차이, 육체적 능력차이의 문제도 아닐 것이

다. 그런 점에서 공직의 남성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직무편중 현상은 향후 연구

자들이 계속 주목할 만한 이슈이다. 특히 핑크컬러게토는 공직여성의 삶과 지위를 새롭

게 보여주는 참신한 지표임을 제안한다. 

둘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성별로 차이가 존재하

는가? 그 해답은 두 개념이 실제 존재했고, 성별 차이도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별직무분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남녀가 모두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고, 맡은 직

무분야와 성격차이가 큼을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이 이를 

적극 부정하지 않은 결과는 성별직무분리가 차별이 아니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

소 의식수준을 의심케 했으며, 핑크컬러게토의 존재에 대해서도 남녀 차이가 강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확인된 이 개념들은 향후 공무원과 정부행정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성별갈등이나 직무사기, 여성능력 미활용 등을 비롯한 여러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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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었다.

셋째,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의 요인들이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존재에 영향

을 미치는가? 역시 그렇다. 성별직무분리에 대해 노동경제학이 주장하는 개인적 요인과 

노동사회학 및 젠더이론이 주장하는 조직적 요인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개인적 요인에는 ‘합리적 선택’ 변수 하나만 유의하였고, 조직적 요인에서는 ‘성별분업문

화’, ‘여성성의 역할’, ‘권력의 한계성’ 등 모든 변수가 유의하였다. 이는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발생이 개인적 선택보다는 조직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

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수평적 분리는 수직적 분리의 선행적 원인이었고, 핑

크컬러게토는 성별직무분리의 사후적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시론적 성격의 이 연구가 지금 공직의 여성 자신과 기존의 정부인사정책에 주는 

새로운 쟁점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의 성별직무분리로 인한 핑크컬러게토의 

구조화는 단단하고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향후 공직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아무래도 부드러운 여성이 특정직무에 더 적합하다는 구조적 관행이 있을 수도 있다. 

동양의 전통적 유교문화까지를 고려한다면, 남성의 기술적 노하우와 대비된 여성의 인

성, 용모와 같은 성적 요인(sexual factors)이 성별직무분리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공직에서 여성은 남성이 부족할 수 있는 업무들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공직

사회에 늘어가는 비정규직 고용, 가정 친화적 직무, 시간제 일자리 정책 등에서 여성은 

수혜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희생자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새로이 인식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직의 성별직무분리에 의한 핑크컬러게토가 자의적 선택인지, 구조적 

배치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처럼 공직에서 

구조화된 성별분업문화가 존재함을 가정하면 핑크컬러게토가 선택이냐, 차별이냐의 구

분은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핑크컬러게토가 있는 상황에서는 공직 남녀간의 

승진, 보상, 고위직 대표성의 격차도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성별직

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는 단순한 차별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도 없다. 이는 상당수 공무

원의 직무사기를 저하시키고 자발적 노력을 감소시켜, 승진과 성공을 못하게 만들고 이

후에 또 다른 이들의 사기와 노력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시키기 때문이다. 

오히려 핑크컬러게토와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공직업무 상의 성별균형(gender 

balance)과 보다 밀접하므로, 이러한 의제로 정책내용이 확장되어야 한다. 일터에서의 

성별균형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사회적 다양성 존중의 중요한 척도이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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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함께 고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정부는 공직사회 직무배치에 

있어 기존의 차별과 형평(discrimination & fairness)의 가치를 그대로 쫓을 것인가, 접근

과 정당성(access & legitimacy)의 가치로 바꿀 것인가를 크게 정해야 한다. 만일 후자라

면 성별 차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공직업무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분석하고, 유연한 

업무방식을 개발하여 쏠림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정부 인사혁

신처와 행정자치부가 앞으로 공무원통계에 성별직무배치통계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것

을 권고하면서, 기존 공직의 가점평정제도 역시 성비에 따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힘

있고 좋은 부서는 승진을 독식하고 특정 부서는 기피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엄연한 현실

이므로, 이의 타개책은 공직인사의 탄력적인 제도운영과 정책적 혁신이 현재로서는 최

선의 해답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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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Approach to Sex Segregation of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Determining the Concept of the ‘Pink Collar Ghetto’

Yang-Ho Woo

The purpose of this empirical study was to confirm that the pink collar ghetto (velvet 

ghetto) exists among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d on gender related job 

segregation in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x differences on sex segregation in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to achieve these purposes. What is a clear-cut definition of the pink 

collar ghetto for women from a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perspective? The pink 

collar ghetto is used to describe the fact that women repeatedly and historically have been 

concentrated into underpaid low-wage jobs. The term was reportedly first introduced by 

Louise Kapp Howe in her 1977 book. Howe's work examined the experiences of women 

working in traditionally 'female' occupations such as interactive service work, personal 

service work, and person to person service encounters. The pink collar ghetto in government 

means that many women administrators are stuck in certain jobs, mostly in non-core 

departments, low-paying work, or at interactive service work, and usually because of their 

sex. The empirical results show significant evidence for the concept of the pink collar ghetto 

for women in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ublic administrations and government were discussed. 

【Keywords: Pink Collar Ghetto, Velvet Ghetto, Sex Segregation, Job Segregation, 

Discrimination, Women, Men,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