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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성주류화 제도를 도입했다. 성주류화 실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작
동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과 조직, 다양한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성주류화 실행을 위해 여성, 소외계층, 교육기관, 직능단체, NGO,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언론, 정부, 

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형과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 성주류화, 젠더거버넌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여성정책

Abstract  The Korea Government adopted the gender mainstreaming system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embers, organizations and groups of the society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systematic and continuous working of the gender mainstreaming system. We suggest a model for constructing 
gender governance with the women, the neglected classes, the educational group, the occupational group, the 
research group, NGOs, the medias, the government, the council, and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center, etc.

Key Words : Gender Mainstreaming, Gender Governance,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Equality, 
Women's Policy

1. 서론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기 으로 4차례의 세계여성

회가 개최되면서 양성평등의 추구와 성 주류화는  지

구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1995년 북경세계 여성 회 

이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성 평등이 여성들만의 문

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 development)

의 제로 성주류화를 채택․선언했다. 이는 모든 분야

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 분배가 

있어야 발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엔은 성주류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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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이후 각국 정부

에 모든 정책과 로그램에 성 인지  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공공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정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구조와 참여자들이 

형성하는 계 구조속에서 산출되고 이 때 형성된 산출

이 반복되어 제도화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방향성을 제

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주류화 정책은 2000년 이후 여

성단체의 주도  역할을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성주류화 정책으로

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성주류화의 실효성

은 높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 으로 수용하

기 해서는 거버 스 맥락에서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성주류화는 정부와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다양

한 민간과의 연계와 력이 필요하다[1].

따라서 본 연구는 성주류화 정책이 작동하기 해서

는 동등하게 다양한 조직과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즉, 성주류화 실행의 주요 주체로

서의 여성, 주민, 정부, 의결기 , 문가집단, 여성/사회

단체, 언론, 압력단체, 지원기  등 다양한 민간 조직과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력의 젠더 거버 스 구

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성주류화와 젠더거버넌스

2.1 성주류화:성별영향분석평가

성주류화는 정치 ․경제 ․사회  역의 모든 정

책을 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삶의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

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한 략이며 그 궁극 인 목

은 성평등을 실 하는 것이다.

성주류화는 성평등 실 을 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

지만 주류 발 역에서 실질 인 성평등과 여성의 임

워먼트(empowerment)를 보장하도록 하는 매우 요한 

수단이다. 성주류화 실행의 방법으로 정책의 성별 향분

석평가와 성인지 산, 성별분리통계 생산  활용, 공무

원의 성인지력 교육 등 있으나, 핵심제도는 성별 향분

석평가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여성발 기본법’을 

개정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향을 미리 분석․

평가 하기 한 법 장치로 성별 향분석평가 제도를 마

련했다. 성별 향분석평가는 2004년 9개 기 의 10개 과

제에 한 시범분석을 시작으로 2005년 85과제, 2006년 

187과제, 2007년 720과제, 2008년 1,531과제, 2009년 1,908

과제, 2010년 2,401과제, 2011년에는 2,957개 과제를 수행

하여 7년간 총 9,916과제를 수행했다. 성별 향분석평가 

상과제수 못지않게 증가한 것은 참여 기 이 증가하

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증하 다. 2005년 

앙정부가 37개의 기 과 역지방자치단체 만 참여한

데 이어서 2006년부터 기 자치단체도 참여하 으며, 

2007년 시도의 교육청까지 참여하 다. 성별 향분석평

가에 참여한 기 수는 2004년 30개 기  2011년 에서 

2011년 276개 기 으로 확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는 100%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성별 향분석평가 제도는 평가 과제수의 속

한 증가, 상사업 범 의 확 , 자체평가 증가 등 양 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통해 성별 향분석평가의 요성과 

공직사회의 공감 가 형성되어 매우 정 인 효과가 있

었다[1]. 반면 부 한 과제선정, 단계별 평가지표에 

한 이해와 용의 어려움, 형식 인 보고서 작성, 업무담

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지속성 부재, 정책

환류 개선 효과 미비 등 성별 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

성에 한 본질 인 문제도 제기되었다 [2][3]. 즉, 성별

향분석평가 한 분석의 질은 향상되었었으나 평가 결

과가 환류 되어 정책개선의 효과는 미흡했다. 이는 성별

향분석 평가 상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범   단

, 상과제 선정기 , 상과제 수행 차, 평가결과의 

활용, 지원기 의 기능과 역할에 한 명확한 법  규정

이 존재하지 않아 성별 향분석평가 제도가 실질 인 정

책개선을 이끌어 내기에는 많은 한계 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9월 성별 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여 시행

에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하다. 특히 성평등 실 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다양한 조직과 집단의 참여에 

의한 젠더-거버 스는 이루지지 않고 있다. 재 공무원, 

문가, NGO가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극소수의 문가만 참여하고 있는 정부 심의 독립형 거

버 스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4]. 

2.2 젠더거버넌스

거버 스는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  사고방식을 지

양하고 시장, 사회, 시민사회 등 상호의존  행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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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수평 ․ 력  조직[5][6], 정부의 직  개입을 지

양하고 사회  하 체계간의 의사소통을 시하는 분권

화되고 다 심화된 네트워크 체계[7], 리, 정책, 체계의 

차원을 포 하는 안  국정 리패턴[8], 정책결정과 서

비스 달체계에서의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 사조직 

등의 네트워크[9]로 개되고 있다. Rhodes는 거버 스

란 정부가 의미하는 바가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새

로운 통치과정이라고 지 하고 있으며, 이 에서 좋은 

통치로서의 거버 스(governance as good governance)

로 개념화 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좋은 통치과정 는 통치방식은 정부

주도의 일방 이고 통제 심  통치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문과 조직들의 참여와 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의미 것이 거버 스 이다.

그 다면 새로운 통치방식으로 등장한 거버 스에 젠

더 을 도입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젠더

(gender)란 사회 인 계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계설

정  남성성과 여성성의 사회  정체성을 포 하는 사

회  계의 구성체이다. 한 인간이 가진 단순한 속성

이 아니라 사회  역학과정으로 양성간의 권력 계를 밝

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으로 유형화된 남성성과 여

성성에 한 차이를 넘어서서 여성의 종속성을 암묵 으

로 내표하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젠더 거버

스는 사회 으로 강화되어 있는 여성의 열 를 제하

므로 권력 계를 밝히는 것부터 작동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정책과정에 정부와 NGO

가 참여하여 정책을 집행하므로 이미 젠더-거버 스가 

정립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0]. 거버 스 특징인 다

양한 조직  인력의 혼합  활용과 더불어 통치 상에 

여성불평등이 정책 의제로 채택되고 여성의 소통방식과 

공간을 존 하는 통치방식을 택하며 무엇보다 여성의 생

물학  성역할과 사회  치를 재구축하는 것이 요하

게 다루어 졌다는 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거버

스가 정부의 미래에 한 다양한 논리근거를 제공하는 

유용성은 있으나 이론  체계와 엄 성이 결여되어 있듯

이 젠더-거버 스에 한 이론  체계화는 매우 미흡하

다. 따라서 젠더-거번스는 사회  성(gender)을 거버

스 차원에서 목할 수 있느냐에 해서는 젠더 친화

인 거버 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

하다고 볼 수 있다. 젠더 친화  거버 스는 우선 젠더 

련 시민사회(여성단체) 역의 표성을 확보하고 여성

의 참여를 확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다

음으로는 모든 역에서 젠더 련 상과 이슈, 내용을 

극 으로 발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체 참여자들의 

성평등 련 자원을 교환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균

형을 유지하기 해서는 자원을 습득하고 활용 할 수 있

는 역량이 필요하며,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것 까지 포함하

고 있다.

젠더 거버 스는 ‘공공 역은 곧 국가(정부)의 일’로 

되어버린 등식을 깨고 사회․정치 인 문제 해결뿐만 아

니라 공익 혹은 공공선에 한 공통의 이해와 합의 형성

을 해 공공 역을 확장하는 할 때 젠더의 을 도입

시키는 것이다. 젠더 거버 스에서 여성은 사회의 모든 

부문이 공공업무(public affairs)를 리하는 심을 가지

고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 환경, 소방, 치안 등 과거 

정부의 독  가치생성 역에서 여성들도 책임을 공유

하고 정부와 함께 ‘공동생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

젠더 거버 스의 시 의 정부역할은 과거와는 다른 

성격을 띤다. 정부는 젠더 을 인식시켜 여성정책을 

범 하게 포 하여 모든 역에서의 성평등 실 을 가

능하게 하고 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젠

더 과 여성참여를 통해 성불평등을 치유해나갈 수 있

다. 한 력과 견제의 다른 한 축으로서 시민사회 형성

의 진자, 매자, 력자 역할을 통해 공공성 역에 

한 책임을 분담하고 공유 해나갈 수 있다. 결국 어느 한

쪽의 성에 치우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욕구를 만족시

켜주기 해 행동하는 정부, 여성과 남성의 함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효과 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의 역할로 구분될 수 있다.

이처럼 젠더거버 스에서 강조되는 정부역할은 여성

의 참여 확 를 뛰어넘어 법과 유인구조를 통하여 젠더

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진자 역할을 포함한다. 결

국 젠더 거버 스는 공공 역에서의 젠더 과 여성참

여 제고를 통하여 공공업무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제고하

는 것이다.

2.3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우리나라 여성정책 역이 거버 스의 에서 조망

하기 합한 정책 역이라는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이 여

성단체를 비롯한 민간과의 활발한 교류속에서 성장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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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여성운동이 국가를 상의 상으로 쟁 화하면서, 

여성의 평등권 실 을 한 법제도 개선 운동에 주력해 

본 것을 고려하여 소  젠더 거버 스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한다[11].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1970년  이후 여성

문제에 한 법․제도화를 해 활동해왔으며, 1980년  

가족법 개정의 성과를 시작으로 1990년  남녀고용평등

법개정, 여성발 기본법 그리고 2000년 에는 여성정책

담기구인 여성부 설치,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를 법제화하는데 성공하 다. 이들 

주요 여성정책은 정부만의 성과가 아니라 여성단체의 성

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여성단체의 주도

 역할은 그 의미가 매우 컸다.

성주류화 정책의 공론화의 시발 은 1995년 북경 세

계여성 회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여성단체연합

이 심이 되어 매년 체 산 비 여성 련 산을 분

석하면서 성인지 산 제도의 필요성과 요성이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 심의 여성단체가 주도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을 분석했다는 에서 풀뿌리 민주

사회의 석 에 성인지 산이 의제화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후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2002년 

여성발 기본법 개정했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2011년 성별 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다. 

성주류화 정책은 여성단체가 사회  공론화 형성에 주

도  역할을 수행하여 법제도  장치가 마련 다. 성주류

화 실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해서는 정부, 의결기 , 

문가집단, 여성/사회단체, 언론, 압력단체, 지원기  등 

다양한 조직과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요하다.

3. 성주류화 실행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3.1 기본모형

성주류화 실행을 한 거버 스의 기본모형은 각 참

여 주체들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

기 한 자원을 교환해야 한다. 그러나 각 참여 주체들의 

성주류화 련 질 , 양  자원의 축척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제로 배제한다면 불균형이 래될 수 있다. 이는 

곧 자원을 독 하고 있는 국가 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 높다. 성주류화 실행의 거버 스 구축은 우선 각 참여 

주체간들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제로 한다[12]. 더 

나아 균형을 유지하기 하여 자원의 축척과 역량을 강

화하는 지원까지 포함한다고 할수 있다.

[Fig. 1] Network balance relation 

3.2 구성요소 : 참여자 

성주류화 실행이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작동하기 

해 가장 요한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과 조직, 집단의 

극 인 참여라 할 수 있다. 즉, 여성, 소외계층, 교육기 , 

직능단체, NGO, 문가, 연구기 , 기업, 언론, 행정부, 

의회, 성별 향분석센터 등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

3.3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구축

3.3.1 민간협력 네트워크 

성평등 실행을 한 거버 스 모형은 참여 주체간들

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성주류화 실

행의 참여주체는 지역의 사회  자본형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요한 것은 참여주체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주체를 <표 1>로 보고 조직의 형태

를 고려하여 민간, 정부, 학교․연구 부문, 산업체․언론

으로 구분하 다. 민, , 학․연, 산․연에서도 기본모형

을 용되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Table 1> Governance Participants in Practicing

 Governance

 Participants in

 Practicing

 Gender

 Mainstreaming

 Women

 Functional Organization

 NGO

 Specialist

 Research Institutes

 Gender Impact Assessmen center

 Assembly

 Government

 The Press

 Business entities

 Educ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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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Women, local residents

Civil groups

Women's organizations

Functional, pressure groups etc

Industrial․Press

Business entities

Research Institutes

The Press

Academic․Research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College & University

Soci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Public

Governmen,Officeof Education

Assembly

Cultural Institute etc

Citizen Autonomy Center etc

Governance to 

practice Gender 

Mainstreaming

[Fig. 2] Network Model to Practice Gender Mainstreaming 

3.3.2 네트워크형 설계 : 성평등위원회

지방정부의 성주류화 실행을 한 거버 스를 구축하

기 해서는 “성평등 실 ”을 비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주류화의 가장 핵심 인 도구인 성별 향분석평

가의 목 이 성평등 실 에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실 은 정부나 소수의 문가, 일부 여성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회구

성원이 함께 형성하고 모든 민, , 학교․연구, 산업체․

언론의 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에

서 「성평등 원회」를 구성하여 성주류화 실행 거버

스를 확립해야 한다.

성주류화 실행을 한 거버 스의 핵심은 정부와 시민

사회/여성단체와 트 십을 기본체제로 지역의 모든 기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

다. 특히 참여주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 한 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정보  략의 공유 방식, 참여자 행

자들의 역할  책임의 설정, 의사결정방식, 권한 임

방식 등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① 가 거버 스의 주체인가?

② 이해 계자의 범 를 구로 할 것인가?

③ 네트워크 형태를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④ 구에게 책임을 지며 이해 계자간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⑤ 어떤 참여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⑥ 어떤 분야의 정책에 참여할 것인가?

⑦ 어떤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가?이다. 성평등 실

을 한 참여주체간의 네트워크 체계는 [그림 3]과 같

다. 성평등 실 을 목표로 성주류화 실행을 한 성평등

원회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해

야 한다. 기본안은 [그림 4]와 같다.

지방정부의 성평등 원회는 표 원회와 실무 원

회로 구성할 수 있다. 표 원회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단체 등 3～5개의 역으로 구분하여 공동 표 체계로 

구성할 수 있다. 공동 표  상임 표를 성평등 원회 

원장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다. 표 원회의 경우도 

각 역의 표간의 네트워킹이 성립되어야 한다. 표

원회는 실무 원회에서 상정한 추진계획에 하여 심

의하고 승인을 기능을 수행한다. 

실무 원회는 성평등 실 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하여 3개분과로 구성하고, 각 원회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이 부여된다. 첫째, 주민참여 원회는 주민들의 

지역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기 한 

목 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성주류화 실행에 련된 사

항들은 성, 연령, 계층, 세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간의 소통과 력을 통하여 성평등 실 을 

한 공감 를 형성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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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etwork System of Gender Equality Committee

Coordinating 

Committee

Policy Planning 

CommitteePractices Committee

Gender Equalit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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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Functions and Roles

-Education

-Proposals by Citizen

-System Improvement

-Networking

-Investigation on
 Discrimination

-Policy Coordination

-System

 Improvement

-Networking

-Excavation and Analysis  
 on Assignments

-Strategy

 Development 

-Forum Management

-Networking

Residents Participation 

Committee

[Fig. 4] Organization (Plan) of Gender Equality Committee

둘째, 조정 원회는 정책  제도, 습이나 고정 념 

등으로 성평등 실 에 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

우 력과 조정을 통하여 함께 상생 발 할 수 있는 목

을 갖고 있다.

셋째, 정책 원회 성평등 실 을 한 정책을 개발하

고 시행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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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인지  이 투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성별 향분석평가  

성인지 산 제도에 한 분석을 통하여 성주류화 제도

가 효과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 을 갖고 있다. 

4. 결론 

성주류화의 핵심도구인 성별 향분석평가 제도는 성

평등을 이루기 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실질 인 

성평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매우 요한 수단이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다국 기구(UN, OECD, EU)  원조기

구(UNIFEM, UNDP)가 세계 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로벌 로젝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성별 향분석평가 제도를 도

입하 다. 성별 향분석평가는 도입 당시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인한 불편함, 복잡하고 다양한 지표체계에 한 

몰이해, 성별분리통계 생산의 불필요성 등이 제기 되면

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착

을 한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2011년 성별 향분석평가

법이 제정되었다. 한 성별 향분석평가 실효성을 확장

하기 하여 국가재정법 제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

여 성인지 산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면

서 지속가능한 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 , 시 에서 모든 국민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착형 제도로 발 하기 하여 각 주체들이 진정성을 

갖고 진지한 고민과 노력, 다각 인 력이 필요한 때이

다. 즉 성주류화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해서는 정부

나 소수 문가 참여에서 다양한 조직과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여성단체와 트 십을 기본체

제로 지역의 모든 기   단체와의 네트워크형 젠더 거

버 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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