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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여성임용할당제 및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등이 실시
되면서 여성들의 공직 진입이 증가하고, 고위직 관리자 여성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공직 내 여
성 공무원들의 양적 증가로 수동적 대표성이 확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직에 진입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여성들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지의 문제인 능
동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on)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공무원들의 능동적 대표성을 검증하고, 능동적 대표성의 결정요인으
로서 심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 양적 구성 요소 등의 영향력 정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여성 공무원들은 남성 공무원들에 비해 배경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적
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개인적 차원의 심리요인 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조직특성
및 양적구성 차원의 여성 공무원 비율 등이 능동적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제어: 대표관료제, 능동적 대표성, 수동적 대표성】
"....bureaucracies, to be democratic, must be representative of the group they serve."
(Kingsley, 1944,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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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공직 및 고위직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41.0%(총원 978,087명, 여성
400,621)로, 2001년 행정자치부 통계연보에 나타난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인 31.5%(총
원 849,152, 여성 267,647)와 비교할 때 9.5% 증가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행정고시 합격자 260명 중 여성합격자는 101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38.8%를 차지했으며, 일반행정직(전국)의 경우 116명중 40%인 46명이 여성이었다. 2011년 9
급 공채시험의 경우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모집에서 41.6%(전국 일반행정은 50.4%, 지역 일
반행정은 44.8%)가 여성이었다. 2008년 공무원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규인력의 진입증가
로 인해 20대 이하 여성 공무원의 점유비율은 남성 대비 70.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
다.1)
여성들의 공직진입 및 상위계급 진입 증가는 여성들의 우수한 역량 뿐만 아니라 대표관
료제라는 제도적 장치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
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2) 2003년 이후 5명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을 최소
30%이상 채용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들의 상위계급 진입을
위해 2002년 여성관리자 1차 임용확대계획이 수립되었고, 2007년 2차 임용확대 계획이 수립
되었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이상에서 여
성 공무원 1명이상 임용 추진을 실시하고 있다. 4급 이상 여성관리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2011년까지 10% 이상 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1). 지방정부에서
는 2011년까지 6급 이상 공무원에서 여성비율을 16.5%까지 확대하는 임용목표제를 실시하
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여성 공무원들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한 이러한 제도적 조치들의 정당성은 대표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기반하고 있다. 대표관료제란 공무원의 충원 등에 인종이나 성
(gender)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박천오,
2010, p.178). 대표관료제의 논리적 정당성을 제일 먼저 제시한 이는 Kingsley(1944)이다.3)
1) 행정안전부. 2008. 공무원 총조사 보고서. 서울: 행정안전부. 본 조사는 5년단위 조사로 2012년 다시
조사될 예정임
2)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따르면, 목표는 1996년 10%, 1997년 13%, 1998년 15%, 1999년 18%,
2000년 20% 였으며, 2000년 채용목표제 2차 확대로 2002년의 경우 7급 25%, 9급은 30%, 5급 20%를
유지하였다.
3) Kingsley(1944)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이 세 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소위 권력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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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 기능주의적 차원에서 주장된 대표관료제에 대한 주장은4) 이후 계급적, 규범적 차원
의 논의로 치환되어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진출을 정당화시키는 논거로 활용되어
왔다. Kingsley(1944)는 사회의 지배적 계층(dominant class), 특히 당시 사회구조의 중심축인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대표관료제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5).
이후 Riper(1958)는 사회 지배 계층구조의 기계적 반영이라는 Kingsley(1944)의 대표관료
제에 대한 협소한 논의 구조를 보다 확장하였다. 그는 대표관료제가 되기 위해서는 관료제
가 직업, 계급, 지리 기타 등등의 관점에서 정치체의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관
료제가 소속집단의 사회적 정서 및 태도와 일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단순히
사회적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이 가진 가치까지 대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
후 능동적 대표성 개념 정립에 대해 기본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Riper의 주장을 반영한 Mosher(1968, 1982)는 관료 대표성의 유형을 국민의 인
구학적 특성을 관료 인적 구성에 반영하는 수동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on), 관료들이
자신들의 소속집단 이익을 옹호하는 능동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on)의 두 가지로 구분하
고 있다. 그러나 그는 능동적 대표성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수동적 대표성이 국
민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임을 주장한다.
대표관료제에 대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초기의 추상적 개념적 논의(Kingsley, 1944;
Riper, 1958; Mosher, 1968, 1982)에 비해 최근의 연구는 주로 공직 구성이 일반 국민을 대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수동적 대표성에 대한 실증 연구(Cayer & Sigelman,
1980; Naff, 1998; Hsieh & Winslow, 2006; Riccucci, 2009; Bowling et al., 2006)와 이렇게 구
성된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과 관련된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능
동적 대표성에 대한 실증 연구(Thompson, 1978; Meier, 1993; Hindera, 1993; Selden, 1997;

(예를 들어 외교부, 국방부)와 자리에서 배제되어 있고, 결혼과 함께 퇴직을 강요받고 있으며, 임금에
서 있어 남성들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75,000명이던 여성 공무원 중에서 1%
만이 고위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불평등이 고질적인 (사회적) 불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 ‘왜 대표관료제가 필요한가’라는 규범적 질문에 대해 Kingsley(1949)는 대표관료제를 통한 참여의 촉
진은 관료의 책임성(responsibility)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적 요소 해소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만의 해소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지배계급을 반영한 대표관료제 운영이 사회적 안정(social stability)을
도모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으며(Meier, 1975; p.527) 이는 보수적인 기능주의적 관점을 대변한다
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주장은 당시 공직 구조가 중산층 중심의 사회계층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엘리트 계층
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당시 영국에서 공직 임용은 교육정도를 바탕으로 이루지고 있
었으나 이러한 교육체계 내에서 진학은 개인의 능력보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엘리트 계층이 공직을 과다 점유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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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an, 2000; Mitchell et al., 2001; Dolan, 2002; Kaiser et al., 2002; Riccucci & Meyers, 2004;
Saidel & Loscocco, 2005; Wilkins & Keiser 2006; Meier & Nicholson-Crotty, 2006; Bradbury
& Kellough, 2007; Wilkins, 2007; Close & Mason, 2007)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
은 서구학계의 검증노력과 마찬가지로 국내 행정학계에서도 능동적 대표성에 대한 시론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종순(2009)은 능동적 대표성에 대한 전문가, 공무원, 일반국민의
평가, 홍미영(2006)은 능동적 대표성의 결정요인에 분석, 박천오(2010)는 여성 공무원들의
‘여성대표적 역할 수용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대표관료제의 대상인 여성의 능동적 대표성 여부와
정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공무원들의 능동적 대표성을 ‘여성 차별을 시
정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여성 공무원의 지지’라는 태도 차원에서 정의한 후 이를 남성 공
무원과 비교･분석한다. 아울러 여성 공무원들의 능동적 대표성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심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 양적 구성 요소들의 영향력 정도와 유의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
해 먼저 대표관료제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흐름을 정리한 후,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을 구
체화하고자 한다.

Ⅱ. 대표관료제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검토
1. 수동적 대표성과 능동적 대표성을 검증하는 연구
최근 대표관료제에 대한 연구는 수동적 대표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능동적 대표성을 검증
하는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수동적 대표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크게 여성과 소수자의 양적 대표성의 증가에 초점
을 둔 연구들과 단순히 수적인 증가가 아닌 질적인 관점에서 여성들의 배치 측면에서 대표
성과 평등성까지 검증하는 연구들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Cayer & Sigelman(1980)은 적극적 고용평등조치법이 실시된 1972년 이후
1980년까지 주정부와 기타 지방정부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비율이 20% 정도 증가했고, 임금
도 50% 정도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후자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소극적 대표성의 확보가 평등의 구현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Naff(1998)는 연방공무원에서 히스패닉들의 대표성이 여전히 낮고, 소수자
와 여성들은 중간, 고위직에서 남성들에 비해 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Hsieh & Winslow
(2006)도 연방공무원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여성 공무원들의 일반적 대표성이 확보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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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에서 이들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Riccucci(2009)는 연방조직에서 여성
과 흑인들이 상위직 및 좋은 직위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6)
능동적 대표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수동적 대표의 능동적 대표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능동
적 대표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수동적 대표의 능동적 대표성을 확증하는 연구들이 다수이다
(Kaiser et al., 2002; Wilkins & Keiser 2006). 이들 연구는 그 연구방법에 따라 다시 두 가지
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집계수준에서 대표관료가 산출하는 성과나 결과물을 보고 이들의
능동적 대표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Kenneth J. Meier와 Lael R. Kaiser가
선도하고 있다. Meier(1993)는 라틴계 교사와 교장들이 많을수록 라틴학생들의 이익(학생들
과의 의사소통, 수학성적, 진학, 탈락 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특히 이러한 효과는
일선관료들(교사) 수준에서 그리고 이들 대표관료들이 임계 다수(critical mass=소수자가 영향
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숫자)를 넘어섰을 때 그 효과가 촉진된다는 점을 보여준
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 대상 연구로 확대되는데, Kaiser 등(2002)은 여성 수학교사나 여성
교수의 비율이 여학생들의 수학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수동적 대표
의 능동적 대표성이 구현된다고 보았다. 유사하게 Wilkins & Kaiser (2006)는 아동지원집행
관 구성에서 여성감독관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여성 가장을 위한 아동지원 금액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주며, Meier & Nicholson-Crotty (2006)는 지역내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강간에 대한 체포율, 강간사건에 대한 보고 숫자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Meier와 Kaiser의 연구 외에 Selden(1997)의 연구에서는 농민주택청의 농촌주택대부 프로
그램의 운영과 관련해 지역별로 기관장의 흑인 비율이 높아질수록 흑인 청구인들이 신청한
농촌주택 건설 및 복구관련 대부금 신청에 대한 승인율이 달라진다. 유사하게 Hindera(1993)
는 고용평등지역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고용평등 위반 사건 기소(charge)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소수자 공무원이 많을수록 소수자(여성을 제외한 라틴계와 흑인의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7)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조직이나 기관의 집계수준에서 수집된 성과 또는 결과지표에 기반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수동적 대표와 결과지표간 관계
6) Bowling 등(2006)도 1970-2000년까지 50개주의 기관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유리천정은 무너
지고, 전통적인 남성 우위 부서장벽도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병섭･박상희(2006)는 한국 공무
원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5급 여성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 측면에서 여
성 공무원 비율 및 수의 증가와 여성채용목표제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7) Wilkins & Williams(2008)의 연구에서 지역내 흑인 경찰관의 비율과 이들의 흑인 프로파일링간의 정
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실제 대표관료제가 소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라틴계 소수자에 대한 Wilkins & Williams(2009)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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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고 이 과정에 대표관료 개인의 능동적 대표 활동이 개입되었다고 추론하지만 실제
로는 능동적 대표성을 직접 검증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분석수준의 문제로,
대부분 기관이나 조직단위에서 수집된 자료에서 개인의 능동적 행동을 추론하고 있는 생태
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Theobald & Haider-Markel,
2008). 실제 특정 배경을 가진 공무원의 행동에서 정책산출 또는 결과까지는 복잡한 변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Saltzstein, 1979), 이들 집계적 수준의 정책결과가 소수자들의 대표 행
동 뿐만 아니라 소수자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수집단의 행동일 가능성도 존재한다.8) 특히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물인 경우 이것이 대표 관료들의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 고객의 반응과 행태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Theobald & Haider-Markel,
2008).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조직, 기관, 지역 등의 집계수준보다 개인수준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Wilkins, 2007; Bradbury & Kellough, 2007; Bradbury
& Kellough, 2011).9)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두 번째 연구방법, 즉, 집계수준이 아닌 개인수준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태’를 직접 측정하여 능동적 대표성을 증명하려는 연구들이 새로운 연구의 흐름
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개인수준의 연구는 다시 태도 중심적 연구와 행태 중심적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태도 중심적 연구에서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대표관료들의 선호 측정을 통해 대표
관료성을 증명하고 있다. Dolan(2000)은 여성권익의 보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여성 공무원
들의 지지 정도를 통해 이들의 능동적 대표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후 Dolan(2002)의 연구에
서도 여성들의 수동적 대표는 정부예산의 사용에 대한 (능동적 대표성을 의미하는) 태도 차
이로 연결된다. Thompson(1978)은 인종적 소수자나 여성들이 소수자의 채용과 관련해 긍정
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Saidel & Loscocco (2005)는 주정부 소속 기관장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여성관련 정책 아젠더의 우선 순위 설정에 젠더라는 맥락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한다.10)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홍미영(2006)은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에 비해 여성관련 제도 지지에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박천오(2010)의 연구에서는
8) Selden(1997)의 연구에서 농민주택청의 농촌주택대부 프로그램의 운영과 감독관의 소수자 대표에 대
한 스스로의 믿음이 소수자에 대한 대부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9) 기존 연구들은 실제 소수자가 소수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단순히 소수자의 능동적 대표
성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Lim, 2006; Meier &
Nicholson-Crotty, 2006).
10) Riccucci & Meyers (2004)에서 여성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역할에 대해 남성들에 비해 보다 적극
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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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들은 ‘여성대표적 역할 수용도’에 긍정적이지만, 여성대표적 역할과 상반된 것으
로 알려진 ‘전통적 역할 수용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득(1997)은 대표관료들의
정책선호를 통해 대표성을 검증하면서 연령, 소득, 지역이 아닌 학력변수가 정책선호를 대
표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11)
다음으로 행태 중심적 일련의 연구들은 소수자들의 대표행동을 통해 대표성을 확증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간 비교연구에서 Wilkins(2007)은 아동지원 집행감독관들의 행태를 비교한
후 여성감독관들이 남성감독관들에 비해 여성적 이익과 관련되는 업무에 중요도를 높게 두
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한다. 소수자의 개인 행태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Close & Mason(2007)은 플로리다 경찰관들의 단속자료를 분석한 결과, 흑인 경찰
관에 비해 백인 경찰관이 흑인 운전자들을 교통 단속하는 비율이 5배, 라틴계 경찰관에 비
해 백인 경찰관이 라틴계 운전자를 단속하는 비율이 2.5배 정도 높다는 사실을 통해 능동적
대표성을 입증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기존 연구방법 중 태도 중심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동적 대표인 여성 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에 비해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들에 대한 지지에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를 분석한다.

2. 대표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최근 연구들은 단순히 수동적 대표의 능동적 대표성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동적
대표들의 능동적 대표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분석변수들은
몇 개의 상위개념 요소로 분류되는데, Seldon 등(1998)은 능동적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크게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Brudney 등(2000)도 개인적 배경 요인과 조직 사
회적 요인으로, Loscocco(2005)는 대표자의 정책우선순위 선택의 결정요인으로서 개인수준,
조직수준, 환경수준 등의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13) 본 연구는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크
11) Bradbury & Kellough(2007)는 여성이 아닌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연구에서 흑인 공무원들이 백인들
에 비해 소수자 공동체 이익을 위한 정부행동을 지지한다는 점을, Mitchell 등(2001)은 청소년 교정
공무원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흑인공무원들이 수감자들에 대해 보다 애정을 보이며, 수감자들의
범죄원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난 등과 같이 외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 유사한 결과로 소수자 경찰보다 백인 경찰에 의해 교통단속티켓을 발급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난다(Gilliard-Matthews et al., 2008).
13) Thompson(1976)은 적극적 대표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들로 환경(제도와 사회적 집단의 압력), 이슈
영역(소수자 공무원이 관련 소수자 안녕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어야 함), 동원(소수자관련 단체
가 존재하는 경우), 직위와 물리적 위치(소수자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경우, 소수자
끼리 근접 근무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연구에서 홍미영(2006)은 개인특성, 조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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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심리적 요소, 제도적 요소, 양적 구성요소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기존 연구결과
를 반영하여 각 요인 내 하위변수들과 관련된 가설을 도출한다.
1) 심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는 대표성에 영향을 미친다. Seldon(1997b)은 관료가 자신을 소수자 이익의 대
변자나 대표자라고 보는 심리적 차원의 역할 인식, 즉, 소수자 대표역할(minority representative
role)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소수자 공동이익을 위해 적극적 대표 차원의 의사결정을 일
관성있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관료들의 적극적 대표성은 개인특성, 조직적 요
소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관료규범과 같은 심리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Selden 등, 1998).
Saidel & Loscocco(2005)의 연구에서도 기관장이 가진 경험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여성 관련
정책 아젠더의 우선 순위 설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능동적 대표성의 결정과 관련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심리변수는 지각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과 고정관념(stereotype)이다. 지각된 차별이란 특정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남들
과 다르게 또는 불공정하게 대우 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각 수준을 의미한다(Sanchez &
Brock, 1996; Foley et al., 2005). 지각된 차별과 적극적 대표성간 관계에 대해 지각된 차별의
정도는 실제 피해대상 집단들로부터 적극적 고용평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다(Kravitz et
al., 1994).
고정관념이란 특정집단에 대해서 가지는 과도하게 일반화된 믿음을 의미한다. 남녀간 관
계에서 고정관념은 남녀가 다르다든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과도하게 특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관념을 가진 이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이나 소수자가 책임감이 필요한 직무
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Heilman, 2001). 여성이나 흑인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적극적 고용조치 등에 대한 제도적 지지를 철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Taylor-Carter
et al., 1995; Bobo & Johnson, 2000). 이와 같은 고정관념의 기능은 국내연구에서도 확인되
는데, 홍미영(2006)은 응답자들이 여성과 관련된 업무상 고정관념과 부서 고정관념이 낮을수
록 적극적 대표성 확보에 대해 적극적임을 보여주며, 문미경(2000)도 남녀간 성역할에 대한
인식체계가 상이하며 이것이 여성 공무원의 대표성 인식에 체계적 차이를 미치고 있음을
실증한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은 남성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Naff(1994)는 여성들의 대표성 강
화와 관련해 실제 여성들이 여성들의 능력에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14)
성, 근무경험 등으로 외생변수를 구분하고 있다.
14) Thompson(1978)도 해당 사회내 소수자 대우에 대한 비관론이 개인의 소수자에 대한 채용에 대한 수
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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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여성들의 경우 차별지각이 높을수록,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여성의 능동적 대표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제도적 요소
대표관료제의 초기 연구에서 Thompson(1976)은 소수자가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
록 유도하는 제도적 맥락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소수자 개인의 능동적 대표 행동은 일정
한 맥락 하에서 발생한다(Bradbury & Kellough, 2011). 최근 많은 연구들이 수동적 대표를
능동적 대표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제도적, 맥락적 요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Kaiser et
al., 2002; Wilkins, 2007; Wilkins & Kaiser, 2006)
Kaiser 등(2002)은 수동적 대표를 능동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맥락적 요소로서 재량의
정도, 특정 정책이슈의 여성 관련성(gendering)의 정도, 조직목표/사회화, 계층화 정도, 층화
도(stratification), (여성) 임계 인원(critical mass), 전문화 등을 열거하고, 제도주의 이론에 기
반하여 조직의 계층구조 평평한(flat) 경우,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여성 교사들
이 여학생의 수학점수를 견인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Riccucci & Meyers(2004),
Meier & Bohte(2002)는 조직차원의 제도적 특성으로서 재량(discretion)이 많을수록, Saidel &
Loscocco(2005)는 기관특성이 규제나 분배보다 재분배기관일 때 수동적 대표가 능동적 대표
로 전환된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맥락변수들은 능동적 대표를 유도하는 직접적 기능 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표관료제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수동적 인구특성과 능동적 대표간 관계를 단순히 기술하기 보다는 이들간
관계를 조절하는 맥락적 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Wilkins, & Kaiser, 2006).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 변수로서
조직특성(유형)과 양성평등적 문화에 주목한다.
먼저 소속된 조직의 특성과 유형은 대표관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되고
있다.15) Kelly & Newman(2000)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특성으로서 규제 또는 분배 부서에 근
무하는 여성 공무원들은 재분배 부서에 근무하는 이들에 비해 적극적 고용평등 지지에 적
극적이다. Dolan(2002)의 연구에서도 국방부와 복지부의 서로 다른 조직특성은 여성 공무원
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주고 이것이 능동적 대표성의 정도 차이를 가져온다. Saidel &
Loscocco(2005)는 응답자가 소속된 조직의 특성이 재분배 부서인 경우 여성적 정책 아젠더
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 이러한 효과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15) Meier & Nigro(1976)는 고위공무원들의 현재 소속의 이들의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압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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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특성의 영향력은 일종의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진화적 속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조직특성이 능동적 대표성에 대표하는 가시적 구조적 영향요인이라면 조직내
존재하는 양성평등적 문화(culture)는 비가시적인 영향요인이다. 문화는 특정맥락을 지배하는
지배적 가치체계를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적 문화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
하지 않는 기관문화로 정의된다.
문화는 소수자의 선호에 체계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화지배 체제에 소속
된 다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Bradbury & Kellough(2011)에 따르면 소수자에 속하지 않은
관료들도 소수자 또는 여성 동료의 영향을 받으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산출한
다. 예를 들어 백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소수계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높아지
면 대표관료제의 역할 수용 정도도 높아진다. Seldon 등(1998)은 생물학적 인종이나 성보다
는 심리적 차원의 역할인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조직 내에서 인지된 역할기대가 적극적 대
표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을 실증한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인종이 이러한 역할인식을 채택하
는데 결정적이지만, 비소수자들도 이와 같은 역할인식을 공유한다면 소수자를 대변하는 행
동에 나선다는 점이다(Seldon, 1997b). Selden 등(1998)에 따르면 (여성권익 지향적인 평등문
화가 아닌) 관료문화가 지배하는 경우 이는 소수자의 대표역할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국내연구에서 문미경(2000)은 여성인력에 대한 조직풍토가 고위직 여성 공무원의 대표
성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특성과 양성평등 문화가 대표성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개
인 행위자의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소속 조직내에서 경험을
통한 사회적 과정 속에서 해당 조직의 가치를 학습한다. 즉, 경험은 수동적 대표에서 능동
적 대표로 이어지는 매개역할을 수행한다(Meier, 1993a; Saltzstein, 1979).
Dolan(2009)은 특정 사회집단과 관련성을 가지는 삶의 경험(life experience)은 대표관료제
의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일반적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조직입직 후의 경험이다. 최근에 조직내 경험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Dolan(2002)은 각기
상이한 조직내에서 사회화 경험이 소수자들이 원래 가졌던 태도를 변화시켜 능동적 대표성
가지도록 작용한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조직특성(본 연구의 경우 재분배기관 여부)과 양성평등문화는
적극적 대표성 발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6) 홍미영(2006)은 업무특성에 주목하면서 관리업무와 집행업무로 구분하고 전자의 업무 담당자들이
적극적 대표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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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적 구성 요소
특정조직에서 소수자의 양적 구성, 즉 대표관료제를 구성하는 소수자의 절대적인 숫자나,
소수자와 다수자간 비율은 소수자 개인뿐만 아니라 기타 조직구성들의 적극적 대표에 대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소수자의 수와 능동적 대표성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Meier(1993b), Meier & Stewart
(1992) 등은 소수자 교사의 대표 비율이 증가할 때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처벌이 감
소하고 긍정적 보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Selden(1998)의 연구에서는 소수자 공무원
숫자는 흑인들에 대한 농촌주택 대출의 적격성 판단이라는 능동적 대표성에 영향을 주며,
Hindera(1993)에서는 지역 평등고용위원회에 근무하는 흑인 공무원 숫자와 흑인을 위한 사건
의 기소건수간에 정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여성관련 연구에서도 발견된
다. Dolan(2000)의 연구에서는 조직내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들의 능동적 대
표성 정도가 높아진다. Kelly & Newman(2000)은 부서에 따라 조직특성뿐만 아니라 조직내
성별구성비의 차이가 여성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한다.
최근 이와 같은 논리를 발전시켜 구체적인 숫자를 중심으로 대표관료제의 대표성의 이론
화를 모색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Kanter(1977)는 특정집단이 적극적 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인력의 최소비율이나 숫자를 의미하는 임계다수(critical mass)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지배집단과 소수자 집단이 85:15비율로 나누어질 때 즉, 임계숫치인 15%를 넘지 못할 때 소
수자 집단은 지배집단이 가진 가치의 순응압력에 직면한다고 설명한다. 소수자가 임계다수
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배집단의 가치에 순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표성이 발현되지
못한다. 반대로 임계치를 넘어서는 경우 적극적 대표를 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게 되어 대표
성 발현이 용이해진다(Henderson, 1979).17)
Meier(1993b)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라틴계 교장이 최소 16% 이상일 때 라틴학생들에 대
한 이들의 적극적 대표행동이 발생하며, 반대로 임계치 이하일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
다. 윤창근･문명재(2009)는 부처내 여성 공무원 비율(최소공직비율)이 23.5% 일 때 예산상
적극적 대표성이 발현됨을 실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의 논리 작동과 관련해 Thompson
(1976)은 조직내 소수자가 많아질수록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기 때
문에 수동적 대표가 능동적 대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Hindera & Young
(1998)은 소수자의 수의 논리를 보다 정교화하여 임계다수 모형뿐만 아니라 종다수모형
(Majority Model)과 다원모형(Plurality Model)을 제시한다. 종다수 모형은 대상 소수자가 전체
인구구성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다원모형은 인적 구성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17) 이와 달리 홍미영(2006)의 경험적 연구는 여성비율이 낮을수록 여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라는 결
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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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인적 구성이 임계다수도 아니고 종다수가 아닌 상황을 의미한다. 종다수모형의 상황
에서는 소수자의 능동적 대표성이 촉진된다. 소수자가 많아지는 경우 소수자 스스로 자신들
의 이익을 대표하는데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표행동에 나설 수 있다
(Seldon et al., 1998). 특히 소수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소위 소수자의 지배적 가치가 타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효과18)가 발생할 수 있다.19) Thompson(1976)은 소수자 동료가
근접해 있을수록 관료들이 소수자 이익을 보호하는 적극적 행동에 나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에 논리에 반하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Selden(1997)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감독관의 비율과 여성에 대한 대출 적격자 판단비율간 유의한 관계가 없다. Selden 등
(1998)의 연구에서도 소수자 동료의 수가 이들 소수자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이 기관 내에서 임계다수(15%)를 넘지 못할 경우는 적
극적 대표성이 발현되지 못하며, 반대로 여성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여성 공무원들의 적극적 대표성이 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분석자료 및 분석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공직 여성근로자 근무여건에 관한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07
년 8월 28일부터 2007년 9월 5일까지 우편조사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최종 응답자들은 17
개의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었으며,

20)

최종 유효표본은 617명으로 남성은 44.1%(272명), 여

성은 55.9%(345명)이다.21)
측정문항과 관련해 Dolan(2000)은 능동적 대표성을 여성 보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지지
정도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적극적 대표성은 여성 공
무원들의 인사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5가지 제도들22)에 대한 지지 태도를 5점 척도(1점 전
18) 예를 들어 여성들이 지지하는 가치가 남성들에 의해 지지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19) Hindera & Young (1998)에서 종다수 흑인 조사관은 흑인 기소에만 영향을 주고 있지만, 백인들까지
전염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20) 과기부, 농림부, 문광부, 법제처, 병무청, 복지부, 산림청, 통계청, 특허청, 행자부, 검찰청, 공정위, 법
무부, 예산처, 인사위, 재경부, 청소년 위원회 등이다.
2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과학자료원(http://www.kossda.or.kr)의 자료번호 A1-2007-0068을 참조
22) 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남녀 모두 합격자가 30% 미만일 때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② 여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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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필요하지 않음, 5점 매우 필요함)를 통해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에서 차별지각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네 가지 유형23)의 여성 차별이 존재
하는지 여부를 5점 척도(1점 전혀 없다, 5점 아주 많다)로 측정하였다. 고정관념은 두 개의
진술문(①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일이 따로 있다, ② 여성이 취직을 하더라도 집안일과
자녀양육은 여자의 책임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조직특성은 Saidel & Loscocco(2005), Kelly & Newman(2000)의 연구
에서 규제, 재분배 기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17개의 조직을 ① 외부 행위자에 대해 예
산이나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관 또는 서비스 기관(과기부, 농림부, 병무청, 복지부, 산림청,
특허청, 행자부), ② 권력기관 및 규제기관이나 배분기관 (검찰청, 공정위, 법무부, 예산처,
재경부, 청소년), ③ 기타 기관 (법제처, 문광부, 통계청, 인사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였다. 양성평등 문화는 조직 내에서 여성들과 관련해 존재하는 편견과 관련된 진술문에 대
해 태도를 묻는 두 개의 문항(여성이 리더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왠
지 여성들이 하는 일은 미덥지 못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에 기초하여24) 기관별로 평균점수
를 도출하고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이하의 기관을 양성평등적 문화가 높은 곳, 평균 이
상인 기관을 양성평등적 문화가 낮은 곳으로 분류했다. 양적 구성과 관련해서 Hindera &
Young (1998)의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2006년 공무원 현원기준으로 전체 기관 공무원에서
여성 공무원 숫자가 15% 이하인 경우 ‘임계다수 이하’ 부처(과기부 14.7%, 산림청 15.2%,
통계청 11%, 행자부 11%, 검찰청 8.2%, 공정위 12.7%, 법무부 10.2%, 예산처 12.9%, 재경부
7.9%)로 구분하였다. 여성이 종다수인 기관의 분류기준과 관련해 Hindera & Young (1998)
의 기준에 따르면 다수기관은 여성이 50% 이상을 넘는 곳이지만 본 연구자료에서 복지부
한 곳만 이에 해당되어(60.4%) 분석의 편의상 여성비율이 44.2%인 병무청까지 포함하여 두
기관을 ‘종다수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두 기관 유형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기관은 다원기관
으로 분류하였다.
변수가 복수문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평균분석이나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다수척도의 평
균값을 복합척도로 활용하였으며, 회귀분석시 명목변수(기관특성, 젠더문화, 임계다수 이하,
다수 기관)들은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원 경력개발제도(CDP), ③ 여성 보직할당제: 일정비율 여성 공무원을 주요 보직 배치 제도, ④ 여
성관리직 임용목표제: 5급 이상 관리직에 여성이 10% 이상 되도록 하는 제도, ⑤ 여성승진 우대 제
도: 남녀 공무원 자격이 비슷할 때 여성의 승진을 우대하는 제도
23) ① 업무 배치에서의 여성차별, ② 교육 훈련 기회 제공에서의 여성차별, ③ 승진에서의 여성차별,
④ 인사고과나 근무성적 평가에서의 여성차별 등
24)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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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성 공무원의 능동적 대표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1. 능동적 대표성의 성별간 차이분석
남녀간 여성관련 제도에 대한 지지도 차이를 통해 여성 공무원들의 능동적 대표성 여부
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차분석과 카이스퀘어(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아
울러 필요한 경우 성별변수, 기타 인구학적 변수와 능동적 대표성간 평균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도식화하였다(<그림 1><그림2><<그림3>~<그림 4>).
<표 1> 여성관련 제도에 대한 지지도25)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성
별

여성 공무원
여성관리직
여성보직할당제
경력개발제도(CDP)
임용목표관리제

여성승진
우대제도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남성

58.1%

41.9%

42.1%

57.9%

62.4%

37.6%

60.0%

40.0%

90.4%

9.6%

여성

47.7%

52.3%

17.3%

82.7%

17.9%

82.1%

20.5%

79.5%

51.8%

48.2%

χ2

4.257**

6년이하 48.3% 51.7%
재
직 7-14년 61.7% 38.3%
기 15년이상 50.0% 50.0%
간
χ2
5.136*

25.009***

86.504***

67.078***

66.766***

29.1%

70.9%

31.9%

68.1%

29.8%

70.2%

76.5%

23.5%

33.6%

66.4%

48.0%

52.0%

53.8%

46.2%

76.7%

23.3%

19.8%

80.2%

31.3%

68.8%

30.6%

69.4%

64.2%

35.8%

6.121**

9.716***

19.413***

6.321**

33세미만 49.2%

50.8%

26.6%

73.4%

29.4%

70.6%

29.2%

70.8%

73.3%

26.7%

연 33-39세 54.6%
령 40세이상 53.7%

45.4%

31.0%

69.0%

40.6%

59.4%

42.9%

57.1%

68.1%

31.9%

46.3%

21.9%

78.1%

36.6%

63.4%

37.8%

62.2%

69.5%

30.5%

2

χ

학
력

.876

2.691

3.830

5.643*

.081

고졸

62.2%

37.8%

25.0%

75.0%

34.2%

65.8%

30.8%

69.2%

63.6%

36.4%

대졸

52.1%

47.9%

29.7%

70.3%

38.5%

61.5%

39.8%

60.2%

74.5%

25.5%

대학원

49.3%

50.7%

14.7%

85.3%

25.0%

75.0%

26.3%

73.8%

55.9%

44.1%

2

χ

1.698

6.966**

5.025*

5.563*

5.025*

8급 이하 62.5%

37.5%

23.0%

77.0%

28.6%

71.4%

27.5%

72.5%

66.7%

33.3%

계 6, 7급 50.6%
급 5급 이상 52.9%

49.4%

26.9%

73.1%

37.1%

62.9%

40.4%

59.6%

74.7%

25.3%

47.1%

28.4%

71.6%

38.0%

62.0%

37.3%

62.7%

68.4%

31.6%

2

χ

2.650

.741

2.230

3.903

1.998

25) 패턴 파악의 편의를 위해 5점 척도에서 3점을 제외하고 찬성과 반대 2점 척도로 단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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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성관련 제도적 지지도에서 성별간 차이를 볼 때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찬성율이
높아 수동적 대표의 능동적 대표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찬성과 반대는 제도별로 편
차를 보이고 있는데, 찬성과 반대에서 가장 입장 차이가 큰 제도는 여성보직 할당제로 약
44.5%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10.4%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제도가 가지는 이해관계성의 정도에 따른 것으
로 해석된다. 응답자들은 이미 공무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목표제에 대한 이해관계성
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보직할당의 경우 조직내 인사에서 계급과 관계없이 모든 구
성원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이한 사항은 여성들의 제도에 대한 지지도를 볼 때 여성 승진 우대 제도에 대한 지지
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다른 항목들의 경우 일종의 목표달성 (양성평등은 30%, 여
성보직은 일정비율, 관리직 임용제는 10%) 방식으로 표현되고, 승진 우대 제도는 ‘자격이
비슷할 때 여성의 승진을 우대하는 제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낮은 지지도는 이와 같은
특혜적 우대에 대한 여성들의 반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직기간의 경우 5개 제도에 대한 지지에 있어 기대빈도에 비해 실제빈도가 높아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패턴을 볼 때 재직기간이 단기인 경우(6년 이
하)와 장기인 경우(15년 이상)가 중간인 경우에 비해 전체적인 지지도가 높다. 남녀간 비교
를 통해 여성들의 공직 입직 후의 사회화 정도에 따라 적극적 대표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대상자를 단기재직자(7년 이하)와 장기재직자(15년 이상)로 구분하고 5가지 제도
에 대한 지지도(5점 만점) 평균값을 도출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분산분석: F=22.249,
P<.01). 여성들의 경우 단기재직시에 비교해 장기재직시 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여 적
극적 대표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는 수동적 대
표성과 관계없이 공직생활이 양성평등적 제도에 대한 지지를 고양시키는 학습효과를 가지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표자 역할인식이 떨어
진다는 Selden 등(1998)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연령과 관련해서 Selden 등(1998)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표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다는 결과를 내놓고 이를 고령 세대의 경험(미국의 경우 60년대 인권운동의 경험)이 반영된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령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직기간과 연령은 시간이라는 변수와 관련되어 있지만 전자의 경우만 일관성있는 유의미
한 찬반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남녀간 차이와 연령이 적극적 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5가지 제도 지지에 대한 평균값을 도출하였다(분산분석: F=52.355,
P<.01). 남성의 경우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적극적
대표성도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106 ｢행정논총｣ 제50권 제1호

교육과 관련해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교육이 일종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면서 여성문제,
인종문제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높이고 이로 인해 대표성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Selden et al., 1998). Meire & Nigro(1976)도 연방공무원들의 교육수준 향상은 소수
자 권익개선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Selden 등(1998)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대표성 인식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개인적 야심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졸 응답자와 대학원 재학 이상의 응답자가 일반 대졸자 응답자에 비해
적극적 대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재학 이상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
해 일관성있게 적극적 대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성별로 구체화하기
위해 5개 제도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평균값(5점만점)을 도출하면 <그림 3>과 같다. 적극적
대표성의 패턴에 있어 남성들을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인 반면에 여성들은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 대표성도 높아지고 있다(분산분석: F=96.733, P<.01).
마지막으로 계급과 관련해 Meier(1993b), Thompson(1976) 등은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 오
랜 조직사회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적 가치보다는 조직목표가 중요하고, 하위직 공무원
은 조직사회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
고 있고 이로 인해 하위관료들의 적극적 대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나
<표 1>에서는 계급과 관련해 이러한 일관된 패턴을 찾기가 힘들다. 성별로 적극적 대표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5가지 제도에 대한 평균값을 도출하면 <그림 4>와 같다(분산분석:
F=51.504, P<.01). 남녀를 비교할 때 서로 상반된 응답패턴을 보이고 있다. 6급, 7급 종사자
에 있어 남성들의 지지도가 가장 낮은 반면에 여성들은 가장 높다. 이는 이러한 계급에서
승진과 관련된 이익이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5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6-7급에 비해 적극적 대표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고위직 여성일
수록 남성들과 태도가 동일해져 고위직의 경우 남녀간 태도가 수렴된다는 Meier & Nigro
(1976)의 연구결과를 확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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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별과 학력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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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별과 연령

<그림 4> 성별과 계급의 효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의 적극적 대표성은 재직기간이 장기일수록 그리고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 때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능동적 대표성의 결정요인
여성들의 능동적 대표성에 대한 결정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네 가지 독립변
수들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26).

26) 조직특성, 평등문화, 임계다수 이하 기관, 종다수 기관은 더미변수를 활용했다. 조직특성에서는 재분
배/서비스 부서를, 양성평등적 문화에서는 평등문화가 전체평균보다 높은 기관들을, 임계다수 이하
기관은 여성비율 15% 이하 기관을, 종다수기관은 복지부(60.4%)와 병무청(44.2)을 각각 1로 처리하
고 나머지는 0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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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능동적 대표성 결정요인 분석 모형
여성
모형1: 인구통계학적
변수(n=324)
B
재직기간
인구학적
학력
변수
계급

.001

S･E

Beta

모형2: 개인 및
제도변수(n=344)
B

S･E

Beta

모형3: 조직/문화변수
(n=344)
B

S･E

Beta

모형4: 인적 구성변수
(n=344)
B

S･E

Beta

.005 .008

.111** .053 .148
.018

.032 .038

차별지각

모형6: 남녀
전체모형
(n=588)

모형5: 여성모형
(n=324)
B

S･E

Beta

.000 .005 -.007

S･E Beta

.005 .004

.047

.081 .051

.056 .040

.062

.109

B

-.020 .031 -.044 -.043* .025 -.079
.363*** .056 .333

.364*** .060

.333 .342*** .045

.312

심리요소
고정관념

-.086

.056 -.079

조직특성

-.102* .058 -.093 -.100** .042 -.090
.274*** .085

.182

.072 .110

.048 -.015 .076 -.009

제도요소
평등문화

-.052

.089

양적구성 임계다수이하
요소
종다수

-.033

-.042 .106 -.026
.087

-.026

.284** .122

-.039

.136

.000 .086

.000

-.031 .117 -.021 -.129 .090 -.081
.260** .129

여성

.124 .167* .095

.075

.424*** .068

.265

F-Value

1.782

21.131***

5.327***

3.837**

6.325***

18.178***

R-Square

.016

.110

.030

.022

.153

.239

Ad. R-Square

.007

.105

.025

.016

.129

.226

*: P< 0.1, **: P<0.05, ***: P<0.01

‘모형1’에서 ‘모형4’까지 차원별 모형들을 비교할 때 종속변수 변량에 대해 가장 설명력
이 높은 모형은 심리적 변수를 고려한 ‘모형2’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에서 변수별로 볼 때 인구통계학적 모형에서 유의한 변수는 교육수준으로 나타났
다. <그림 2>에서 나타났던 교육수준별 능동적 대표의 가능성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
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심리변수에서는 지각된 차별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표성도 높아지고
있다. 고정관념은 계층적 단계모형인 모형2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모형5’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적극적 대표성은 낮아지고 있다. 남성이 아닌 여성
스스로도 자신을 전통적 여성역할에 국한시키면 여성 권익에 대한 지지가 낮아진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녀를 통합시키고 성별 변수를 통제시킨 ‘모형 6’에서는
지각된 차별과 고정 관념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녀에 상관없이 두 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남성들의 경우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각
할 때 여성적 권익을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 심리변수가 생물학적 성의 경계를 넘어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별로 차
별지각에 따른 적극적 대표관련 제도에 대한 지지도의 평균값을 보면 <그림 5>와 같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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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석: F=52.366, P<.01). 남녀에 상관없이 여성들에 대한 차별지각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대
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직/제도 변수에서는 권력이나 규제부서에 근무하는 여성들일수록 적극적 대표의 가능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Meier(1993b)는 적극적 대표가 발현되지 못하는
네 가지 경우로 첫째, 조직내에 분리 장벽이 존재하여 소수자가 실제 결과지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자리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조직내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적 가치보다
조직목표가 더 중요해진 경우, 셋째, 실제 근무조직 자체가 대표관료의 수혜대상 집단과 관
련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들 집단을 대표하기 어려운 경우, 넷째, 의사결정이 루틴화되어
있어 재량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의 상황을 제시한다.
제도특성에 따른 효과를 성별로 살펴보기 위해 다섯 가지 제도에 대한 지지도의 평균값
을 표기하면 <그림 6>과 같다(분산분석: F=93.731, P<.01). 남녀를 초월하여 서비스/재분배
조직의 경우 권력/규제/분배 조직 소속 응답자에 비해 여성관련 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이는 제도변수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까지 여성 대표성을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적 구성요소를 볼 때 ‘임계다수 이하’ 변수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임계다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표성이 발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Meier(1993b)의 연구결과는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소속부서에 여성집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를 의미하는 종다수 변수는 여성들
의 적극적 대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은 양적 구성과 적
극적 대표성(5가지 제도에 대한 지지도의 평균값)간 관계를 보여주는데, 동일한 여성들이라
도 여성들이 양적으로 많은 조직에 소속될 경우 적극적 대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분
산분석: F=52.266, P<.01). 남성들의 경우 다원조직에 소속된 경우와 비교할 때 여성들이 임
계다수 이하나 여성들이 종다수인 조직에 소속된 경우 여성관련 제도에 대한 이들 남성들
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남성들의 반응은 전자의 경우 소수
여성들의 존재로 인해 여성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문화가 빈곤한 결과로 추정되며, 후자의
경우 여성들의 지배적 위치로 인해 그 만큼 남성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반발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각 회귀단계별 모형을 통합한 <모형5>의 경우 기존 모형들에 비해 고정관념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여성이라도 여성 자신들에 대한 스스로의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경우 적극적 대표성이 낮아진다. 이런 결과는 남성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성별로 고
정관념에 따른 제도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분산분석: F=95.851, P<.01).
즉, 남녀 공무원 모두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아지면 여성들을 위한 제도에 대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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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아지고 있다.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러한 결과가 남성들을 포함한 상태에서도 유효한 것일까?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모형6>과 같이 남녀를 모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변수가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고, 차별지각, 고정관념, 종
다수 조직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남성들과 비교할
때 여성들의 적극적 대표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동일한 여성이라도 차별지각이 높고, 고정
관념이 낮으며, 여성이 종다수인 조직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적극적 대표성이 높아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그림 5> 지각된 차별과 성별 효과

<그림 7> 성의 양적 구성 효과

<그림 6> 조직특성과 성별 효과

<그림 8> 고정관념과 성별 효과

Ⅴ. 연구의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여성들의 공직진출의 증가에 따라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당성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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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되었던 대표관료제와 관련해 여성들의 적극적 대표성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적극적 대표
성에 대한 국외의 다수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탐색적 차원
에서 남녀간 차이 분석을 통해 여성들의 적극적 대표성 정도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여성들의
적극적 대표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지지에 대한 남녀 차이를 비교할 때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제도가 갖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차이를 재직기간, 연령, 학력, 계급 등과
교차를 통해 확인할 때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 때 그리고 직급이 낮은 경우(6-9급일 때) 여
성들의 적극적 대표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계급이 5급 이상인 경우 대표성
이 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들의 적극적 대표성을 결정하는 요인분석과 관련해 심리적 요소로서 차별지각과 고
정관념, 제도요소로서 조직특성, 양적 구성요소로서 여성이 종다수인 경우 여성들의 적극적
대표성이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만 사항은 남성 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
도 차별지각이 높고, 고정관념이 낮으며, 여성들이 종다수인 조직 소속되어 있을 때 여성들
의 적극적 대표성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젠더적 관점에서 볼 때 대표성 문제가 단순히 생물학적 성의 경계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도 스스로의 고정관념이 높을 경우 대표성이 확보가 어려웠
으며, 남성들도 종다수 조직속에서 여성들과 유사하게 적극적 대표성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이상의 분석이 주는 이론 및 실천적 함의를 정리하면, 먼저 다수의 결정요인들이 보여주
는 통계적 유의미성은 여성들의 적극적 대표성이 성(sex)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서 자
동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 대표성이 성 이외의 다양한 인과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실적 차원에서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변
수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비해 제도적 요인과 양적 구성 변수들은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관리적 입장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관
리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조직 내에서 여성들의 종다수 확보를 위한 조직적 노
력은 여성들의 적극적 대표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대표성 발현에서 조직입직 후의 사회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재분배 조직과 권력/규제/분배 조직 하에서 진행되는 사회화
과정, 조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경험이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여성 공
무원들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보직관리의 필요성, 차별경험의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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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개
념과 실제 측정개념 간 괴리가 발생한 측면이 존재하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기존 연구에
서 중요하게 분석되었던 변수들이 누락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표본들이 중앙정부의 일부 부
처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대표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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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Active Representation of Female Civil Servants

Sunhee Kim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female civil servants since the employment
quota for new employment and the plan for enlarging the managerial class of female
civil servants started based on the spirit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Therefore,
because such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ve achieved their goals in terms of passive
bureaucracy, it is time to test active representation female civil servants serve the
interests of women in general.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active representation by female civil servants and
the psychological, institutional, and quantitative compositional factors of the
determinants of active representation. The findings confirm that: 1) female civil
servants have a different attitude toward protecting women's interests and 2) not only
psychological factors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the institutional factors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quantitative workforce composition influence active
representation.

【Key Words: Representative bureaucracy, active representation, passive represe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