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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해 정부의 재정운용방식을 성인지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성인지예산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왔으나, 재정운용방식의 성인지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본 연구는 평가체계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평가체계를
통해 성인지적 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성인지예산
제도가 단순한 제도적 자리매김이 아닌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성인지예산제도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평가
체계들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가 가장 적절한 평가
체계라 판단했습니다.
핵심사업평가제도는 사업의 성과가 제고되고 사업이 개선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로는 성인지적 변화이지만,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그런 점에서 두 제도 간에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두 제도가
연계된다면 분명 상호보완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도의 연계 과정에서 사업의 성인지적 변화가 사업 자체의 성과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이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형평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두 제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동인임은 분명합니다. 느리지만 올바른 변화의 과정 속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외부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인숙

연구요약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2년 젠더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았음. 하나는
사회적 가치의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갈등의 측면임
○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갈등은 매우 상반된 듯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둘 사이에는 ‘성 불평등’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성 불평등’은 형평성
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볼 문제이며,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런 점에서
볼 때 ‘성 불평등’ 문제는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젠더
갈등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음
○ 국가는 ‘성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
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림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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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제도는 세 가지 위계적 목표의 달성을 통해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그림 1]에 제시
되어 있는 것처럼, 목표 1의 수준에 위치해 있음.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왔으나, 실제적인 변화에는 못 미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보았음. 그리고 그러한 책무성은 제도적 환류를 기반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음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로 ‘평가
체계’를 고민함.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제도가 더욱 정교
해져야 함은 분명하기에, ‘평가체계’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신중
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함.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이
사회 구조에 내재화되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성 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형평성이
라는 가치가 실현되는데 기여하는 것, 이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잠재적 갈등요인
사회갈등지수   ▶
갈등관리제도

성 불평등
젠더갈등  
성 주류화 정책

[그림 2] 성인지예산제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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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추진단계

1

서론
(제1장)

연구내용

∙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방법

문헌연구

▼

2

연계
필요성
(제2장)

∙ 왜 평가해야 하는가
- 책임의 문제
- 정보의 문제
∙ 왜 연계해야 하는가
- 독립된 평가체계의 한계
∙ 왜 핵심사업평가제도인가
-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 평가제도별 비교･분석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의견조사
포럼

▼

연계
방안
(제3장)

∙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상호보완성
- 연계 기대효과
∙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 단계별 연계방안
- 추진시점별 연계방안
-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연계
사례
(제4장)

∙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사례
- 성과지표 개선 사례
- 사업 운영 방식 개선 사례
-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사례

3

▼

4

결론
(제5장)

∙ 결론

[그림 3] 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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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
해외사례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산학연 위탁연구
- 현장조사
- 담당자인터뷰
- FGI

Ⅱ. 연계 필요성
□ 왜 평가해야 하는가
○ 책임의 문제: 환류 → 책임성이 제고될 제도적 장치의 부재
○ 정보의 문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

□ 왜 연계해야 하는가
○ 평가체계의 방향
- 원칙1. 예산과 정책의 변화가 가능한가?
- 원칙2. 최근 재정제도의 변화 방향 반영
○ 독립된 평가체계: 평가부담↑, 실효성↓ → 제도에 대한 불만

□ 왜 핵심사업평가제도인가
○ 평가제도별 특징 비교(<표 1> 참조)
○ 평가제도별 연계방안 비교(<표 2>, <표 3> 참조)
○ 기준1. 제도적 유사성
- 정부업무평가제도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 핵심사업평가제도
○ 기준2. 제도적 연계의 실효성
- (정부업무평가제도=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 핵심사업평가제도
○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간에는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존재함
- 핵심 ← 성인지: 다양한 관점의 평가 가능
- 핵심 → 성인지: 다양한 정보와 논의, 실행력↑: 성평등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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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확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43개 기관 주요 정책
국무조정실
주요정책

평가목적

평가근거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단위

평가지침 통보
자체평가
평가결과 제출

사업별 등급(3등급)
자율적 환류
-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개선
재정관리점검회의 점검

평가지원단 구성
평가시행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관별 등급(5등급)

국무회의 보고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국무조정실 이행실적 점검

평가절차

평가방식

평가결과

평가결과
환류

정량평가

결과
(사후평가)

결과
(사후평가)

평가내용

단위사업

사업부처(+기획재정부)

모든 재정사업

국가재정법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

구분

재정당국과 사업부처 협업
- 사업구조 재설계
- 재정투입방향 제시
재정관리점검회의 점검

사업별 개선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팀 구성
평가시행
- 현장조사

과정+결과
(과정평가+사후평가)

단위사업

기획재정부(+평가팀)

핵심 재정사업

국가재정법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고

핵심사업평가제도

<표 1> 평가제도별 특징 비교

+

-

과정+결과

세부사업

기획재정부

일부 재정사업

국가재정법

성평등 인식 제고
정부의 책임성 강화
예산과 정책의 변화

성인지예산제도

<표 2>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방안] 평가지표 연계
평가지표(안): ‘성 주류화 정책 노력도’
배점방식(안): 가점 혹은 감점지표
측정방식(안): 성인지예산서 작성률 + 성과목표 달성률

현재

연계방안

∙ 성평등 기여도

∙ 성평등 기여도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이행실적 평가
(2점, 정량)
: 예방교육(50%), 방지조치(50%)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이행실적 평가
(2점, 정량)
: 예방교육(50%), 방지조치(50%)
▶

2)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실적
평가(감점 –0.5, 정량)
: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50점
+ 개선실적 50점

2) 성 주류화 정책 노력도
(가감점 ±0.5, 정량)
2-1) 성별영향평가 실적평가(50%)
: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50점
+ 개선실적 50점
2-2) 성인지예산 실적평가(50%)
: 성인지예산서 작성률 50점
+ 성과목표 달성률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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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연계방안] 평가지표 연계
(1)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 내 사회적 가치 항목 수정
(2) 성평등 관련 가점 지표 추가
(3)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경우 가점 지표로 활용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
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
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
는 이를 제공

④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노동
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보장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
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 중략 …

⑪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의무

⑫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
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
을 위한 정부 운영 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⑬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필요

[추가]
차별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추가]
▸성별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차별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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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계방안
[핵심사업평가제도 연계방안] 단계별･추진시점별 연계
(1) 1단계 연계방안: 내용연계
(2) 2단계 연계방안: 대상연계
(3) 3단계 연계방안: 통합연계

[그림 4]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viii

Ⅳ. 연계사례
○ 청년내일채움공제: 성과지표 개선
○ 창업기업지원융자: 성과지표 개선
○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지원: 사업운영방식 개선, 수요자중심지원강화

Ⅴ. 결론
○ 성인지예산제도는 평등한 사회로 변화하는 동인
○ 점진적이지만 바른 변화
○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 효과는 사업단위로 나타날 것임
○ 작아보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이 누적되어 제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인지예산제도가 형평성이라는 가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역시 제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임
○ 누적되는 사례들을 통해 제도와 성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함

주제어: 성인지예산제도, 핵심사업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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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지난 2년 젠더 이슈는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이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의 40%가 젠더 이슈였을 정도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19.7.5.: 1) 젠더 이슈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함께
젠더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하나는 사회적 가치의 측면
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갈등의 측면이다.
이전에는 효율성, 경제성 등을 중시하며 정책의 최종적 결과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형평성, 약자 배려 등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책의
최종적 결과보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중시되고 있다(김정해
외, 2018: 4).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재정운용에서도 나타난다. 2020년도 국가
의 재정운용 방향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이며, 이에 각 부처
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또한
예산 요구 시 사전에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수혜자 등 각계 및 국민의 의견
을 적극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9.3: 5, 12, 28). 이러한 변화
의 과정 속에서 성평등의 가치가, 젠더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반면 젠더는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하였던 다양한 사회갈등(노사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과 함께 새로운 사회갈등의 한 축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박준･정동재, 2018: 4).
얼핏보기에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갈등은 매우 상반된 듯 하다. 그러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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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둘 사이에는 ‘성 불평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성 불평등’은 형평
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볼 문제이며, 동시에 사회
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 불평등’ 문제는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젠더 갈등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성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나. 연구목적
국가가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Ⅰ-1]에 제시되어 있듯이,
하나는 이미 ‘성 불평등’한 부분을 평등하게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성 불평등’을 생산해내는 혹은 재생산해내는 사회구조 자체를 변화시
키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상호보완적인
전략이 되어야 하지만, 첫 번째 방법이 기존에 발생한 ‘성 불평등’을 개선하
는 사회적 수정 작업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 불평등’
을 가시화시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는 사회적 예방 작업이라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
이 때 구조적 불평등과 구조 변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성 주류화 정책이
며, 성인지예산제도는 성 주류화 정책의 주요 수단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성
인지예산제도는 성 주류화 정책이라는 범주 안에서 ‘성 불평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로는 성인지예산제도가 가지는 세 가지의 단계적･
위계적 목표에 따른다.

1) Stadt Wien. https://www.wien.gv.at/menschen/gendermainstreaming/
grundlagen/definition.html (연구조사원의 번역 자료에 기초하여 요약함,
검색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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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성 주류화 정책의 수단 부분은 마경희(2014: 460)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위계적 목표 부분은 Sharp(2001: 89); 김영옥 외(2008: 12)의
[그림 Ⅱ-1]을 재인용하여 본 연구 내용에 맞게 재구성함

[그림 Ⅰ-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첫 번째 목표는 성평등 의식의 증진이다. 성평등 의식의 증진은 예산과 정책
이 성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증진(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10: 13)을 의미한다. 현재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적용
해 본다면,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사업담당자들의 성평등 의식이 향상
되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통계 및 사례가
구축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책무성
강화이다. 앞서 이뤄진 예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예산과 정책을 변화시키
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예산과
정책의 변화이다. 예산과 정책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조정되고 개선되는 것을
말한다2).
2) 이러한 세 단계의 위계적 목표는 “활동(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재원을 성평등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 마경희: 2011: 39)”을 중심으로 정의하게 되면,
‘예산 분석’ 과정과 ‘분석 결과의 반영(예산과 정책의 변화)’이라는 두 가지 과정
으로 구분될 수 있다(마경희, 2011: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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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는 이러한 위계적 목표의 달성을 통해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성인지예산제도의 위치는 어떠할
까?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그림 Ⅰ-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목표 1의
수준에 위치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왔으나, 실제
적인 변화에는 못 미치고 있다.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정부
재정운용을 성인지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이론적 논리가 정책으로 실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책무성은 제도적 환류를 기반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난 10년간의 제도 운영 과정은 주로 미시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다음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로 ‘평가체계’
를 고민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제도가 더욱 정교해져야
함은 분명하기에, ‘평가체계’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였
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를 대안으로 제
시하였다.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이 사회 구조에
내재화되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성
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형평성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는데
기여하는 것, 이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잠재적 갈등요인
사회갈등지수   ▶
갈등관리제도

성 불평등
젠더갈등  
성 주류화 정책

* 출처: Rodrik(1998: 150); 박준․정동재(2018: 28)의 [그림 2-1]을 재인용, ‘사회갈등
지수 모형’에 본 연구의 목적을 적용하여 저자작성

[그림 Ⅰ-2] 성인지예산제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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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 제도 간 연계 필요성, ② 제도 간 연계방안,
③ 제도 간 연계사례로 구분된다.
제도 간 연계 필요성에서는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살펴보는데, 크게 세 단계로 검토한다. 우선 성인지예산제도가 왜
평가제도를 고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본다. 평가제도의 중복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 새롭게 평가제도를 고민한다면 그만큼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왜 연계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체
계와 관련한 논의는 크게 독립된 평가체계 구축과 타 평가제도와의 연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타 평가제도와의 연계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
제도별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계 가능한 다양한 평가제도 중
핵심사업평가제도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핵심사업평가제도는 성인지예산
제도와의 제도적 유사성과 제도적 연계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제도 간 연계방안에서는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제도 간
상호보완성을 분석하고, 단계별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간 연계정도에 따라
3단계 연계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연계방안에 대한 예시와 제도적
기반 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제도 간 연계사례에서는 핵심사업평가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핵심사업평가에서 주로 제시되는 개선방안(성과지표 개선, 사업 운영 방식 개선,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과 유사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핵심사업평가
제도 안에 성인지적 관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계방안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은 5년 동안 진행될 중장
기 과제이다. 핵심사업평가제도가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2020년 연구에서는 연계방안을 도출하고 일부 사업을 선정해 연계
방안을 시범적용하는 반면 2021년~2023년 연구에서는 새롭게 선정된 핵심
사업평가 대상사업을 토대로 연계방안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그 동안 재정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에 관한 논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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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항상 단기적인 접근방식으로 심층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정책방안들이 도출되었고, 그 결과 어떤 방안
도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극복
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 과정을 통해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번 연구는 중장기 연구로 계획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장기 연구의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제도 간 연계
필요성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평가제도 도입이라는 변화 자
체가 제도의 개선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현재 성인지예산제도가 가지
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평가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는지, 핵심사업평가제도가 최선의 대안인지, 연계 시 예상되는 결과
는 무엇인지를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목표와 가치의 측면에서 꼼꼼하게
검토한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성인지예산 평가
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해외사례 검토, 주요 평가제도들에 관한 개괄
적 분석 및 구체적인 사례 분석, 성과관리와 관련한 최근의 정책흐름과 연구
동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연구보고서 및 국내외 논문, 정책자료들을 중심
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주요 평가제도 및 성과관리 제도의 최근 논의사항들을 파악하기 위
해 전문가 자문 및 포럼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포럼의 주제는 ‘재정사업 성과
관리 제도의 변천과 최근 동향(2019.2.14. 진행)’ 및 ‘국가균형발전 제도 및
정책(2019.2.22. 진행)’이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재정사업 재정성과관리제도가 갖는 특징과 한계,
최근 동향을 살펴보며, 두 번째 포럼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의 변화와 회계구조,
균형발전평가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체계의 필요성 및 구축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019년 2월∼3월에 걸쳐 시행되며,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과정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2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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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연계방안 도출 및 연계사례 분석을 위해 산학연 위탁연구를 진행한
다. 해당 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여성경제학회이며, 연구 기간은
2019년 4월∼9월이다. 산학연 위탁연구 시 현장조사, 담당자 인터뷰, FGI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체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문회의를 진행한다. 특히 핵심사업평가 경험
이 있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여 연구결과의 타당
성 및 정책 실현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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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단계

1

서론
(제1장)

연구내용

∙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방법

문헌연구

▼

2

연계
필요성
(제2장)

∙ 왜 평가해야 하는가
- 책임의 문제
- 정보의 문제
∙ 왜 연계해야 하는가
- 독립된 평가체계의 한계
∙ 왜 핵심사업평가제도인가
-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 평가제도별 비교･분석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의견조사
포럼

▼

연계
방안
(제3장)

∙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상호보완성
- 연계 기대효과
∙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 단계별 연계방안
- 추진시점별 연계방안
-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연계
사례
(제4장)

∙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사례
- 성과지표 개선 사례
- 사업 운영 방식 개선 사례
-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사례

3

▼

4

결론
(제5장)

∙ 결론

*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Ⅰ-3] 연구추진체계

문헌연구
해외사례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산학연 위탁연구
- 현장조사
- 담당자인터뷰
- FGI

Ⅱ
연계 필요성

1. 왜 평가해야 하는가

13

2. 왜 연계해야 하는가

34

3. 왜 핵심사업평가제도인가

46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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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평가해야 하는가
가. 책임의 문제
성인지예산제도에서 평가와 관련된 논의는 대상사업에 관한 논의만큼 오래
된 주제이다. 평가와 관련된 논의는 성과목표 달성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로 성인지결산 심사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성과목표’ 항목이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에 추가된 2011회계연도 이후 거의 매년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Ⅱ-1>은 2010회계연도에서 2019회계연도에 걸쳐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 평가와 관련된 논의의 내용들이다.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평가체
계의 부재로 성과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 제도의 효과성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Ⅱ-1> 성인지예산 평가 관련 국회 주요 지적사항
구분
회계연도 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17
결산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
평가 시 성인지 대상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유인을 마련하여
야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8: 2137)

’17
결산

여성
가족
위원회

□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문제에 대하여는 국회가 지속적
으로 지적해 왔고 정부에 대하여 계속 시정요구를 해 왔으나 그 명확
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성
인지 성과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여성가족위원회, 2018.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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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계연도 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성인지예산 성과관리로는 제도의 효과성을 담보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달성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지적해 온 평가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가 평가체계없이 운영되어 온 관계로 제도 운영의 동
력이 미약하고 성과관리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업무평가에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우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여성가족위원회, 2018.8: 65)

’16
결산

’16
결산

’14
결산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 여성가족부 및 기획재정부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업무평가, 통합재정평가 및 성
과관리제도 등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것
□ 전 부처 시정요구사항: 정부는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 또는 성과관리
제도에 성인지 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 1504, 1531)

여성
가족
위원회

□ 성과목표 달성률 저조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여성
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위원회, 2017.8: 57)
□ 전부처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과관리는 다음과 같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성인지결산 우수 사업이 보다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통합재정평가
나 성과관리제도에 포함시키는 등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위원회, 2017.8: 58)

여성
가족
위원회

□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연례적
으로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부처도 존재함. 성인지결산 성과목
표 달성 정도를 다음연도 예산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자율평
가제도에 성인지결산을 포함하도록 하거나 감사원의 성인지 결산검
사를 심화하는 등 성인지결산의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여 성인지예･결산에 대한 부처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위원회, 2015.6: 37)
□ 시정요구사항: 성인지결산의 환류 강화를 위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 또는 우수사업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
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조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여성가족위원회, 2015.6: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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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지적사항

회계연도 위원회

’13
결산

’12
결산

여성
가족
위원회

□ 일반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경우에는 성인지결
산에 대한 뚜렷한 별도의 평가관리 및 환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지결산의 시정요구 기능도 매우 미약한 실정임. 성인지결산서를
통해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인
지결산의 평가와 환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위원회, 2014.7: 47∼48)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성인지결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성인지 대상 사업에 대한 자율적 평가제도를 별도로 실
시하거나 현행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통합하여 실시한다면 성인
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목표, 성과목표 등을 충실하게 달성한 우수
사업에 대하여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일정한도 내에서 예산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
게 될 것임
(* 여성가족위원회, 2014.7: 48∼49)
□ 그 밖에 감사원의 성인지 결산검사를 심화하여 성인지제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감사원에서는 세출결산의 일환으
로 성인지결산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괄적 검토의 수준이므
로 검사의 내실화가 요구됨
(* 여성가족위원회, 2014.7: 49)

여성
가족
위원회

□ 성인지결산제도는 3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성인지 사업에 대한 별
도의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
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에의 환류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위원회, 2013.10: 59)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같은 사업평가제도를 성인지예･결산에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자율
적 평가제도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목표, 성과목표 등
을 충실하게 달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예･결산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를 위해 해당 부처의 업무 담당자의 참여를
전제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여성가족위원회, 2013.10: 59∼60)

* 출처: 표안 내용별 기재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의 주요 재정제도 중의 하나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141). 따라서 성과중심의 국가재정운용 방식에 따라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과관리제도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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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해답으로 왜
평가체계가 논의되는 것일까?
성과관리제도는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전 과정을 성과관리 관점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193). 이러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과관리제도는 [그림 Ⅱ-1]에 제시되어 있듯이 크게 재정성과목
표관리제도(2003년 도입),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2005년 도입), 재정사업심
층평가제도(2006년 도입)로 구성된다3).

* 출처: 원종학(2019.2.14.: 7)

[그림 Ⅱ-1] 재정성과관리제도 기본체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중심으로 한
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 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이 때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 후 결산보고 시에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하였던 성과
지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부처의 성과분
석 결과는 다음연도 집행단계 및 예산편성에 환류된다(원종학 외, 2018:
38). 직접 환류되기도 하고 이후 평가제도들과 연동되어 재정운용에 활용되기
3) 각 제도별 도입 연도는 강희우 외(2018: 26 <표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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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예를 들어,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가 잘못 설정되었다면 그 내용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 반영되어(‘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가
평가 항목임) 평가등급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평가결과는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방식이다(원종학, 2019.2.14.: 1차 포럼 발언 내용).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표 Ⅱ-2>와 같이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2019년 현재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
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기획재
정부의 확인･점검 절차 및 메타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
하되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8.12.31.: 1).
<표 Ⅱ-2> 시기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개요

구분

개념

기획재정부
개별사업
확인･점검
여부

2005
∼
2014년

[부처 자체평가 → 기재부 확인･점검]
-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
하는 제도

O

X

2015년

[메타평가 실시]
-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
하는 제도(2005년 시행)
- 메타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사업별로
확인･점검 실시

△

O

2016
∼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실시]
-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
하고, 기재부･미래부･지역위(이하 메타평가 부처)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X

O

2018년

[부처 자체평가만 실시, 메타평가 폐지]
-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
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

X

X

메타
평가
여부

*출처: 원종학 외(2018: 41 <표 Ⅰ-7>)4)
4) 원종학 외에서는 기획재정부(각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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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재정운용과정에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별로 또는 사업군으로 묶어 평가가 진행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결과는 재정운용에 활용된다.
이러한 성과관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
성을 골자로 한다.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
가 다음연도 예산에 환류됨으로써(원종학 외, 2018: 38) 사업운영에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성과관리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성과가
측정되고 그 내용이 “환류”되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가 수립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방식은 어떠할까? <표 Ⅱ-3>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사업의 ‘성과목표’ 항목
의 연도별 작성내용이다. ‘성과목표’ 항목은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후 작성양식이 성과목표 및 목표치 설정에 대한 산출근거
와 이전 연도의 실적치 등을 작성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인지결산서에서는 성
인지예산서에서 설정한 성과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그 여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회계연도부터는 3개년의 달성현황을 작성하도록 양식이 변경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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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성인지예산제도 ‘성과목표’ 작성항목 변화과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사업 예시
∙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p.38)
□ ’11년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11년 목표치

여성 수혜비율

23.0%

∙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p.47)
□ ’11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11년 성과목표(지표)

’11년 목표치

’11년 실적치

여성 수혜비율

23%

21.9%

* 통계출처: 자체 수혜자 통계 결과

□ 평가
◦잘된 점과 미흡한 점
- 사업수행결과 여성 수혜비율이 21.9%로 나타나 2010년도(16.6%)에 비해서
5.1%p 증가하였으나, 목표치 23%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결과에 대한 원인
- 2010년도 실적(16.6%)을 포함한 과거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목표 설정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연수 및 지방연수 실시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의 비율이 목표치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사료됨
◦향후 개선사항
-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신문광고, 공고, 공문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여성의 지방연수 참여 비율 향상을 위해 지방연수 시 별도의 비용을 추가 지급
∙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p.50)
□ 2012년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12년 목표치

여성 인력 수혜비율

23%

* 산출근거: ’11년 여성수혜비율보다 1%p 상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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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p.65)
□ ’12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12년 성과목표(지표)

’12년 목표치

’12년 실적치

여성 수혜비율

23%

23.5%

* 통계출처: 자체 수혜자 통계 결과

□ 평가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수행결과 여성 수혜비율이 22.5%로 나타나 2010년도(16.6%)에 비해
5.1%p 증가하였으나, 2011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나, 목표치 23%에
0.5% 미달
◦결과에 대한 원인
- 2012년 실적이 22.5%로 2010년도 실적(16.6%) 대비 5.7%가 증가하여 2년
만에 여성 수혜비율이 34%가 상승하였으나 목표치에 미달됨
- 주관기관이 여성신청자를 우선 우대 선발한다는 홍보가 미진하여, 여성신청자
비율이 높게 성장하고 있지 않음. 향후 신청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홍보 강화
필요
◦향후 개선사항
- 스토리텔링(여성취업후기 등) 홈페이지, 사업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및 취업
카페(닥치고취업) 등을 통한 여성연수생 선발우대 홍보강화
∙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p.57)
□ 2013년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지원인원 중
여성수혜 비율

’11년 실적 ’12년 추정치 ’13년 목표치
21.9%

22%

23%

◦산출근거
- ’11년 여성수혜비율보다 1.1%p 상향설정
∙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p.44~45)
□ ’13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지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지원인원 중
여성수혜 비율(%)
* 통계출처: 자체 수혜자 통계

’13년 목표치 ’13년 실적치
23

21

달성여부
미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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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본 사업 사업대상자의 성별비율은 여성이 31%, 남성이 69%이며 이러한 비율
은 ’11년 이후 크게 변동이 없음
- 그러나 개선 연수과정이 공학계열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의 주요 수혜자는 공학계열 대졸자로 판단되며 공학계열 졸업자 중 여성비율은
19.1%로 낮아짐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13년, 학사학위 졸업자 기준)
- 여성 수혜율은 ’11년도 21.9%, ’12년도 22.5%로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으
며, 지속적인 여성수혜율 상승을 위해 ‘13년도 성과목표치를 23%로 설정하였음
- 그러나 ’13년의 경우 전년대비 여성수혜율이 1.6%p 감소한 20.9%로 나타나
성별수혜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성과목표 역시 미달성하였음
- 동 사업을 통해 미취업 여성 이공계 대졸자의 전문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평등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여성 수혜자 비율이 목표치
(23%)에 미달한 점은 미흡
◦결과에 대한 원인
- ’13년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은 본예산(83.84억원)외에 추경예산(46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사업수혜대상이 1,873명에서 2,9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음
- 본예산의 여성 비율은 21.8%이었으나 추경예산의 여성 비율은 19.1%로 하락
하여 ’13년도 사업 수혜인원의 여성 비율이 전년보다 하락함
- 추경예산으로 진행된 연수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일정이 촉박하여 주관기관이 연
수생 모집 시 여성 연수생 확보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여성 우대선발 등에 대한 홍보 부족, 여성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연수과정 부족 등 여성 수혜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음
◦향후 개선사항
- 여성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연수과정 확대를 위해 ’14년도 주관기관
선정 시 ‘여성 특화과정을 1개 이상 구성하여 신청한 주관기관’을 우대할 예정임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4-009호: (우대사항) 1개 이상의 ‘여성 이공계 미
취업자’를 위한 특화과정을 구성하여 신청한 주관기관
- 연수생 모집･선발 시 여성 지원자를 우대하고 주관기관 결과평가 시 여성을 포함
한 취약계층 지원 실적을 반영할 예정임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 이공계 인력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p.56)
□ 2014년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여성수혜 비율(%)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22.5

23

23

22 ❚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Ⅰ)

◦산출근거
- 본 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교육 및 기업연수 등을 통해 이공계인력
의 취업지원 및 여성 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의 주요 수혜자인 공학계열 졸업자의 여성비율 19%(’12년 공학계열 졸
업자: 69,549명, 공학계열 여성졸업자: 13,469명)보다 상향하여 설정하여, ’11
년(21.9%), ’12년(22.5%)에도 동일한 성과목표인 23%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14년 목표치를 23%로 설정함
∙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p.65~66)
□ ’14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지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지원인원 중
여성수혜 비율(%)

’14년 목표치 ’14년 실적치
23

24.1

달성여부
미달성

* 통계출처: 자체수혜자 통계 결과

□ 자체평가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수행결과 ’14년 사업의 연수인원 중 여성 수혜비율이 24.1%로 나타나
2013년(20.9%)에 비해서 3.2% 증가, ’14년 목표치 23%에 1.1% 초과 달성
◦결과에 대한 원인
- ’14년도 사업공고문에 ‘여성 특화과정 신청 주관기관 우대’ 명시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4-009호
∙ 우대 사항: 1개 이상의 ‘여성 이공계 미취업자’를 위한 특화과정을 구성하여
신청한 주관기관
* ’14년 36개 주관기관 중 6개 기관에서 여성특화과정 운영
- ’14년도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지표 개선
* 연수생 모집(배점 10점) 부문 중 ‘취약계층 선발계획(여성 포함)’이라는 여성
관련 문구 명시
◦향후 개선사항
- ’15년도 사업 공고 시 여성특화과정에 대한 우대 적시 등을 통하여, ’15년 사업
에서도 목표(여성수혜비율 23%)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p.55)
□ 2015년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여성수혜 비율(%)

’13년 실적 ’14년 추정치 ’15년 목표치
20.9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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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성별수혜분석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1년(21.9%), ’12년(22.5%), ’13년
(20.9%)에도 동일한 성과목표인 23%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14년 목표
치를 23%로 설정. 본 사업의 주요 수혜자인 공학계열 졸업자의 여성비율
19%(’13년도 공학계열 졸업자: 68,719명, 공학계열 여성졸업자: 13,125명)보다
상향하여 설정함. ’14년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공고에 여성특화과정(여성비율 40%
이상) 우대 사항 적시 및 5개 주관기관의 여성특화과정 선정
∙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p.97~98)
□ ’15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15년 성과목표(지표)
여성수혜 비율(%)

’15년 목표치 ’15년 추정치
23

23.5

달성여부
달성

* 통계출처: 자체수혜자 통계 결과

□ 자체평가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수행결과 ’15년 사업의 연수인원 중 여성 수혜비율이 23.5%로 나타나
’15년 목표치 보다 0.5% 초과 달성
◦결과에 대한 원인
- ’15년도 사업공고문에 ‘여성 특화과정 신청 주관기관 우대’ 명시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0038호
∙ 우대 사항: 1개 이상의 ‘여성 이공계 미취업자’를 위한 특화과정을 구성하여
신청한 주관기관
* ’15년 39개 주관기관 중 5개 기관에서 여성특화과정 운영
- ’15년도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지표 개선
* 연수생 모집(배점 10점) 부문 중 ‘취약계층 선발계획(여성 포함)’이라는 여성
관련 문구 명시
◦향후 개선사항
- ’16년도 사업 공고 시 여성특화과정에 대한 우대사항 명시를 통하여, ’16년 사업
에서도 목표(여성수혜비율 23%)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p.91~92)
□ 2016년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지원인원 중
여성수혜 비율

’14년 실적 ’15년 추정치 ’16년 목표치
214.1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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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성별수혜분석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2년(22.5%), ’13년(20.9%), ’14년
(24.1%)로 3개년 평균실적이 22.5%로 ’16년도는 약 2.2% 상향한 23%로 목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공고에 여성특화과정 우대사항 적시 및 주관기
관의 여성특화과정 선정 예정임
(’14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13년 대비 3.2% 상승하고, ’14년 목표치 대비
1.1% 상승하여 성별영향분석 결과 성별불평등정도가 개선됨
∙ 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p.115)
□ ’16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16년 성과목표(지표)

’16년 목표치 ’16년 실적치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지원인원 중
여성수혜 비율(%)

23

23.8

달성여부
달성

* 통계출처: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홈페이지 통계

□ 자체평가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수행결과 ’16년 사업의 연수인원 중 여성 수혜비율이 23.7%로 나타나
’16년 목표치 보다 0.7% 초과 달성
◦결과에 대한 원인
- ’16년도 사업공고문에 ‘여성 특화과정 신청 주관기관 우대’ 명시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099호
∙ 우대 사항: 1개 이상의 ‘여성 이공계 미취업자’를 위한 특화과정을 구성하여
신청한 주관기관
* ’16년 36개 주관기관 중 3개 기관에서 여성특화과정 운영
- ’16년도 주관기관 선정평가시 여성 선발계획에 대한 가점 부여
* 연수생 모집(배점 10점) 부문 중 ‘취약계층 선발계획(여성 포함)’이라는 여성
관련 문구 명시
◦향후 개선사항
- ’17년도 사업 공고 시 여성특화과정에 대한 우대사항 명시를 통하여, ’17년 사업
에서도 목표(여성수혜비율 23%)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p.101)
□ 2017년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여성수혜 비율

’15년 실적 ’16년 추정치 ’17년 목표치
23.5

* ’14년도 공학계열졸업자: 69,417명(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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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성별수혜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본 사업은 연수생 선발 시 취약계층인
여성특화과정 연수프로그램 구성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 및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음. ’17년 목표는 ’16년과 동일한
23%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동 사업의 주요 수혜자인 공학계열 여성졸업자 비율인
19.3%(13,414명)보다 높게 책정한 수치임
(’15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16년 사업공고 시 여성특화과정에 대한 우대사항
명시를 통해 ’16년 사업에서도 목표(여성수혜비율 23%)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2017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p.130~131)
□ ’17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17년 성과목표(지표)
여성수혜 비율(%)

’17년 목표치 ’17년 실적치
23

27.3

달성여부
달성

* 통계출처: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홈페이지 통계, 2017년 교육통계 연보

□ 자체평가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수행결과 ’17년 사업의 연수인원 중 여성 수혜비율이 27.3%로 나타나
’17년 목표치 보다 4.3% 초과 달성하였음
◦결과에 대한 원인
- ’17년도 사업공고문에 ‘여성 특화과정 신청 주관기관 우대’ 명시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0080호
∙ 우대 사항: 1개 이상의 ‘여성 이공계 미취업자’를 위한 특화과정을 구성하여
신청한 주관기관
* ’17년 35개 주관기관 중 4개 기관에서 여성특화과정 운영
- ’17년도 주관기관 선정평가시 여성 선발계획에 대한 가점 부여
* 연수생 모집(배점 10점) 부문 중 ‘취약계층 선발계획(여성 포함)’이라는 여성
관련 문구 명시
◦향후 개선사항
- ’18년도 사업 공고 시 여성특화과정에 대한 우대사항 명시를 통하여, ’18년 사업
에서도 목표(여성수혜비율 23.3%)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p.105~106)
□ 2018년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여성수혜비율(%)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23.8

23.0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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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성별수혜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연수를 주관하는 교육기관 선정 평가 시
여성특화과정을 신청한 주관기관 우대 및 여성 선발계획에 대한 가점부여를 통해
여성비율 확대를 유도함. ’18년 여성수혜율 목표는 최근 3년간(’14~’16년) 실적의
평균치인 23.3%로 설정
* 최근 3년 여성 수혜비율(’14년 24.1%, ’15년 22.2%, ’16년 23.8%)
(’16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16년도 사업공고문에 ‘여성 특화과정 신청 주관
기관 우대’를 명시함. 동시에 주관기관 선정평가 시 여성 선발계획에 대한 가점을 부
여하였음
* ’16년 36개 주관기관 중 3개 기관에서 여성특화과정 운영
** 연수생 모집(배점 10점) 부문 중 '취약계층 선발계획(여성 포함)' 이라는 여성관련
문구 명시
∙ 2018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p.129)
□ 3개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
구분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16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여성수혜율(%)

23.0

23.8

달성

’17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여성수혜율(%)

23.0

27.3

달성

’18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여성수혜율(%)

23.3

29.3

달성

* 통계출처: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홈페이지

□ 자체평가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수행결과 ’18년 사업의 연수인원 중 여성 수혜비율이 29.3%로 나타나
’18년 목표치 보다 6.0% 초과 달성하였음
◦결과에 대한 원인
- ’18년도 사업공고문에 ‘여성 특화과정 신청 주관기관 우대’ 명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0030호
∙ 우대 사항: 1개 이상의 ‘여성 이공계 미취업자’를 위한 특화과정을 구성하여
신청한 주관기관
- ’18년도 주관기관 선정평가시 여성 선발계획에 대한 가점 부여
* 연수생 모집(배점 10점) 부문 중 ‘취약계층 선발계획(여성 포함)’이라는 여성
관련 문구 명시
◦향후 개선사항
- ’19년도 사업 공고 시 여성특화과정에 대한 우대사항 명시를 통하여, ’19년 사업
에서도 목표(여성수혜비율 23.3%)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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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p.65)
□ 2019년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17년 실적 ’18년 추정치 ’19년 목표치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여성수혜비율(%)

27.3

24.4

24.4

* 통계출처: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참여 연수생 중 여성 수혜비율

◦산출근거
(성별수혜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 수혜비율 확대를 위해 19년도연
수 프로그램 운영 주관기관 선정 시 “여성 이공계 미취업자”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가점(+3점)을 부여할 예정임. ’19년 목표는 ’15년~’17년 실적
(’15년 22.2%, ’16년 23.7%, ’17년 27.3%)의 평균치로 설정하였음
(’17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사업공고 시 여성특화과정에 대한 우대사항 명시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p.78~79)
□ ’20년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18년 실적 ’19년 추정치 ’20년 목표치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여성수혜비율(%)

29.3

24.4

27.0

◦산출근거
(측정산식 및 목표치 설정 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20년 목표는 ’16년∼’18년 실적의 평균치로 설정
- 최근 3년 여성 수혜비율
전체

2016년
1,845명

2017년
2,125명

2018년
2,236명

계
6,206명

여성
비율

439명
23.7%

580명
27.3%

656명
29.3%

1,675명
27.0%

(’18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18년도 사업공고문에 '여성 특화과정 신청 주관기
관 우대'를 명시하고 주관기관 선정평가시 여성 선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이에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었음. 본 사업은 연수기관 선정 시 여성특화과정
연수프로그램에 가점을 부여하여 이공계 여대생의 취업기회 확대함. 향후에도 여성
수혜율을 대상자 비율만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0~2019a), 대한민국정부(2012b~2019b) 각년도별 성인지예산
서 및 성인지결산서(해당 페이지 표에 기재)5)
5) 대한민국정부(2010),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대한민국정부(2011), 2012년도 성
인지예산서: 대한민국정부(2012a),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대한민국정부(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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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관리 방식은 앞서 살펴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와 유사하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방식은 여기까지이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통하여 성과정보는 생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환류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각 사업담당자는 자율적으로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지 않는다. 그 결과 성별
수혜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나 성과지표에의
반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게 나타나더라도 성과관리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위해 많
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부의 책무성이 제고되지도, 예산이나 사업의 변화
가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다.
<표 Ⅱ-4> 성과관리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①

성과관리제도

성인지예산제도

구성1

구성2

구성3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

∦

∦

O

X

X

* 출처: 김효주 외(2018: 202 <표 Ⅴ-2>)

일반재정사업의 성과관리방식과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방식의 차이는
법과 지침에서도 확인된다. 일반재정사업의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법과 지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특히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하라(기획재정부, 2018.12.31.: 1)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반면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대한민국정부(2014a),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대한민국정
부(2015a),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대한민국정부(2016a),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대한민국정부(2017a),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대한민국정부(2018a), 2019년도 성
인지예산서: 대한민국정부(2019a),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2b),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대한민국정부(2013b),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대
한민국정부(2014b),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대한민국정부(2015b), 2014회계
연도 성인지결산서: 대한민국정부(2016b),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대한민국정
부(2017b), 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대한민국정부(2018b), 2017회계연도 성인
지결산서: 대한민국정부(2019b), 2018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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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법과 지침에는 성인지예산서의 의미와 작성내용,
대상사업 선정기준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 Ⅱ-5> 성과관리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②
구분

주요 내용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②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3. 성과평가 대상 사업
[기본원칙]
□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
의 경우 추진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
[예산연계 기준]
□ 재정사업자율평가
-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예산 요구 및 편성
□ 핵심사업 평가
- 핵심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심층 평가
- 심층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6.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작성 대상 사업]
□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o 직접목적 사업
o 간접목적 사업
□ ’20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세부 지침]
□ 성인지예산 작성부처는 성평등 목표, 사업 총괄표,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
□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20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
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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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평가결과 활용)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또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해 자율적 환류계획 수립
- 자율적 환류계획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
(지출구조조정계획) 대상사업 예산삭감요구 확인 및 지출구조 조정계획 재정
관리점검회의 안건 상정
(성과관리개선계획) 각 사업 분기별 성과개선 추진상황 안건 상정 및 추진지연
사업 현장점검 실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421&efYd=20190423#0000(검색
일: 2019.10.27., 관련 내용만 발췌함), 기획재정부(2019.3: 39∼40, 47, 2018.12.
31.: 1, 5에서 관련 내용만 발췌함)

그 결과 일반재정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 미흡 사업의 경우
익년도(t+1) 예산에서 사업비의 10%가 자동 삭감되어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약 4조 8,8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박노욱 외,
2015.12: 49),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예산의 변화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표 Ⅱ-6>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현황
(단위: 개, 억원, %)

t+1 예산
정부안
국회확정

예산증감률
정부안 기준 국회 확정 기준

평가연도

미흡 이하
사업 수

t예산

2005
2006
2007

87
65
31

34,206
11,463
3,949

29,911
5,428
3,451

30,435
5,408
3,597

-12.6
-52.6
-12.6

-11.0
-52.8
-8.9

2008
2009
2010

104
70
116

56,855
28,245
38,232

46,610
26,134
33,104

45,896
26,311
33,445

-18.0
-7.5
-13.4

-19.3
-6.8
-12.5

2011
2012
2013

117
97
126

42,539
18,161
104,905

37,108
14,695
93,806

38,121
14,704
95,413

-12.8
-19.1
-10.6

-10.4
-19.0
-9.0

2014

75

37,905

34,266

34,331

-9.6

-9.4

* 출처: 박노욱 외(2015.12: 49~50 <표 Ⅲ-12>)
* 주: “정부안 기준으로 매년 평균 10~20%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국회 확정 예산일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증액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안보
다 삭감률이 낮게 나타남(박노욱 외, 2015.1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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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보면 성과관리제도는 평가체계와 관련하여 법 및 지침 등을 토대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서 작성된 성과정보들이 환류되고 활용되면서 책임
이 요구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만,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성과정보
에 대한 어떠한 환류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환류를 기반으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평가체계로 보았다.

나. 정보의 문제
평가체계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성과정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는 생산된 성과정보가 활용되지 못함에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서는 생
산된 성과정보가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질의 성과정보가 생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성인지예･결산서에 작성된 성과정보의 수준은 어떠한가?
예산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제한된 시간안에 빠르게 결정
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핵심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이
러한 핵심정보는 구체적인 통계정보로 제시되어야 예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윤영진 외, 2008: 114∼115).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의 언어로 성인
지적 논리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지적 논리는 그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통계를 만드는 것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성별분리통계는 어떠한 정책이 ‘성 불평등’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고 믿어지는
경우에만 구축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정책은 성 중립적일거라는 가정하에
성별분리통계를 만들지 않는다(Downes, R. et al, 2017: 24~25). 이 때 이
정책이, 이 사업이 ‘성 불평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
다. ‘성 불평등’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 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6).
6) 김영숙 외(2016: 142)에서는 교육 분야의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
터뷰(FGI)를 진행하였다. 교육 분야 사업들은 대부분이 인적자원대상 사업이기에
사업수혜의 성별 격차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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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인지예산은 기존 정책 매커니즘에 끼워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Baxter, Carol. ＆ Burke, John. 2019: 5)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방
식인데(최유진 외, 2018: 15), 그 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의가 쉽지 않다. 우선
은 소통과 협의를 위한 절차가 없으며, 절차가 있더라도 인식의 변화가 없다
면 공감과 설득이 어렵다. 여기에 ‘비난회피(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서 사업
이나 예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보공
개를 억제함(하연섭, 2017: 62))’의 행태까지 추가된다면 문제는 더더욱 어려
워진다.
성인지예산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숫자 뒤의 사
람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7). 그러기 위해서는 ‘성 불평등’ 문제와
개선 필요성이 압축적으로 보여져야 하는데, 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없이,
성별분리통계가 미구축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성과정보는 유용성이 낮으며, 정치적 속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예산과정에서 활용되기에 부족하다.
앞서 성인지예산제도를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예산 분석’ 과정과 ‘예산
변화’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예산 분석의 결과가 예산 편성 과
정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인 것처럼 보이나(마경희, 2011:
49)” 실제로 두 과정 사이에는 정치적 속성이 존재하여 예산과 정책의 변화
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마경희, 2011: 50). 특히 성
인지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의 변화는 기존 예산의 성평등한 변화를 의미
하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거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이 매우 높거나 적어도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김영옥 외, 2010b: 162).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듯 예산과 정책에 있어 성평등 문제는 우선순위가 낮으며(Downes, R.
들은 이러한 격차를 단순한 현상으로 인식할 뿐,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즉 ‘현상인지’ 단계와 ‘문제의식’ 단계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7) SVERIGES RIKSDAG.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motion/jamsta
lld-ekonomi-med-gender-budgeting_H2022740(스웨덴의 성인지예산 관련
발의안 내용 중 발췌, 연구조사원의 번역자료에 기초함, 검색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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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7: 2),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대체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
는다.
국가의 재정운용 편성방향을 보면 이런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앞서 국가
의 재정운용 방향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보면 ‘여성’
혹은 ‘성평등’에 관한 내용은 12개 분야 중 보건･복지 분야 하나에만 제시되
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 역시 소외계층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복지 강화, 취업
취약계층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이다(기획재정부,

2019.3: 13∼14). 큰 방향은 변화해 가지만 실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구체성
및 실천성은 떨어진다. 여전히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속성을 통제하고 예산과 정책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성 불평등’ 문제를 입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앞서 살펴보
았듯이 현재의 제도 운영 방식으로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
일반재정사업의 경우 성인지예산과 같은 어려움은 없겠지만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재정사업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을
까? 바로 평가제도의 활용이다.
재정당국과 일선 부처 사이의 비대칭정보 문제 및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과평가제도가 활용되고 있
다(강희우 외, 2018: 23). 이러한 내용은 뒤에서 시행된 전문가 의견조사 내
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반예산사업 역시 성과평가가 없다면 사업의
특성, 집행상의 문제점, 성과부진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
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이유는 잘한 사업에 대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향
후 사업 추진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성과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목
적이 있다는 것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a 내부자료: 전문가 4, 22).
종합해볼 때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과정보를 최대한 발굴해 낼 수 있는 정교
한 제도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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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연계해야 하는가
가. 평가체계에 관한 논의
앞서 살펴본 평가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이번 절에서는 평가
체계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Ⅱ-1>은 평가체계와 관련된 국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Ⅱ-1>에서 평가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법은 별도의 평가제도를 마련하거나 재정사업자율평가 혹은 정부
업무평가제도와 연계, 감사원의 성인지결산 검사의 강화이다.
평가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박노욱 외(2013: ⅵ
∼ⅶ)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를 <표 Ⅱ-7>의 평
가항목을 토대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립
된 평가체계로 평가가 진행될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기준으로 사전평
가와 사후평가가 모두 가능하며, 기존의 평가제도와 연계할 경우 가점항목
또는 유형별 질문 항목으로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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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선행연구 평가항목 예시 – 박노욱 외(2013)
구분

기관의
노력도
(30점)
성
인
지
예
산
서

성
인
지
결
산
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
(70점)

기관의
노력도
(30점)

관리 및
성과･
환류의
적정성
(70점)

평가항목

배점

1-1. 부처 성평등 목표가 양성평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가?

5.0

1-2. 사업 총괄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가?

5.0

1-3. 성인지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에 포함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10.0
(가점
5.0)

1-4.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준수하여 누락없이 작성하였
는가?

10.0

2-1. 성평등 목표가 명확하고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부합하
는가?

15.0

2-2. 성평등 기대효과와 성평등 목표가 명확한 연계성이 있는가?

5.0

2-3.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수혜분석을 실시
하였는가?

10.0

2-4. 성과지표가 성평등 목표와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0.0

2-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20.0

1-1.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15.0

1-2. 사업 총괄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가?

5.0

1-3.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을 준수하여 누락없이 작성하였
는가?

10.0

2-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0.0

2-2.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평등 효과분석을 실시
하였는가?

10.0

2-3. 계획된 성과지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30.0

2-4.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 등이 적정한가?

20.0

* 출처: 박노욱 외(2013: ⅵ, <표 1>, <표2>)

조선주 외(2013: 128∼130)에서는 <표 Ⅱ-7>에 제시된 성인지결산서의
평가항목들을 토대로 성인지결산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등급화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세부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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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면 외(2016)에서는 독립형 평가시스템(기관평가+사업평가)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Ⅱ-8> 선행연구 평가지표 예시 – 이택면 외(2016)
평가
부문

구분

운영
실적
기
관
평
가

개선도

사
업
평
가

평가지표

평가내용

형식

가중치

성평등 목표의
적정성

기관 고유의 정책목표 및 대상 사업
의 성평등 목표 포괄성

비계량

20

성평등개선
성과

기관이 성인지예산사업 수행을 통해
성평등 개선 거시적 효과 정성적 평가

비계량

20

사업 수

전체 사업 수 대비 기관의 대상 사업
수 비율

계량

10

예산 규모

전체 예산규모 대비 부처의 대상사업
예산 규모 비율(기금 포함)

계량

10

정부권장정책

성인지예･결산 담당 공무원 교육
이수율

계량

10

형식성

대상사업 선정의 대표성, 체계성,
실효성, 도전성 VS 형식성

비계량

10

체계성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관련 기관의
체계적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

비계량

10

차별성

신규사업 발굴 정도(신규사업수/기존
사업수)

계량

10

사업타당성

사업목적과 성평등제고와의 관계 및
부합도

30

예산서 작성 충실도

작성 내용 전반의 누락정도(성별분리
통계 적정성 포함)

20

성평등 효과 중요도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수준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평등 목표와 성과지표간의 연계성

10

성과목표의 도전성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10

지적사항 개선도

결산평가의 환류 정도

10

비계량

20

* 주: 기관평가-운영실적-예산규모의 기금은 금융성, 계정성 기금을 제외하고 사업성 기금
만 포함
* 출처: 이택면 외(2016: 144, 147의 <표 Ⅳ-15>, <표 Ⅳ-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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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주요 방안으로 논의되었던 ① 독
립된 평가체계 구축, ②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 ③ 정부업무평가제
도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는 2019년
2월∼3월에 걸쳐 서면자문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연
구 및 제도 운영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다.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평가체계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①∼③의 방안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안과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는 평가체계 구축 이후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물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체계 필요성에 대
해서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안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방안이 선택
되느냐보다는 그 방안을 통해 실제 예산과 정책이 변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
하다고 강조했으며, 따라서 어떤 방안이 선택되든 ‘왜 평가체계를 도입했는
지, 평가체계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
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체계 구축 이전에 현
재 성인지예･결산서의 작성 내용이 평가의 내용이 되기에는 보조자료나 참고
자료의 수준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평가결과가 정부 재정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 1).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체계의 활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성인지적 인식의 확
산과 정부의 양성평등 노력을 제고하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로써 역할
을 하는게 중요합니다(전문가 2).
어떤 정책이든 평가체계가 없다면 실효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평가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방식의 근본적인 개편이 전제되어야 평가체계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고 봅니다(전문가 3).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과정을 만드
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전문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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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당연히 성별 격차의 개선입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제도가 이러한 성별 격차 개선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는 없
습니다. 인센티브 구조를 잘 만들어서 부서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현
실적인 방법입니다(전문가 9).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성인지예산의 목적과 성과가 무엇인지, 성인지예
산이 왜 잘 운영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중요하며, 성인지예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 17).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a).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 자료(내부자료)

주요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의견은 <표 Ⅱ-9>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각각
의 방안에 대한 선호 정도는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각 방안이 갖는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된 평가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된 평가체계의 경우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의 설계는 가능하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구속
력이 약할 것이며 그로 인해 사업의 성평등한 변화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독립된 평가체계의 경우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평
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평가위원의 성평등 인식 수준에 따라
평가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평가의 실익이 낮을 것이라는 점이 주요 한
계로 지적되었다. 결국 사업의 성평등한 변화라는 평가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려운 평가체계라는 것이다.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환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국가재정전략,
사회정책운영전략, 예산편성 지침 등에 성인지예산 내용 반영, 성인지관련 통계
및 DB 구축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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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주요 내용

구분

독립된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계
방안

재정
사업
자율
평가
제도

효과

-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과 특수성 - 평가제도의 중복과 형식화로 인한 평가
을 반영하여 평가체계 구축 가능
부담 심화
- 현재의 제도적 문제(작성내용의 질
제고, 담당자의 인식개선 등)의 우선
적 개선이 요구
- 제도 설계의 복잡성(평가틀, 평가조
직구성, 국회 및 정부 설득 등)을 고
려할 때 행정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
발생
- 기존 성과관리제도와의 낮은 연계성
-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별도 평가
체계 구축 시 평가결과 구속력의 한
계, 피평가기관으로서 평가 대상이
되는 문제 발생, 결과적으로 형식적
인 운영이 예상
- 지표 성과를 채우기 위한 제도 변형
우려
- 외부평가위원의 성평등 인식 수준에
따라 평가의 질 차이
-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큰 영향력 -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 중요
을 줌
한 정책가치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
- 오랜 운영경험을 통해 평가제도 - 부처의 평가부담을 경감해 주는 추세
에 대한 부처의 이해도가 높음
인데 새로운 항목 추가에 대한 반감
-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므로 재
정사업의 실질적인 변화 유도 가능
- 자체평가인만큼 기관 자체 노력
가능
- 현실적으로 평가단위, 평가주체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 높음

정부
업무
평가
제도

공통

한계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가 중요한 - 평가단위가 넓어 실효성이 낮음
만큼, 평가체계를 성별영향평가 -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이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수행하지
제도와 평가 일원화
잘 정착될 경우 성인지예산이 부
못함
처 업무에 포함 가능

- 독립된 평가체계보다 업무부담이 - 기존의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과의
나 비용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됨
정합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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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효과

한계
- 평가제도로서 제한적 기능 수행(이행
정도만 평가 가능, 기계적 평가로 변질)
-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인식, 성인지
예산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고려
필요
- 가점 형태로 포함 시 비성인지사업과
의 역차별 문제 발생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a).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 자료(내부자료) 결과를 요약
하여 저자가 작성함

나. 평가체계의 방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여기서는 독립된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혹은 다
른 평가제도와의 연계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원칙을 적용하
였다. 모두 예상되는 한계들이 있기에 절대적으로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체계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평가를 통해 예산과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집
중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평가체계 도입의 목적이 ‘예산과 정책의 변화’이기
에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과 정책의 변화’가 담보되는 제도 설계는 쉽지 않다.
앞서 성인지예산제도에서 왜 평가체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현재 성인지예산서에서 생성해내는 정보들의
내용이 환류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제도 스스로
정보의 질을 제고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에 평가라는 수단을 사용하
기로 했다. 다른 하나는 사업담당자들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두 가지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독립된 평가체계 구축보다는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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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의 미흡한 성과정보를 토대로 적절
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성인지예산제도가 가지는 특수성(낮은 우선순
위, 성별분리통계 구축의 어려움, 사업담당자와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
을 고려할 때 평가체계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지, 평가결과의 구속력이 약하다면 그 결과가 실제 예산과 정책의 변화
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할 때 평가비용과 순응도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평가체계 구축으로 인한 부처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된 평가체계와 연계방안 모두 재정제도의 범주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므
로, 최근 재정제도와 관련된 논의사항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성
과관리 제도는 평가의 실효성 저하,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부담 가중, 부
처의 평가역량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정부가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은 평가제도의 중복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b 내부자료(2019.6.8.일자 의견)).
평가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업무평가는 [그림 Ⅱ-2]에 제시된 것
처럼 평가대상기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가로 구
분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개요, https://www.evaluation.go.kr/p
sec/intro/intro_1_1_1.jsp, 검색일: 2019.10.28.), 이 중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는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된다. 이 때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및 현안시책 등을 평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무조정실, 2018.12: 2).
특정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2019년 평가부문은 ① 일자리･국정과제 ② 규제혁신 ③ 정부혁신 ④ 정책소
통이며,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평가를 통해 가감점이 부여된다. 평가방식은
평가부문별로 평가지원단이 구성되어 평가를 시행한 후, ‘정부업무평가위원
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평가결과는 기관종합 및 평가
부문별 5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산출되며,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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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보고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후 국무조정실은
조치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각 기관별 성과
급에도 반영된다(국무조정실, 2018.12: 7~8 내용 요약).
자체평가는 국무조정실을 포함 4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앙
행정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장의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
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국무조정실, 2018.4: 40). 자체평가의 부문은
크게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에 따라 총괄
기관 및 근거법률, 평가결과의 활용방식에 차이가 있다.

평가대상

중앙
행정
기관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특정평가
(43개)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정부업무
평가법

국조실
등

주요정책

정부업무
평가법

국조실

국가재정법

기재부

연구성과
평가법
재난
안전법
국가균형
발전법

과기
정통부

일반재정사업
자체평가
(44개)
*43+
국조실

재정
사업

R&D평가
재난안전
균형발전

행정
관리
역량

조직
인사
정보화

합동평가(19개 부처)
지방
자치
단체

부처평가
개별평가(51개 사업)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정부업무
평가법

정부업무
평가법

정부업무
평가법

행안부
지역위
행안부
인사처
행안부
행안부
등
주관
부처
지자
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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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93개)

공공기관
운영법

기재부

기금
(존치평가 23개, 자산운용평가 40개)

국가
재정법

기재부

과학기술
기본법
과기출연
기관법

과기연
과기
정통부
해수부
원안위
방사청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정부출연
기관법

경인
사연

지방공기업(270개)

지방
공기업법

행안부

과기연 소관(25개)
공공
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46개)

과기정통부 산하(16개)
해수부 산하(3개)
원안위 산하(1개)
방사청 산하(1개)

* 출처: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체계도,
https://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2.jsp, 검색일: 2019.10.28.)

[그림 Ⅱ-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자체평가를 <표 Ⅱ-10>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요정책 부문의 평가는 부처
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사업 부문의 평가는 일반재정사업, R&D,
균형발전사업 평가의 경우 자율적으로 지표를 설정하는 반면 재난안전사업 평가
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행정관리
역량 부문의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서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8.12: 16).
각 기관에서 시행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문의 총괄기관(주요정
책 부문: 국무조정실, 재정사업 부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
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관리역량 부문: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서 확인･점검하며,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고 기획재정부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그 결과를 반영한다(행정안전부, 201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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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자체평가 부문별 비교
부문

평가대상 과제

총괄기관

근거법률

결과 활용

주요
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으로서 당해 연도 소관기관의
주요 정책･사업의 목표와 추진일정,
목표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
표를 포함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

개인 성과급
및 성과연봉
반영

일반재정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R&D

전체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성과
평가법

재난안전

재난안전사업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법

균형발전

균형발전 세부사업

균형발전
위원회

국가균형
발전법

행정안전부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

재정
사업

행정
관리
역량

조직, 인사, 정보화, 행정관리 역량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조직, 인사,
정보화
제도 개선에
반영

* 출처: 행정안전부(2019.5: 2), 국무조정실(2018.4: 41), 본 보고서 [그림 Ⅱ-2]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함

그런데 이 때, 기획재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재정사업 평가(일반재
정)는 다시 <표 Ⅱ-11>과 같이 다양한 평가제도로 구분된다. 이러한 일련의
평가제도들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선행연구(하연섭 외, 2013: 76, 오영민,
2014.12: 14, 박노욱, 2015.5: 10, 오영민, 2017: 9, 오영민 외, 2017:
112, 강희우 외, 2018: 45∼46, 강정석 외, 2019: 92)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제도간의 중복과 이로 인해 부처의 부담이 가중됨을 알 수 있었다.
한 예로 현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하나인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 사
업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의 국정과제평가, 자체평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조사업평가, 핵심사업평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평가와
같이 모두 6가지 평가의 대상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최근 기획재정부는
성과관리제도 개편을 위해 논의 중이며, 논의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
이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들을 통폐합하거나 제도 간 연계를 강화(장단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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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 평가제도 간 평가대상 조정 → 평가제도 간 평가방법론 및 결과
공유 → 우수사례 전파)하자는 것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b 내부자료
(2019.6.8.일자 의견)).
이런 환경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독립된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최근
의 변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부처의 평가부담을 야기시켜 형식
적인 자세로 평가에 임하게 되어 평가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
로 이어질 것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 2019a 내부자료: 전문가 12). 무엇
보다 평가에 대한 피로가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지예산제도에 대한 낮은 합의수준을 고려할 때 독립된 평가체계 구축은 지양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Ⅱ-11> 재정사업 관련 주요 평가제도
평가명

평가
근거

대상사업

평가
주체

평가방식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가
재정법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기획
재정부

각 부처 자체평가

핵심사업
평가

국가
재정법

80개 핵심사업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기획
재정부

분야별 핵심사업 평가단
현장조사 →
재정관리점검회의 점검

심층평가

국가
재정법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개별 재정사업 또는
사업군

기획
재정부

각 과제별 심층평가
추진단(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에서 평가

기금평가

국가
재정법

존치평가(34개)
자산운용평가(46개)

기획
재정부

기금평가단에서 평가

보조사업
평가

보조금법

1,000여개

기획
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에서 평가

복권기금
평가

복권
기금법

100여개

기획
재정부

복권기금평가단에서 평가

* 출처: 원종학(2019.2.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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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핵심사업평가제도인가
가. 평가제도별 연계방안
본 절에서는 평가제도와의 연계를 전제로 주요 평가제도들을 검토하고 구체
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검토 대상이 되는 평가제도는 정부업무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핵심사업평가제도이다.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그 동안 성인지예산 평가체계와 관련하여 주요 방안으로 제시
되어 온 평가제도이다.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 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
가 성별영향평가제도와의 평가체계 일원화라는 점을 고려하여(<표 Ⅱ-9> 참조)
정부업무평가제도는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핵심사업평가제도는 주요
논의대상은 아니었지만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제안된 방안이다.

기존 제도와의 연계를 봤을 때 별도의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 연
계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다만 핵심사업평가와는 연계될 여지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문제가 많은 사업을 핵심평가 대상사업으로 올려 평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전문가 12).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핵심사업의 평가 프레임에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전문가 13).
정부 재정사업에 전제되어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종합분석하여 성인지 가치와 양
립가능 혹은 상충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별 가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재정사업 혹은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 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전문가 15).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같이 단위사업별로 평가가 진행되는 체계에서는 세부사업별
정책목표의 달성이 주요한 성인지예산 사업의 평가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핵심사업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전문가 21).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a).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 자료(내부자료)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제도, 재난안전사업평가제도, 균형발전평가제
도는 평가목적 및 대상에 비추어볼 때 성인지예산과 마찬가지로 특정 관점이
적용되는 ‘thematic 평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b 내부자료(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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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자 의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획재정
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평가제도 중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재정사업자
율평가, 핵심사업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외 기타 유형별 평가제도에 속하는
기금평가, 보조사업평가, 복권기금평가 역시 평가대상 및 범주가 적절하지 않
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재정사업심층평가의 경우 ‘특정 주제에 대하
여 특정 시점에 시행되는 분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들을 중심으
로 일시적인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성인지예산제도가 필요로 하는 평가
체계로서의 역할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 정부업무평가제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정책과 기관역량 등을 평가하는 제도
이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범주 안에서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으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개요, https://www.evaluation.
go.kr/psec/intro/intro_1_1_1.jsp, 검색일: 2019.10.28.).
앞서 설명하였듯이 2019년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
가부문은 크게 네 부문으로 구성된다.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부문은 2
018년 평가와 동일한 반면 2018년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부문이 2019년에는
통합되어 하나의 평가부문으로 진행된다. 이는 정책소통 활동이 성과를 보임으
로써 만족도가 향상되는 일련의 과정을 일원화하여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네 부문 외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여부가 가감점으로 반영된다. 평가방식은 각
부문별로 평가지원단이 구성되어 평가를 시행한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국무조정실, 2018.12: 7∼8 내용 요약).
각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정방식 및 비중은 <표 Ⅱ-13>과 같으
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식이 병행된다. 평가결과는 기관별로 등급화되어
기관종합 결과와 평가부문별 결과로 구분되어 제시되며, 평가결과는 국무회
의에 보고되고 각 부처는 평가계획을 반영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하여야 한다(국무조정실, 2018.12: 8 내용 요약).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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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정부업무평가제도 특정평가 개요
구분

내용

평가목적

∙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확보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주요 정책
- 장관급 23개
- 차관급 20개

평가주체

∙ 국무조정실

평가절차

∙ 평가부문별 평가지원단 구성
∙ 평가 시행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의결

평가부문

∙
∙
∙
∙
∙

평가방식

∙ 정량평가
- 부문별 주관기관: 추진계획 이행정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 평가
∙ 정성평가
- 부문별 평가지원단: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책효과 평가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가감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 기관별 등급화
- 기관종합 및 평가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
- 2019년 평가: 5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적용
※ 2018년: 3등급(우수/보통/미흡) 적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환류

(예시) 2018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보통
미흡

통일부, 농식품부 …
기재부, 과기정통부 …
교육부, 법무부 …

법제처, 조달청 …
인사처, 국세청 …
식약처, 원안위 …

∙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평가보고회 개최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포상 실시
- 기관별 성과급 등에 반영
∙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을 수립하고 이행 → 국무조정실 이행실적 점검

* 출처: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개요,
https://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1.jsp(검색일: 2019.
10.28), 국무조정실(2018.12: 7∼8),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2019.1:
4,8)의 내용을 항목별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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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정부업무평가제도 특정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부문

국정
과제
(65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추진 노력

- 과제 이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했는지 여부

정성/
10%
정량

목표(지표) 달성

-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정성/
60%
정량

정책효과

- 이행계획/성과지표에 나타나지 않은 정책
성과
* 업무보고시 대국민 약속사항 이행여부
등 포함

정성/
30%
정량

혁
신

신산업
관련
규제 정비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실적
- 규제 샌드박스 과제 실적
- 기관장 신산업 관련 규제정비 노력 등

포
용

일자리 및
민생 불편
규제 정비

- ’19년 규제정비종합계획 과제 정비
- 일자리 창출 규제 정비 실적
- 민생불편･부담 규제 정비 실적 등

규제
정비

규제
혁신
(10점)

규제
심사

규제
혁신
체감도

혁신
성과

비중

정량/
60%
정성

규제심사절차
준수도

- 규제심사절차 준수 실적 및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등

정량/
정성 20%

일몰규제 정비

- 일몰규제 정비실적 등

정량

규제혁신
만족도

-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정성

-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간담회 등 현장
행보 실적
- 기관장 현장소통 노력 등

정량/
정성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교육･학습, 실행계
획의 충실성

정량/
10%
정성

규제혁신
국민소통 실적

혁신역량･실행

정부
혁신
(10점)

평정

핵심사업

- 기관대표 혁신사업의 성과

포용적 행정
(사회적 가치)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공공구매조달, 균형인사, 안전 등
- 국민 참여 확대

참여와 협력

- 정보공개, 데이터 등 개방
- 협업･조정･갈등관리

20%

정량/
75%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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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평가항목
신뢰받는 정부

혁신성과 홍보
체감도 평가
정책
소통
활동

정책
소통
(15점)

정책
소통
성과

정책
소통
체감도

지시
이행
(±3점)

과제별
이행
노력도

평가지표

평정

비중

- 혁신성과의 홍보노력

정량/
정성

5%

- 국민평가단 체감도 평가

정성

10%

- 기관별 신뢰도･청렴도 등
- 현장행정 활성화, 디지털 혁신, 창의행정 등

정책소통 기획

- 주요정책 소통 계획 수립, 사전협의

언론소통 활동

- 정례브리핑 활동, 일일보도 관리

온라인소통 활동

정량/
30%
정성

- 기관 SNS 운영, 온라인이슈 관리

기관장
정책소통 성과

- 언론･국민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언론소통 성과

- 방송･신문･인터넷･외신 소통활동 성과

온라인
정책소통 성과

- 기관 SNS 활동 성과, 디지털 캠페인 효과

부처협업 성과

- 보유매체･디지털소통 협업 성과

정책소통 기획
성과

- 정책소통 분기별 우수사례

수용도

- 인지도 / 메시지 반응 / 행동변화

만족도

- 상호성 및 개방성 / SNS 소통 만족도

지지도

- 정책 이해도 / 정책 수용도 / 정부 신뢰도

공감도

- 기사 호응도

정량/
50%
정성

정량/
20%
정성

계획수립
적절성

- 지시사항 이행방안(추진계획) 충실도
- 이행방안 추진기간의 적극성･신속성

정성

추진성과

- 추진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이행도)
- 국민체감도 등 추진효과

정량/
50%
정성

- 분기별 자체점검 충실 실시 여부

정량

부처별 점검체계 운영

* 출처: 국무조정실(2018.12: 10∼14) 각 평가부문별의 평가항목 표 정리

3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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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연계는 성별영향평가제도와 마찬가
지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018년 정부업무평가 시 성별
영향평가제도는 특정평가의 정부혁신 부문에 평가지표를 추가하였다. 정부혁
신 부문은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으로 ‘정부혁신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가
진행된다(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중앙행정기관평가, https://www.
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3.jsp, 검색일: 2019.10.28.). 전
체적인 평가항목은 <표 Ⅱ-13>처럼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통해 제시되지
만, 세부지표와 배점은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시행계획을 통해
제시한다.
2019년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는 정부혁신 부문의 ‘혁신성과-신뢰받는
정부’ 항목의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의 세부지표인 ‘성평등 기여도’
이다(<표 Ⅱ-14>에 음영으로 표시). ‘성평등 기여도’ 지표는 크게 성희롱･성
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이행실적과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실적
평가로 구성되는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이행실적이 전체
배점 2점을 차지하고,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0.5 감점 항목에 해당한다. 성
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은 기관별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평가실시 사업수 / 성과계획서 단위사업수)×100) 및 개선실적((개선 사업
수 / 평가실시 사업수)×100)이 각각 50점씩 반영된다(행정안전부, 2019.3: 22).
이러한 성과지표는 2018년 대비 변화한 것인데, 2018년의 경우 ‘성평등
기여도’ 항목은 총 3점이었으며, 그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률이
1.8점, 성 주류화 정책 노력도가 1.2점이었다. 이 중 성 주류화 정책 노력도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및 개선 실적과 특정성별영향평가 수용률로
구성된다(행정안전부, 2018.8: 17).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지표명이 ‘성
주류화 정책 노력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실적 평가’로 변경
되었으며, 특정성별영향평가 수용률 지표가 삭제되었다. 또한 배점이 1.2점
배점에서 감점 –0.5로 변경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연계된다면 성별영향평가제도와 마
찬가지로 성인지예산 관련 지표를 평가지표에 추가로 설정하는 방식이 될 것
이다. 현재의 ‘성평등 기여도’ 지표의 하위지표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실적 평가’와 통합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성인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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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표가 추가된다면 해당 항목의 명칭이 2018년과 같이 ‘성 주류화 정책
노력도’로 변경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
평가제도에 대한 낮은 공감대와 추가 업무라는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성
평등 관점의 노력 정도에 따라 가점지표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019년 현재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감점지표인 점을 고려하면 감점지표로 포
함될 수도 있다. 해당 지표는 성별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률과 성과목표 달성률로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계방안을 제시하면
<표 Ⅱ-16>과 같다.
<표 Ⅱ-14> 정부업무평가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2019년)
평가항목
혁신역량･실행(10)
핵심사업(13)

포용적 행정
(21)

평가지표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5

∙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교육･학습활동

5

∙ 기관대표 핵심사업의 추진성과

13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가치 강화 정책조정
노력

10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및 혁신지향 공공
조달 우수성과

5

공공구매조달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균형인사

혁신
성과

국민참여

참여와 협력
(24)

배점

정보공개 및
데이터 개방
협업･조정･
갈등관리

±1.5

∙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3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3

∙ 국민참여 제도 활용 성과

6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활성화

2

∙ 정보공개

2.5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성과

2.5

∙ 정책 협업･조정

2.5

∙ 협업성과

3.5

∙ 갈등관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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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 부처별 신뢰도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신뢰받는
정부
(17)

대국민 서비스
혁신

행정 효율성

배점
±0.5

∙ 부처별 청렴도(채용비리 실적지표 포함)

3

∙ 성평등 기여도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 조치
이행실적 평가(2점, 정량)
- 예방교육(50%), 방지조치(50%)
(2)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실적 평
가(감점 –0.5, 정량)
- 정책개선율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50점 + 개선
실적 50점)

2

∙ 정부24에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1

∙ 선제적 서비스 성과

2

∙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3

∙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성과

2

∙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성과

4

혁신성과홍보(5)

∙ 혁신성과의 홍보노력

5

국민체감도(10)

∙ 국민평가단 및 일반국민 혁신성과 체감도 평가

10

∙ 적극행정 추진성과

+5

적극행정

* 출처: 행정안전부(2019.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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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정부업무평가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2018년)
평가항목
혁신
준비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평가지표

배점

∙ 실행계획의 충실성
- 적정성, 실현 가능성

9

∙ 혁신 추진 기반
- 혁신 추진 체계, 혁신 운영 지원

6

15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균형인사, 인권개선 및 구매 11
∙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
29
- 핵심 정책 등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보완 18
하여 성과를 낸 사례
∙ 정책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상향식 국민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 사례
13
- 국민참여 제도 활용도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활성화

참여와
협력
혁신
실행
및
성과

∙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 공공자원 개방･공유 실적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 정보공개

6

∙ 협업･조정･갈등관리
- 협업 및 조정
- 갈등관리

10

29

75

∙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 신뢰도 및 청렴도
- 성평등 기여도(3점)
낡은
관행을
깨는
신뢰받는
정부

1) 성희롱･성폭력 근절시책(정량, 1.8점)
2) 성 주류화 정책 노력도(정량, 1.2점)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및 개선실적
- 특정성별영향평가 수용률

17

-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리 실적
∙ 국민중심 행정혁신 추진
- 데이터 기반 혁신･창의행정
- 현장행정 활성화 실적
- 일하는 방식 혁신

대표 사례

6

∙ 기관 대표 혁신 사례
- 국민 체감도 및 기관 자율평가
- 자율 혁신 사례
총 점

* 출처: 행정안전부(2018.8: 2, 11, 17)

11

10
1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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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방안] 평가지표 연계
평가지표(안): ‘성 주류화 정책 노력도’
배점방식(안): 가점 혹은 감점지표
측정방식(안): 성인지예산서 작성률 + 성과목표 달성률
* 출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표 Ⅱ-16>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현재

연계방안

∙ 성평등 기여도

∙ 성평등 기여도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이행실적 평가
(2점, 정량)
: 예방교육(50%), 방지조치(50%)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이행실적 평가
(2점, 정량)
: 예방교육(50%), 방지조치(50%)

2)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실적
평가(감점 –0.5, 정량)
: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50점
+ 개선실적 50점

* 출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2) 성 주류화 정책 노력도
(가감점 ±0.5, 정량)
2-1) 성별영향평가 실적평가(50%)
: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50점
+ 개선실적 50점
2-2) 성인지예산 실적평가(50%)
: 성인지예산서 작성률 50점
+ 성과목표 달성률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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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를 재정운용 과정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2005년 처음 제
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방식 및 지표 등이 변화해오다가 2018년
현재의 형태로 전면 개편되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9.28.: 1).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개편 이후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살펴본다.
현재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사업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
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로 그 과정에서 사
업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기획재정부, 2018.1.2.: 1).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기획재정부는 평가지침을 확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자체평가 후 그 결과
를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사업이 평가 대상이 되며 평
가사업의 단위는 단위사업 기준이다. 단, 평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사업 및 복권기금평가의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제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사업들은 평가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2018.12.31.: 1∼2).
<표 Ⅱ-17> 보건복지부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리스트 예시

연번

예산/
기금

평가사업명

38

일반회계

39

예산(억원)

지원형태

대상여부

41

직접수행
민간보조

대상

299

228

직접수행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대상

67

56

출연금

제외(R&D)

54,747

62,779

직접수행

제외

10

10

직접수행

제외(재난)

’18년

’19년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

41

일반회계

한의약산업지원

40

일반회계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

41

일반회계

건강보험 지원

42

일반회계

기후변화적응건강관리

* 출처: 보건복지부(2019.4: 9)

Ⅱ. 연계 필요성 ❚ 57

평가절차를 보면, 기획재정부의 평가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
회를 구성하게 되며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지표를 설정
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이 때, 평가지표는 기본적으로 사업부처에서 우선 수
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는 형식으로 설정된다. 평가지
표는 성과목표 달성 및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 중심으로 설정
되어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가 권고된다
(기획재정부, 2018.12.31.: 3∼4, <표 Ⅱ-19>를 중심으로 관련내용 요약).
자체평가 후 평가결과는 총괄, 분야별, 사업별 결과로 구분되고, 우수, 보
통, 미흡과 같이 3단계로 등급화한다. 사업별 결과 작성 시 미흡사업은 비고
란에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과 같이 관련 내용을 적시하며, 각 부처는
미흡사업을 중심으로 자율적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환류계획은 재정관
리점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여부가 점검된다(기획재정부, 2018.12.3
1.: 5).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18>과 같다.
<표 Ⅱ-18> 고용노동부 재정사업자율평가 사업별 평가결과 예시

연번

예산/
기금

평가사업명

예산(억원)
’18년

’19년

평가
점수

평가
등급

대상여부

41

고보기금 자영업자 실업급여

39

41

82.4

미흡

성과관리
개선

42

고보기금 실업크레딧 지원

202

213

83

미흡

지출구조
조정

43

고보기금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90.1

우수

44

고보기금

88

보통

45

고보기금 중소기업 능력개발 지원

85

보통

5,911 4,146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7,994 6,929
지원

* 출처: 고용노동부(2019.4: 9)

2,38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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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9>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개요
구분

내용

평가목적

∙ 사업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평가근거

∙ 국가재정법

평가대상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 제외사업: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사업 및 복권기금 사업으로 소관
평가기관의 지침에 따라 선정된 사업은 제외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 제외
∙ 단위사업 기준이나 제외사업(세부사업)이 포함된 단위사업의 경우 나머지
세부사업은 평가대상

평가주체

∙ 기획재정부, 사업부처

평가절차

∙ 기획재정부가 평가지침 통보
∙ 사업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설정
- 사업부처 우선 수립,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성과목표 달성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정량지표 중심으로 설정
- 전체 배점의 5% 내에서 가･감점 지표 활용
: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 가점 부여 권고
∙ 자체평가
∙ 평가결과 기획재정부에 제출

평가결과

∙ 총괄 현황, 분야별(일반재정, R&D, 지역발전) 현황, 사업별 평가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
- 우수 20%,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 미흡사업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비고(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개선 등) 작성

평가결과
환류

∙ 자율적 환류계획
- 미흡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 계획 마련
- 사업별 성과관리 개선대책(양식 예시 참조)
∙ 환류계획 점검
-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이행여부 점검

* 출처: 기획재정부(2018.1.2.: 1, 5∼6, 15∼16, 2018.12.31.: 1∼4)의 내용을 항목별
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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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는 평가주체, 평가근거, 평가대상, 평가주
기 등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제시되었던 방안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한 연계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는 평
가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기존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전제로 한
다. 따라서 평가과정 전체가 부처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현재의 평가제도에서
는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각 부처가 평가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표 Ⅱ-20>은 각 부처8)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의 평가지표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유형화는 크게 다섯 개의
항목과 가점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항목인 ‘집행률’은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와 관련이 있는 지표이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이 적정
했는지 등을 평가한다. 두 번째 항목인 ‘사업기획 타당성’은 사업의 내용이
사업 취지나 목표에 부합한지, 해당 사업에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인 ‘성과목표 달성도’ 항목은 목표 설정의 적극성,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네 번째 항목인 ‘사업성과의 우수성’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다섯 번
째 항목인 ‘자체평가위원회’ 항목은 각 부처의 자율적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점수를 부여하는 지표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사업
전반의 질적인 측면의 효과 평가) 모두를 포함한다. 마지막 ‘가점’ 항목은 다섯
가지 항목 외 추가 점수가 부여되는 지표를 말한다.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항목 내에서 부여되는 추가 점수는 ‘가점’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정보
8) ‘2018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제출한 부처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
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
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
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
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
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등 총 50개 부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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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부분에 대한 ‘가점’ 역시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았다. 감점 지표의 경우 별도로 감점 지표임을 표시하였다.
<표 Ⅱ-20> 부처별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지표9)
평가지표
구분

집행률

사업
성과
사업
자체
기획
목표 성과의 평가
타당성 달성도 우수성 위원회

가점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환경부

○

○

○

헌법재판소

○

○

○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행정안전부

○

○

○

- 사회적 가치 구현

해양수산부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해양경찰청

○

○

○

- 사회적 가치 구현

9) * 출처: 환경부(2019.4: 2), 헌법재판소(2019.4: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9.4:
2), 행정안전부(2019.4: 2), 해양수산부(2019.4: 3~11), 해양경찰청(2019.4:
2~13), 특허청(2019.4: 2), 통일부(2019.4: 2~9), 통계청(2019.4: 3~7), 중소벤
처기업부(2019:4: 1~3), 조달청(2019.4: 4~9), 인사혁신처(2019.4: 3~14), 원자
력안전위원회(2019.4: 2~3), 외교부(2019.4: 2~5), 여성가족부(2019.4: 2), 식품
의약품안전처(2019.4: 2~9), 소방청(2019.4: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9.4:
2~5), 새만금개발청(2019.4: 2~14), 산업통상자원부(2019.4: 2~4), 산림청
(2019.4: 2~6), 보건복지부(2019.4: 2~6), 병무청(2019.4: 3~5), 법제처
(2019.4: 2~14), 법무부(2019.4: 6~23), 방위사업청(2019.4: 4~6), 방송통신위
원회(2019.4: 4), 문화체육관광부(2019.4: 2~4), 문화재청(2019.4: 2~6),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2019.4: 2~4), 대통령경호처(2019.4: 3), 대법원(2019.4:
2~6), 농촌진흥청(2019.4: 2~8), 농림축산식품부(2019.4: 3~7), 기획재정부
(2019.4a: 2~13), 기상청(2019.4: 3~4), 금융위원회(2019.4: 3~13), 국회
(2019.4: 2~6), 국토교통부(2019.4: 2), 국세청(2019.4: 2), 국방부(2019.4:
4~10), 국민권익위원회(2019.4: 1~7), 국가인권위원회(2019.4: 2), 국가보훈처
(2019.4: 2~9), 교육부(2019.4: 2~3), 관세청(2019.4: 2~3), 과학기술정보통신
부(2019:4, 6~7), 공정거래위원회(2019.4: 2~5), 고용노동부(2019.4: 2), 경찰청
(2019.4: 2~6)을 해당 항목에 따라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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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구분

특허청

집행률

○

사업
성과
사업
자체
기획
목표 성과의 평가
타당성 달성도 우수성 위원회
○

가점

○

- 사회적 가치 구현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감점) 국회, 언론등에서 사업지적

통일부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회적 가치 구현
- 남북관계경색 등 외부요인 반영
- 신규 성과지표 개발

통계청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중소벤처
기업부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조달청

○

○

○

인사혁신처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원자력
안전위원회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외교부

○

○

여성가족부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소방청

○

○

○

-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새만금개발청

○

○

○

- 사회적 가치 구현

산업통상
자원부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산림청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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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구분

집행률

사업
성과
사업
자체
기획
목표 성과의 평가
타당성 달성도 우수성 위원회

가점

보건
복지부

○

○

○

- 사회적 가치 구현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병무청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감점)자료미제출 및 실적과장

법제처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법무부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방위사업청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방송통신
위원회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감점)재정집행관련 외부지적

문화체육
관광부

○

○

○

문화재청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

○

대통령경호처

○

○

○

대법원

○

○

○

농촌진흥청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
- 성과우수성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농림축산
식품부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 전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사업
(감점) 최근 3년 2회 이상 성과
목표 미달성지표 포함

기획재정부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기상청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집행률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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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구분

집행률

사업
성과
사업
자체
기획
목표 성과의 평가
타당성 달성도 우수성 위원회

가점

금융위원회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국회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국토교통부

○

○

○

- 사회적 가치 구현
(감점)조치사항 미이행,
제출기한 미이행

국세청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감점)자료제출의 신뢰성

국방부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국민권익
위원회

○

○

○

- 정량적 결과지표 설정여부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국가인권
위원회

○

○

○

국가보훈처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사회적 가치 구현

교육부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핵심사업평가 결과반영
- 사회적 가치 구현

관세청

○

○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공정거래
위원회

○

○

○

고용노동부

○

○

○

경찰청

○

○

○

○

- 사회적 가치 구현

- 사회적 가치 구현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주: 가점 내용은 일반재정 혹은 공통 내용만 기재함. 정보화 부분에 대한 가감점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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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대상사업과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준해 평가를 진행한 후 기획재정부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러나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처가 ‘집행률’,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성과의 우수성’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18회계연도 평가)(기획재정부, 2018.12.31.: 14)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지표의 세 가지 예시와 동일하다.
‘가점’ 항목을 보면 대부분의 부처가 가점 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로
두 가지의 지표가 있다. 먼저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지표는 사업방식의 개
선으로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었는지,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예
정인지를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해당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이
때 사회적 가치는 부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이 기획재정부에
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기준(<표 Ⅱ-21>)을 적용하고 있었다.
<표 Ⅱ-21> 사회적 가치 세부분류별 의미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
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
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
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
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
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
를 제공

④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
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노동3
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보장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⑥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
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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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⑦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
리 확대

⑧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
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⑨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
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⑩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
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등

⑪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의무

⑫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
을 위한 정부 운영 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⑬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
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필요

* 출처: 기획재정부(2018.12.31.: 8)

다음은 평가결과가 어떻게 환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각 부처는 평가
결과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환류계획은 크게 지출구조조정계획과 성과관리개선계획
으로 구분된다(기획재정부, 2018.12.31: 5).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의 환류계획을 살펴
보았다. 환류계획은 사업별 평가결과의 ‘비고’란에 작성된 계획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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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2> 부처별 재정사업자율평가 환류계획10)
구분

환류계획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총계

141

26

환경부

1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

행정안전부

9

-

해양경찰청

1

-

특허청

-

2

통일부

2

-

통계청

2

-

중소벤처기업부

8

-

조달청

-

1

인사혁신처

2

-

외교부

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

산림청

4

-

보건복지부

13

1

병무청

-

1

10) * 출처: 환경부(2019.4: 9~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9.4: 5), 행정안전부
(2019.4: 10~13), 해양경찰청(2019.4: 16), 특허청(2019.4: 5), 통일부
(2019.4: 13), 통계청(2019.4: 10), 중소벤처기업부(2019.4: 9~10), 조달청
(2019.4: 12), 인사혁신처(2019.4: 17), 외교부(2019.4: 9~10), 중앙선거관리
위원회(2019.4: 7), 산림청(2019.4: 11~12), 보건복지부(2019.4: 24~28), 병
무청(2019.4: 8), 법제처(2019.4: 17), 법무부(2019.4: 26), 방송통신위원회
(2019.4: 7), 문화체육관광부(2019.4: 9~10), 문화재청(2019.4: 9), 대통령비서
실 및 국가안보실(2019.4: 7), 대통령경호처(2019.4: 6), 농촌진흥청(2019.4:
11), 농림축산식품부(2019.4: 16~19), 기획재정부(2019.4a: 16), 기상청
(2019.4: 9), 금융위원회(2019.4: 16), 국회(2019.4: 10), 국토교통부(2019.4:
11~13), 국세청(2019.4: 5), 국방부(2019.4: 14~15), 국민권익위원회(2019.4:
11), 국가인권위원회(2019.4: 4), 국가보훈처(2019.4: 12), 교육부(2019.4:
8~9), 관세청(2019.4: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4, 21~22), 공정거래위원
회(2019.4: 8), 고용노동부(2019.4: 8~10), 경찰청(2019.4: 10)을 해당 항목에
따라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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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류계획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법제처

-

1

법무부

4

-

방송통신위원회

1

1

문화체육관광부

10

-

문화재청

4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

대통령경호처

1

-

농촌진흥청

-

1

농림축산식품부

6

3

기획재정부

1

1

기상청

1

-

금융위원회

1

-

국회

2

1

국토교통부

10

4

국세청

2

-

국방부

7

2

국민권익위원회

1

-

국가인권위원회

1

-

국가보훈처

2

-

교육부

8

-

관세청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공정거래위원회

1

-

고용노동부

5

7

경찰청

3

-

* 주: ‘비고’란 미작성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헌법재판소,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
위원회,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새만금개발청,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대법원은 미제시함.
하나의 사업에서 성과관리개선 계획과 지출구조조정 계획이 중복 표기된 경우
중복으로 표기됨(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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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부처가 성과관리개선을 환류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구체적
인 내용을 보면 성과부진 사유와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 주요 추진일정까지
비교적 상세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재의 제도 운영방식을 고려할 때,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연계
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가지 방안은 지표
를 중심으로 한 연계방안이고, 다른 하나의 방안은 성인지예산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첫째는 감점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일부 부처에서는 ① 국회, 언론 등
외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지적한 경우 ②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2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를 포함한 경우
에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중 외부 지적과 성과목표 미달성과 관련한 감점지표를 추가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평가결과의 환류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성과관리개선이라는 환류 방향은 성인지예산이 추구하는 예산과
정책의 변화와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미흡사업에 대한 개선계획들이 구
체적으로 작성되고 있어 환류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면 실
제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작성된 환류계획의 내용을
보면, 앞서 살펴본 <표 Ⅱ-20>의 세 가지 지표(‘집행률’,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개선계획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에 감점지표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작성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한 한 가지 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낮
은 공감대이다. 이 방안은 현재의 제도운영방식 등에 큰 변화가 요구되지 않
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부분의 부처가 감점지표보다는 가점지표를 선호하
고 있고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추가업무라는 인식이 여전한 상태에서 그로 인
해 감점을 받게 된다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
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하지만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는 가점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표 Ⅱ-20>을 보면, 대부분의 부처
에서 가점지표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강조하였듯이 성평등 역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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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평가지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는
성평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Ⅱ-21>의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에서 여성을 그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성평등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을 취약계층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
의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항목을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가점지표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다. 가점지표는 주로
성인지예산서나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
되며, 해당 항목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 항목들이 있기에 성인지예산서를
쓰지 않은 사업과의 형평성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방안은 성인지예산서를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자료로 활용하
게 하는 방안이다. 오윤섭 외(2018: 31∼3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평가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보고서가 자기기입식으로 작성되는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그 외 다양한 근거자료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했음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시 활용된 평가자료 및 근거자료
는 <표 Ⅱ-23>과 같으며, 여기에 성인지예산서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표 Ⅱ-23> 보건복지부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자료 및 근거자료
자료명

관련 지표

1. 재정사업자율평가 보고서(100개)

전체

2.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1-1

3. 디브레인 출력 자료-예산 및 집행 현황

1-1

4. 재정 집행 관리

1-1

5. 2017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2-1

6. 2014∼2016회계연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통보

2-2

7. 2014∼2016년 보건복지부 국회 결산 시정 요구 사항

2-2

8. 20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결과

2-2

9.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2-2

10. 기획재정부 연장사업 평가 결과

2-2

* 출처: 오윤섭 외(2018: 32, <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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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 역시 현재의 수준에서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나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의 질, 평가위원의 성평등 이해도 등을 고려할 때 예산과 정책의 변화
라는 평가 목적을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은 두 번째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고 보았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연계방안] 평가지표 연계
(1)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 내 사회적 가치 항목 수정
(2) 성평등 관련 가점 지표 추가
(3)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경우 가점 지표로 활용
* 출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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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4>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
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의 적극적 조치 필요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
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
를 제공

④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
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노동
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보장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 중략 …

⑪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의무

⑫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
을 위한 정부 운영 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⑬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
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필요

[추가]
차별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추가]
▸성별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차별구조
개선

* 출처: 기획재정부(2018.12.31.: 8),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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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사업평가제도
핵심사업평가제도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도입
되었다. 핵심사업평가제도는 심층평가의 한 유형으로11) 국가재정법에 근
거하며,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메타평가(부처의 자체평가를
사후점검)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제도이다. 대상사업은 새정부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이나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재정사업, 각 부처의 중점 추진사업
및 예산규모, 수혜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업을 중
심으로 선정한다. 대상사업은 3년 주기로 선정되며 2018년의 경우 일반국민
의 의견수렴을 거쳐 80개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
19.4.26b.: 9, 2019.8.13.: 6).
핵심사업평가의 평가방식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정량평가는
예산집행률과 성과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 때 성과목
표 달성도는 성과지표별로 분기･연도･중장기(3년)로 구분하여 평가가 진행된
다. 분기별 성과지표는 투입･과정･산출 지표 중심이며, 연도별 성과지표는
산출･결과 지표 중심, 중장기 성과지표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선정된다(기획
재정부 재정관리국, 2017.11.30.: 6).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는 소관부처 협의
를 거쳐 평가팀에서 직접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강희우 외, 2018: 69). 기본
적으로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를 활용하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지표를 설정한다(원종학 외, 2019b 토론내용). 2018년 핵심사업평가 시 성
과계획서 상의 지표 외 신규로 설정된 지표는 총 164개이며, 이 중 단기지표
가 34개, 중기지표가 130개이다(기획재정부, 2019.4b: 5).
정성평가는 성과지표별로 목표 달성 또는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별
상위목표 달성 기여 여부, 부수적 성과 등을 평가한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수혜대상, 수혜요건, 전달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해
11)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기획재정부. 법령자료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지
침 개정.
http://www.moe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menuNo=707
0000&searchNttId1=MOSF_000000000026820&searchBbsId1=MOSFBBS
_000000000059, 검색일: 2019.10.29.) 제4조에 따르면, 심층평가는 평가의 목
적, 평가 대상사업의 단위에 따라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핵심사업
평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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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업운영의 효율성 여부, 예산규모와 관련해서는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를 평가한다(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2017.11.30.: 7). 이러한 정성평가는
주로 현장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현장조사는 사업 각각에 대해 사업관
련 전문가, 평가관리기관 담당자, 기획재정부 및 사업부처 담당자 등으로 평
가팀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2018년의 경우 1분기 총 81
회, 2분기 총 79회, 3∼4분기 총 78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4.26b.: 1).
매분기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여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점
검되고 확정된다(관계부처합동, 2018.1.11.: 7).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토
대로 핵심사업평가 논의가 어떻게 점검되고 논의되어왔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으며, 핵심사업평가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Ⅱ-26>과 같다.
<표 Ⅱ-25> 핵심사업평가 논의 진행과정
구분

주요 내용

2018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2018.1.11. p.1)

∙ 핵심사업평가 추진계획 논의

2018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18.1.26. p.3∼4)

∙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분기 합동현장
조사 계획 논의

2018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18.4.6. p.3)

∙ 핵심사업 시범평가 즉시 추진과제 이행계획
- 2017년 시행된 시범현장조사 결과 발굴된 즉시
추진과제 이행계획 보고

2018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18.5.4. p.3)

∙ 핵심사업평가 1분기 점검결과 논의
- 현장점검 실시횟수, 분기별 집행상황 점검

2018년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18.6.29. p.1)

∙ 핵심사업평가 1분기 점검결과 논의

2018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18.7.31. p.1)

∙ 핵심사업평가 2분기 점검결과 논의

2019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19.4.26a. p.1)

∙ ’18년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 논의

2019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19.5.24. p.1)

∙ ’18년 핵심사업평가 후속조치 논의

2019년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19.8.30. p.5)

∙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점검결과 및 부처의 세부
조치계획 보고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보도자료 일시 및 해당페이지는 표에 직접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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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6> 핵심사업평가제도 개요
구분

내용

평가목적

∙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고

평가근거

∙ 국가재정법

평가대상

∙ 3년 주기로 선정
- 선정기준: 국정과제 연관성, 사회경제적 파급력, 국민 및 전문가
을 반영하여 선정
- 2018년 80개 단위사업
- 2019년 82개 단위사업(사업종료, 과목구조 개편)

평가주체

∙ 기획재정부

평가절차

∙ 평가팀 구성
- 기획재정부, 사업부처 담당자, 관련 분야 전문가, 평가전문기관
∙ 평가 시행

평가내용
및
평가방식

∙ 정량평가
- 예산집행실적,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 분석 시행
(집행률) 연초 예산계획 대비 집행달성도를 분석･평가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별로 분기･연도･중장기(3년) 성과목표 달성도
를 분석･평가
∙ 정성평가
- 성과지표별로 목표 달성(또는 미달성) 원인 분석, 사업별 상위 목표 달성
기여 여부, 부수적 성과 등을 평가
(사업내용) 수혜대상･수혜요건･전달체계의 적정성 여부
(사업운영) 사업운영의 효율성 여부
(예산규모)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의견

∙ 사업구조 재설계, 재정투입방향 제시
(예시) 2018년 핵심사업평가 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환류

재정효율성
제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자체 재정지원 사업비 관리
강화

사업운영
방식 개선

정보통신응용기술개
발지원

자금융자시 기술도입비 비중
강화

수요자중심
지원 강화

행복주택

신혼부부 공급평형 다양화

∙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재정당국과 사업부처가 협업
∙ 해결책 모색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4.26b.: 5∼10, 2019.8.13.: 6),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2017.11.3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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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간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며, 그 내용
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와 연계하고자 하는 평가제도로
핵심사업평가제도를 선정하였다.

나. 평가제도별 연계방안 비교
본 절에서는 어떤 제도와의 연계를 추구할 것인가에 있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첫째 제도적 유사성이다. 앞서 살펴본 세 개의 평가제도
들을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절차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에서 비교하여 성인지예산제도와 가장 유사한 목적과 특징을 지닌 제도
를 찾는다. 둘째 제도적 연계의 실효성이다. 여기서 실효성은 두 제도간의 연
계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가 평가체계와 연계하려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가를 의미한다. 두 가지 기준에서 각 평가제도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도적 유사성이다. <표 Ⅱ-27>은 ‘가’절에서 살펴본 각 평가제도들
의 개요를 비교해 놓은 표이다. 평가근거,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정부업무평가제도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성인지예산제도와
유사성이 떨어진다. 특히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기관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 사업별로 성인지적 분석을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핵심사업평가제도는 평가근거, 평가대상, 평가단
위에 있어 유사하며, 따라서 이런 기준에서 성인지예산제도와의 유사성 역시
비슷하다 보여진다. 그러나 두 제도는 평가목적과 평가주체, 평가절차, 평가
내용, 평가방식, 평가결과 및 환류방식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먼저 평가목적, 평가주체, 평가절차를 보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부처
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그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과 책
임성이 제고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반면 핵심사업평가제도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사업을 개선하고 사업의 성과관리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평가내용의 차이와도 연동된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사업이 모두 집행된
후 그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후평가의 성격인 반면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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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며 문제점
을 발굴하고 부처와 협의하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평가의 성격을 지닌
다. 따라서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정량평가 중심이며 평가결과 역시 정량평가
에 따른 등급으로 제시되지만, 핵심사업평가제도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정성
평가가 함께 진행되며 각 사업별로 맞춤형 개선안이 도출된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성인지예산제도는 제도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핵심사업평가제도와 더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성인지예산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예산과 사업의 성인지적 변화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경우 각
부처에게 평가의 자율성이 주어졌지만, 실제 평가의 내용을 보면 예산의 효
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표 Ⅱ-20> 평가지표 참조). 사회적 가치라는 항
목이 가점 지표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명백하게 강조
되는 평가틀 안에서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지니는 성인지적인 변화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a 내부자료: 전문
가 4)12). 특히 현재 성인지예산제도가 가지는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부처
의 낮은 순응도인데 부처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평가방식에서 부처 스스로 성
인지적 변화를 설계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반면 핵심사업평가제도의 경우 평가결과가 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환류
된다. 평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평가라기 보다는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성과가 창출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한
국여성정책연구원, 2019b 내부자료(2019.2.24.일자 의견)).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인지적 변화라는 경로를 통해서이지만, 결국에는 사업의 성인지적 성
과관리를 통해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업
의 성인지적 변화가 사업의 성과관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를 제시할 수 있다면, 두 제도의 목적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서에
제시된 수치와 그 뒤의 의미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 중립
12)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예산의 주류 패러다임은 정교한 논리와 이론에 기초하
며 오랜 시간 현실에 적용되어 온 반면 성인지예산은 이론과 현실적 경험이 미숙
한 비주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류 예산이 지향하는 가치와 성평등의
가치가 동등한 비중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서만 성인지적 예산 분석이 실제 정책과 예산의 변화로 이어
질 수 있다(마경희, 2011: 4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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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이는 사업에서 성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분석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마경희, 2011:
50). 기본적으로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성
불평등에 대한 배경적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수치가 의미하
는 성 불평등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김영옥 외, 2010a: 135∼136).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담당자가 이런 정책 분석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분석결과(가시화된 성 불평등 문제)를 어
떻게 수용하고 어떠한 대안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김영옥 외, 2008: 5). 그런 점에서 핵심사업평가제
도가 사용하는 현장 중심의 과정평가 방식은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을 실현
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성인지예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녀 수혜 비율에 중점을 두고 기계적
인 성평등 관점에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평가과정을 통
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고찰이 요구됩니다. 특히 성인지예산은 타 사업
유형과 다르게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목표설정, 성과지표 구성,
성과측정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
서 사후적 평가보다는 성과관리 과정에 중점을 둔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
니다(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전문가 22).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a).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 자료(내부자료)

마지막으로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는 도출되는 개선안이 매
우 유사하다. 핵심사업평가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은 ① 지출우선순위 조정, 운
영비 절감 등 재정 효율성 제고, ② 지원요건 및 방식 합리화, 관리체계 효율
화 등 사업운영방식 개선, ③ 수요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수요
자 중심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4.26b.: 2∼3).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의 주요 내
용이 ① 지원요건 및 선발방식의 변화와 같은 사업운영방식 개선, ② 성별 수
요 맞춤형 교육과 같은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대한민국정부, 2019b: 6∼7
저자 재구성)로 요약될 수 있어 제도 간 유사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과정+결과
(과정평가+사후평가)
평가팀 구성
평가시행
- 현장조사

단위사업
결과
(사후평가)
평가지침 통보
자체평가
평가결과 제출
사업별 등급(3등급)
자율적 환류
-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개선
재정관리점검회의 점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43개 기관 주요 정책

국무조정실

주요정책

결과
(사후평가)

평가지원단 구성
평가시행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관별 등급(5등급)

국무회의 보고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국무조정실 이행실적 점검

평가근거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단위

평가내용

평가절차

평가방식

평가결과

평가결과
환류

재정당국과 사업부처 협업
- 사업구조 재설계
- 재정투입방향 제시
재정관리점검회의 점검

사업별 개선

정량평가, 정성평가

단위사업

기획재정부(+평가팀)

핵심 재정사업

+

* 출처: 본 보고서의 <표 Ⅱ-12>, <표 Ⅱ-19>, <표 Ⅱ-26>의 내용을 재정리함. 관련 문헌 표기는 해당 표 참고

정량평가

사업부처(+기획재정부)

모든 재정사업

국가재정법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고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확보

평가목적
국가재정법

핵심사업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

구분

<표 Ⅱ-27> 평가제도별 비교

-

과정+결과

세부사업

기획재정부

일부 재정사업

국가재정법

성평등 인식 제고
정부의 책임성 강화
예산과 정책의 변화

성인지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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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도적 연계의 실효성이다. 앞의 ‘가’절에서 각 평가제도와 현재 수
준에서 가능한 연계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평가제도와의 연계를 검
토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
선하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연계방안들이 실제 적용되었을 때
성인지예산제도의 문제가 개선되고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가를 기준
으로 각각의 연계방안을 살펴본다.
정부업무평가제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는 평가지표 중심의 연
계방안이 제시되었고,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방은 3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지만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평가지표가 적용되었을 경우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는 성별영향평가의 사례에서 예상해 볼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2018년 해당 지표가 발표된 8월 이후 대상사업수가 급격
히 증가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성별영향평가 당해 연도 1월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여성가족부, 2019.1:
8), 해당 지표가 발표나기 전 2018년 대상사업수는 72개였으나 발표 후 80
개의 대상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평가센
터, 2018: 8, 12).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와의 연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장점은 제도 이행률의 제고이다. 물
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인센티브 체계가
마련된다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인지예산 평가체계는
예산이라는 자원이 성평등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배분의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에,
평가지표 중심의 연계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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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양적 평가가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양적 평가에 대
한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이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양적평
가 혹은 정부합동평가에 평가지표로 들어가는 것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
가를 통해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모호
하고 쉽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도 평가체계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무
엇인지를 가지고 평가가 설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전
문가 14).
현재 성인지예산제도에 필요한 것은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입니다(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전문가 18).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a).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 자료(내부자료)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핵심사업평가제도를 선택하였
고, 다음 장에서는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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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간 상호보완성
특정 영역에서 특정 형태의 제도의 존재가 다른 영역에서 다른 제도의 존
재, 기능 및 효율성을 강화시켜줄 때 제도 간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고 표현
한다(하연섭, 2008: 3).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간 상호
보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핵심사업평가제도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연계된다면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핵심사업평가제도의 완성도가 제고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b
내부자료(2019.4.20.일자 의견)). 핵심사업평가제도는 영국의 Delivery Unit
접근법을 토대로 한다. Delivery Unit 접근법의 특징은 ① 소수의 정책/사업
을 선별하여 ② 분기별 이정표를 수립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분기별 모니터
링을 수행하고 ③ 실행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팀을 구성
하여 ④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한국여성정책연
구원, 2019b 내부자료(2019.5.31.일자 의견)). 따라서 핵심사업평가제도가
이상적으로 실행된다면, 다양한 기준의 데이터가 요구된다. 이 때 성인지적
관점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 중의 하나이다. 지역별 차이, 연령별 차
이, 기업규모별 차이, 소득계층별 차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 외 성별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편차가 발생하
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핵심사
업평가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b
내부자료(2019.4.20.일자 의견)).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연계된다면 예산과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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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진(2013: 10)은 현재 성인지
예산서에 작성되는 정보를 보면 일차원적 분석에 그친 평면적 정보만이 제공
되고 있으며, 이들 정보는 유용성이 떨어지거나 의미가 없거나 사실을 왜곡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령, 소득수준, 학력 등에 대한 성
별분리통계가 함께 작성될 때 예산 및 사업의 성차별적 요소가 시정되고 재
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캐나다의 경우 성인지예산
분석은 GBA+ 방법에 기초하는데, 이는 성별 요인 외 연령, 소득 등의 요인
들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으로(McDermott, Alison. 2019: 2) 실제 예산서에
는 [그림 Ⅲ-1]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13).

* 출처: Gender Report BUDGET 2019. https://www.budget.gc.ca/2019/docs/g
ba-acs/gbs-acs-en.pdf, 검색일: 2019.10.31: 11

[그림 Ⅲ-1] Gender Report Budget 2019
13) 이러한 분석 내용은 ‘Canadian Gender Budgeting Act(2018.12.13. 제정)’에
의하여 예산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17.2/page-1.html, 검색일: 20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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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핵심사업평가의 정성평가에서는 수혜대상, 수혜요건,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 사업내용에 대해 평가하므로(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2017.11.30.: 7) 성별수혜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핵심사업평가제도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정보는 성인지적 예산분석에 매우 유
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심사업 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들이 재정관
리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이행 여부가 점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적 변화를 위한 실행력 역시 담보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전략협의회
재정관리점검회의
핵심사업 평가단

일자리･복지
분과

경제분과

사회･환경
분과

행정･안전
분과

합동현장조사단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8.1.11.: 7)

[그림 Ⅲ-2] 핵심사업평가제도 추진체계도
특히 빠른 실행력이 기대되는데, 핵심사업평가는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확인
점검 중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 조치가 가능
한 문제점은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일이 소요되는 방안은
완료이행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개선되도록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평가
기간이 마무리되는 3년 내에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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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국, 2017.11.30.: 2, 9).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사업의 변화나 개선
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에 상대적인 속도를 비교할 수 없지만, 개선의
견에 대해 반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경우 협의를 통해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그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선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검토의견 통보서가 작성되며, 검토
의견 통보서에 대한 부처의 반영계획서가 작성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고려할
때, 실제 개선 이행률이 70.9%14)(여성가족부, 2019.8: 13) 정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핵심사업평가제도의 문제해결방식과 빠른 실행력은 신속한 성인
지적 변화를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 볼 때 두 제도가 연계된다면 성인지예산제도는 핵심사업평가제도
의 평가 내용을 보완해주고 핵심사업평가제도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행력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간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제도 간 연계방안
본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
도의 단계별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장기적이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연계방안이 적용되기 전
현 제도 수준에서 선행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적 기반 사항들을 함께
제시한다.

14) 해당 수치는 2018년 중앙행정기관 사업을 기준(개선의견 수용+자체개선)으로
계산한 비율이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17년 개선 이행률은 61.1%(여성가족부,
2018.8: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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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본 연계방안은 산학연 위탁연구 결과 및 전문가 서면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저자
가 재작성하였으며(원종학 외 2019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b), 해당 그림의
도식은 탁현우(2017: 164, [그림 6-5])를 참조함

[그림 Ⅲ-3]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가. 1단계 연계방안
1) 연계방안
1단계 연계방안은 내용의 연계이다. 내용의 연계는 성인지예산제도에서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외부기관평가, 성과지표 변경(안), 성별분리통계 구축
이 필요한 사업리스트(안)을 평가기관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이 사업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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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은 핵심사업평가의 평가보고서 작성 양식이다. 이 중 분기별 평
가 항목을 보면 3번에 언론보도 및 외부기관 평가항목이 있다. 언론보도와
감사원, 국회, 심층평가 및 연구용역 등 외부기관의 평가와 지적사항은 핵심
사업 현장조사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평가팀에서는 외부 지적사항을 토대로 체
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조사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원종학 외,
2019a: 82∼83).
<표 Ⅲ-1> 핵심사업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양식
Ⅰ. 사업개요
Ⅱ.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개괄
2. 지표의 적절성 및 측정의 객관성
Ⅲ. 분기별 평가
1. 1분기 확인･점검
 집행률
 언론보도 및 외부기관 평가
 주요 조치사항
2. 2분기 확인･점검
3. 3분기 확인･점검

 성과목표 달성도
 현장조사 결과
 (필요시) 관련 해외사례

4. 4분기 확인･점검
Ⅳ. 종합평가
1. 총평
2. 집행률 및 성과관리 달성도
3. 세부성과 분석
 성과지표 분석
 기타
4.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권고안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8.1.11.: 15)

 정책비전･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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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 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적된 사업들의 내용
을 <표 Ⅲ-2>와 같이 정리하여 현장조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표 Ⅲ-2>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1단계 연계방안 예시 ①
구분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R&D)’
- 성별을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사업대상자의 성별 지원금액
을 산출하기 곤란함
(국토위(2018.8), ’17년 결산 예비심사보고, p.92)
○ 법무부 ‘직업훈련사업’
-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는 부적절함
- 남녀 수형자가 선호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출소 후 국직으로 연결되는 관련성이 높은지 등을 파악하
는 성과지표로 변경할 것
(법사위(2018.8), ’17년 결산 예비심사보고, p.633)

국회･감사원
등 평가결과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
- 여성수혜율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 중 남성의 비율이 2013~2016년 평균 69.3%에 달하여 남성
에 대한 돌봄 지원이 더욱 필요함
-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것
(복지위(2017.8), ’16년 결산 예비심사보고, p.145)
○ 환경부 ‘환경지킴이’
- 교육수료자 대비 여성 해설사 채용실적이 낮게 나타남
- 여성우대, 가산점 부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환노위(2016.7), ’15년 결산 예비심사보고, p.696)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운영’
-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여성비율이 최근 3년간 13%로 정체되고 있음
(농해수위(2016.7), ’15년 결산 예비심사보고, p.43)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 목표치가 사업대상자의 여성비율보다 낮게 설정돼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립할 것
(산자위(2015.7), ’14년 결산 예비심사보고, p.36)

* 주: 각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만 발췌함
* 출처: 표에 직접 기재함

90 ❚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Ⅰ)

그 외 그 동안 작성된 성인지예･결산서 및 성별영향평가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와 같은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들을 토대로 성과지표 변경이 필요한
사업과 성별분리통계 구축이 필요한 사업들을 리스트와 사유를 함께 작성하여
제시해 줄 수 있다(<표 Ⅲ-3> 참조).
<표 Ⅲ-3>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1단계 연계방안 예시 ②
구분

주요 내용

성과지표 개선 필요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지원’
- 제공되는 일자리의 직종에 따라 특정 성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으므로 고용의 질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
표를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성별 임금 격차‘로 개선할 것

성별분리통계
구축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 사업수혜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작성･관리되지 않아 성별에
따른 예산 배분의 격차 개선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성별 통계를 구축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경제참여율과 교육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현황 파악이 요구됨
- 장애통계연보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기본급여 이용 현황, 활동
보조인 현황 관련 성별 통계를 구축할 것

* 출처: 성과지표 부분은 원종학 외(2019a: 92) 참조, 성별분리통계 부분은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9a: 1∼2, 2019b: 3)에서 발췌

이러한 연계방안은 제도 변화없이 현재의 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단기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그림 Ⅲ-4]와 같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계획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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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평가 주요 추진일정 및 내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역할>

t-1년 11월

핵심사업 평가단 구성

t-1년 11월

핵심사업
선정(→부처통보)

외부
지적
점검
⇩
수시

t-1년 12월

핵심사업 성과지표･목표
설정

&

t년 1월 중순

부처 협의 후
성과지표･목표 확정

t년 5~6월

상반기 핵심사업
현장조사

현장조사 2주전까지 성인지 자료
제공 (→조세재정연)

t년 10~11월

하반기 핵심사업
현장조사

현장조사 2주전까지 성인지 자료
제공 (→조세재정연)

t+1년 4월

핵심사업 종합평가 및
환류

종합평가 8주전까지 성인지 분석
자료 제공 (→조세재정연)

집행
과정
관리
⇩
분기

12월말까지 성인지 자료 제공
(→조세재정연)

* 출처: 본 연구의 산학연 위탁연구인 원종학 외(2019a: 89, [그림 Ⅲ-7])의 내용을 일부
연구내용에 맞게 수정

[그림 Ⅲ-4]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1단계 연계방안 예시 ③
연계 초기에는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여 평가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전달함으로써 해당 내용들이 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
는 역할에 한정되겠지만, 이후에는 평가팀 사전 워크숍에 참석하여 해당 내용
들을 평가위원들이 숙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직접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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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기반
1단계 연계방안에 따라 핵심사업평가 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외부기관
평가, 성과지표 변경 등의 검토 의견이 반영된 사업들의 경우, 관련 내용을
성인지결산서에 기재하여 사업의 성인지적 변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
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성
인지결산서의 작성 양식이 변경되어야 한다.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양식 개선(안)은 <표 Ⅲ-4>와 같다. 현재의 작성 양
식에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을 적는 양식을 추가하였다. 이는 <표 Ⅲ-5>의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작성양식을 참조한 (안)이다. 작성양식의 (6)번
을 보면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을 적고 그에 대한 개선계획을 작성하는 항목
이 있다. 그 중 재정사업 평가 내용을 적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2017회계
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 혹은 개선계획
을 적어야 한다(기획재정부, 2019.1: 33). 해당 내용에 핵심사업평가를 추가
하였고 재정운용에 외부지적사항을 연계하는 경향(기획재정부, 2019.3: 8,
33)을 고려하여 국회 및 감사원등의 외부 지적사항 항목도 함께 제시하였다.
현재 성인지예산서에는 성과목표 설정 시 이전 성인지결산서의 평가결과
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표 Ⅲ-6> 참조). 따라서 성인지결산서에 작성된 핵심
사업평가 결과의 내용은 다시 다음 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반영되는
방식으로 환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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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개선(안) - 사업별 집행내역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현재

□
□
□
□
□
□
□
□
∘
∘
∘

사업명
사업목적
정책대상
성평등 목표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성과목표 달성현황
자체평가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개선(안)

□
□
□
□
□
□
□
□
∘
∘
∘

사업명
사업목적
정책대상
성평등 목표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성과목표 달성현황
자체평가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

□ 핵심사업평가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
지적사항

개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핵심사업평가결과
국회, 감사원 등 외부
▼
※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이 환류됨
* 출처: 현재 부분은 기획재정부 외(2018.12: 82∼85)에서 해당 항목만 발췌하였으며
개선(안) 부분은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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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양식
현재
단위사업명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원인분석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보조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원인분석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6) 향후 개선사항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분

지적사항

전년도 성과보고서
사업명

재정사업 평가
국회, 감사원 등 외부

□ 기타 개선계획

* 출처: 기획재정부(2019.1: 27∼33)에서 해당 항목만 발췌함

개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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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 ’20년 성과목표
∘ 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
(측정산식 및 목표치 설정 근거)
(’18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기타)
* 출처: 기획재정부 외(2019.5: 78)에서 해당 항목만 발췌함

나. 2단계 연계방안
1) 연계방안
2단계 연계방안은 대상사업의 연계이다. 단기 연계방안을 통해 연계사례가
어느 정도 누적되고 성인지예산 전문가들 역시 현장조사의 경험이 축적된 이
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과 성인지예산 대
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그 사업들에 한해 성인지예산서를 미작성하고 대신
핵심사업평가 과정에서 성인지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15). 평
가 과정에는 성인지예산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단, 이 사업
들은 성인지예산서는 쓰지 않지만 <표 Ⅲ-5>에 제시된 것처럼 성과보고서에
는 해당 결과를 반영하게 되므로, 각 부처의 기획재정담당관들은 <표 Ⅲ-7>
에 제시된 것처럼 해당 결과들을 종합하여 성인지결산서 내 각 부처의 사업
총괄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3년 후 성인지예산서 재작성 여부는 성과
관리 결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15) 참고로 2018년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 80개 중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은 총 28개였다.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이 단위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별 세부사업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과 매칭시켰다. 이 때, 단위사업의 여러 세부사업 중 단 하나라도 성인지예산서
를 작성한 사업은 사업수에 포함하였다(기획재정부, 2019.4b:대한민국정부, 2018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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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기반
2단계 연계를 위해서는 <표 Ⅲ-7>과 같은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양식 개선
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경우 반드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야 한
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표 Ⅲ-7>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개선(안) - 부처 개요

현재

1. 성평등 목표
2. 성평등 목표 추진 결과
3. 성인지결산 사업 총괄표
□ 예산집행결과
□ 성과목표 달성 현황
1. 성평등 목표
2. 성평등 목표 추진 결과

개선(안)

3. 핵심사업평가 결과
□ 사업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요약 제시
4. 성인지결산 사업 총괄표
□ 예산집행결과
□ 성과목표 달성 현황

* 출처: 현재 부분은 기획재정부 외(2018.12: 80∼81)에서 해당 항목만 발췌하였으며
개선(안) 부분은 저자 작성

다. 3단계 연계방안
1) 연계방안
3단계 연계방안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1단계와 2단계 연계방안이 모두 핵심사업평가제도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한 이후 그에 따라 우리의 역할이 달라졌다면, 3단계 연계방안은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어떠한 대상사업이 선정될지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성평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제고를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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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접목적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성과지표 선정이나 제도 개선,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미흡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혹은 국가 성평등
지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업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교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는 사업들, 성인지적 성과관리를 위해 반드시 현장 모니터링이 요구되
는 사업들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상사업에 포함되느
냐에 따라 2가지 안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현재 핵심사업평가의 5가지 대상사업 군(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인적자원 개발, 안심국가)의 틀 안에 선정된 사업들을 분야별
로 구분하여 포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가지 대상사업 군 외 별도의
6번째 사업 군을 형성하여 해당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어느 안이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2차년도 연구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 2
단계 연계방안과 비교해 볼 때 3단계 연계방안의 경우 개별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 상위목표를 고려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와 같이 국정과제 연관성, 집행실적, 외부지적사항, 유사중복 우려사
업,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이 선정될 경우(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2017.11.30.: 3) 개별 사업의 성 불평등 문제는 개선될 수 있지만, 성 불평
등과 관련된 근본적 사안(예: 여성정치인 비율, 성별임금격차 등)들에 접근하
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1, 2단계의 연계방안이 실현되더라도 근본적 성
평등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들
을 선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면, ‘유형별 평가’ 방식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
하여 근본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핵심사업평가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외 ‘유형별 평가’를 통해 상위목표
달성여부를 심층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업별 평가를 토대로 ‘일
자리’, ‘혁신성장’ 등 정책비전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유형화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에의 기여와 같은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재정
관리국, 2017.11.30.: 11, 13).
이러한 방식은 오스트리아의 ‘양성평등지도’ 방식과 유사하다. 양성평등지
도는 [그림 Ⅲ-5]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성평등과 관련한 몇 가지 테마군을
정해놓고 각 테마군과 연관된 사업들을 연결하여 도식화한 지도이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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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떤 테마군과 관련이 있는가가 도식화되면 그 사업의 성과지표는 상위
목표 설정이 가능해지고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통해 각 테마군에 대한 기여
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과 교육’ 테마군에 속해있는
‘노동, 사회, 건강 및 소비자보호부’의 20.5번 사업은 ① 여성 취업률(15~64
세)(%), ② 여성 취업률(25~44세)(%), ③ 여성 실업률(25~44세)(%)을 성과목
표로 설정하고 있다(오스트리아 예산보고서, 2018: 117∼119, https://
www.oeffentlicherdienst.gv.at/wirkungsorientierte_verwaltung/doku
mente/191018_Bericht-WO-2018-BF-144_1.pdf?77txr3, 검색일: 2019.
11.29., 번역자료).
마찬가지로 핵심사업평가의 한 유형이 ‘일자리’라고 가정하면 3단계 연계방
안이 적용될 경우 일자리와 관련된 재정사업 중 성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평가 대상사업으로 포함되고, ‘일자리 분야의 성 불평등 문제’
라는 상위목표를 중심으로 각 사업들간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관
계를 바탕으로 ‘유형별 평가’ 방식을 적용해 각 사업이 ‘일자리 분야의 성 불
평등 문제’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 사업은
중장기 성과지표로 사업의 범주를 넘어선 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16).

2) 제도적 기반
3단계 연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전체 재정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가 요구
된다. 그리고 선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들을 선정하여 평가 전 심층분석
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2차년도 연구에서는 3단계 연계방안에 대한 시범 적용 시 ‘양성평등지도’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림 Ⅲ-5] 오스트리아 양성평등지도 예시

* 출처: Bericht zur Berücksichtigung der tatsächlichen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m Rahmen der Wirkungsorientierung.
https://www.oeffentlicherdienst.gv.at/wirkungsorientierte_verwaltung/dokumente/Bericht_zur_Wirkungsorientierung_20
17_-_Anhang_Gleichstel_1.pdf?6wd8kg(2017: 16, 검색일: 2019.11.29., 김효주 외(2019: 92)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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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려사항
마지막으로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에 있어 반드시 고
려해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평가단위의 문제이다. 성인지예산서
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반면 핵심사업평가는 단위사업 단위로 진
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핵심사업평가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단위사업’이나 필요시 대상사
업과 연관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함께 평가할 수 있으며(기획재정부 재
정관리국, 2017.11.30.: 3), 핵심사업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전문
가들의 자문 결과 핵심사업 평가 시 사업수행기관 등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사업 단위가 내려가는 것은 평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한
국여성정책연구원, 2019b 내부자료(2019.8.23.일자 의견))을 고려할 때 핵
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를 위해 성인지예산제도의 사업 단위를 변경하는 것
은 불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성과평가체계의 개편이
논의 중인데, 주요 논의사항 중의 하나가 단위의 문제이다. 단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단위를 현재의 단위사
업 수준에서 프로그램 수준으로 올릴 것인지, 세부사업 수준으로 내릴 것인
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환류 강화와 연계하여 현장
에서 활용가능한 성과평가 정보를 얻기 위해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단위를 조
정하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b 내부자료(2019.6.8.
일자 의견)). 국회 역시 국회의 사업 심사 단위가 세부사업임을 강조하며, 그
러한 이유로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참고
자료로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12.5.).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사업 단위 변경을 고민하
는 것보다는 변화의 방향을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다음은 평가주기의 문제이다. 성인지예산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되는
반면 핵심사업평가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시된 3단계의 연계방안
중 이러한 평가주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1단계 연계방안이다. [그림 Ⅲ-4]를
보면, t-1년 11월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인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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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2월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분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부족한
시간일 것이다. 따라서 대상사업이 확정된 1차년도에는 새로 선정된 핵심사
업평가 대상사업 중 기존에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사업, 성별영향평가서
를 작성한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에 한해 관련 자료를 제공
한 뒤, 2차년도에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이후 3차년도에는 해당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성과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8>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추진시점별 연계방안
구분

주요 내용

1차년도

∙ 전체 대상사업 중 기존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성별영향 평
가서 작성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사업 등 관련 자료가 구축
되어 있는 사업의 내용 연계

2차년도

∙ 1차년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내용 연계

3차년도

∙ 전체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성과관리

* 출처: 연구내용에 따라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별 요인이 사업의 성과관리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연계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성별 요인만은 아니다. 어떤
사업에서는 지역적 요인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에서는 연령 요인
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다양한 정책적 가치가 상충될 때 어떤 가치가 우선
시 되어야 하는가는 사업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정과 협의
가 바로 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제도 연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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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연계될 경우 어떤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사업
평가 대상사업은 총 80개 단위사업으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관계
부처합동, 2018.1.11.: 3). 본 연구에서는 이 중 3가지 유형(일자리, 성장동
력확충, 소득기반확충)에 해당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나
머지 2가지 유형(안심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3가지 사례는 일자리 유형의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성장동
력확충 유형의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지원융자’, 소득기반확충 유형의 ‘통
일부-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사업이다.
사례 선정시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하나는 대부분의 사업
들이 성별분리통계를 미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여부를 확인, 기존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중에서 사례를 선정하였
으며, 다른 하나는 핵심사업평가(단위사업)와 성인지예산서(세부사업)의 사업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위사업 내 1개의 세부사업이 존재하거나
단위사업 내 모든 세부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례를 선정하
여 사업단위의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1
개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다. ‘창업기업지원융자’
사업의 경우 해당 단위사업 내 2개의 세부사업(‘창업기업자금(융자)’, ‘창업성
공패키지’)이 있는데, 2개의 세부사업 모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다. 마지
막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사업 역시 2개의 세부사업(‘북한이탈주민
17) Ⅳ장의 내용은 본 연구의 산학연 위탁연구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 사례분석(Ⅰ)
(원종학 외, 2019a) 및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 사례분석(Ⅱ)(임희정 외, 2019)
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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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이 포함되는데 모든 세부사업에 대해
내역사업 단위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지표 개선 사례 ①
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1) 사업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
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
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
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19.1: 1). 2016년 청년･여
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 ‘청년취업인턴제’를 개편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였다. 2016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범사업 시에는 인턴 경로를 통해서 중소･중견 기
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참여
경로를 인턴 뿐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이 후 참여 경로를 추가 확대해 오다 2018년부터는 참여 경로 자체를 폐지
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 모두에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김유빈 외, 2018: 7∼8, 12).
주요 지원대상은 청년(만 15∼34세,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
년)과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며, 청년과 정부, 기업의 3자 적립 형태(예: 청년
본인 300만원,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을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근속
시 1,600만원 마련)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적립구조는 크게 2년형과 3년
형으로 구분된다(고용노동부, 2019.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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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검토
현재 ‘2020년도 성과계획서’ 상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① 청년공제 가입자
의 2년 이상 고용 유지율(%), ② 청년공제 가입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 ③ 참여자 만족도(점)(대한민국정부, 2019e: 72)인 반면 ‘2018년도 핵
심사업평가결과’에 제시된 성과지표는 연간지표가 ① 참여근로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 ② 가입자 수(만 명), 중기지표가 참여근로자 이직률(%)(기획
재정부, 2019.4b: 40)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이 취업 촉
진과 장기 근속에 있는 바, 참여근로자의 이직률, 고용 유지율 등은 적절한
지표라 판단된다.
본 사업의 2018년도 핵심사업평가결과를 요약하면, 시행지침 개정이 2건,
평가지침 개정이 2건, 운용시스템 개선이 1건이다. 또한 보도자료의 보도내
용들을 토대로 볼 때 현재 본 사업이 초점을 두고 있는 개선방안은 운영방식
의 개선방안(제출서류 과다문제 개선, 지급요건 개선 등, 기획재정부 보도자
료, 2019.6.27.: 3, 2019.8.30.: 5)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사업의 성별 가입자 비율은 2018년 9월 말 기준 여성 42.9%,
남성 57.1%이며(김유빈 외, 2018: 17), 2016년∼2017년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직 계획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별 격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박철우 외, 2017:
202).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이 취업 촉진 및 장기 근속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성별 격차는 사업의 목적 달성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구
축되어 있는 성별통계 역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원종학 외, 2019a: 위탁
운영기관(스탭스) 2019.7.11. 인터뷰 내용). 성별 이직률과 고용유지율에 대
한 성별분리통계 관리 및 활용, 성인지적 관점에서 관련 지표들을 재설정해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8).
18) 또한 본 사업은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32.0%, 경기 23.3%인 반면 제주와 세
종 등에서는 1%에 못 미쳐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김유빈 외, 2018:
18), 지역별 격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본 사업의 위
탁운영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에 따르면
수요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며, 물량 소진 속도 역시 수도권과 지
방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원종학 외, 2019a: 44).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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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청년근로자 차이검증 결과: 이직 계획
성별

이직계획

계

유

무

남성

265 (44.8%)

327 (55.2%)

592

여성

239 (51.4%)

226 (48.6%)

465

χ2

4.595*

*출처: 박철우 외(2017: 202); 원종학 외(2019a: 47, <표 Ⅲ-19>) 재인용

3) 성과지표 개선(안)
원종학 외(2019a)에 따르면 본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투입･과정 단계에서는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청년공제 신청･심사 건수,
지원협약 체결･알선 건수 등의 지표가 있을 수 있고, 산출 단계에서는 사업
완료로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여성 가입자 수 또는
여성 가입률 지표가 도출될 수 있다19). 결과 단계에서는 청년여성의 장기근
속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여성 가입자의 고용유지율, 공제 만기율 등의 결과
지표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
는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 상 간접목적 사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시행 이후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식별할 수는 있지만, 동 사업의 복잡한 가입요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자의 모수와 성별 비율을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하다. 이
로 인해 사업대상자 성별 비율과 실제 사업수혜자 성별 비율의 차이를 나타
내는 성별수혜 격차 등을 지표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목표치 설정 과정에서 성별수혜 격차 완화의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사업대상자 통계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전년도말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실업자수)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별
사업은 현재 사업수혜자들의 편의성의 제고에 초점을 둔 개선방식 외에 성별, 지역
과 같은 다양한 격차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19) 여성 가입자 및 여성 가입률의 경우 본 보고서에서는 산출지표로 분류하고 있으
나, 사업목적에 따라서 결과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청년의 중소
기업 취업(입직) 자체가 사업 목적인 경우에는 공제 가입 자체가 정규직 취업을
의미하므로 결과지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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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추계하고, 실제 사업수혜자 성별 비율이 사업대상자 성별 비율 추정
치에 점차 근접하도록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원종학 외, 2019a: 90∼91에서 내용 발췌하여
해당 절 작성).
<표 Ⅳ-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 예시
투입･과정지표
∙ 투입예산(인력)
∙ 청년여성 신청･심사
건수
∙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알선 건수

산출지표
∙
∙
∙ 청년내일채움공제 여성
∙
가입자 수
▶
▶ ∙
∙ 청년내일채움공제 여성
가입률
∙

결과지표
여성 가입자 만족도
여성 가입자 이직률
여성 가입자 중도해지율
여성 가입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
여성 가입근로자 공제
만기율

* 출처: 원종학 외(2019a: 91, <표 Ⅲ-72>)

2. 성과지표 개선 사례 ②
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융자’
1) 사업개요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창업기업자금 사업
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중인 자에게 창업 초기자금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둘째는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청
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하여 제조업 위주의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창
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업
력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다(대한민국정부, 2019c: 501,
2019f: 236).
정책자금 신청절차는 온라인 자가진단과 방문 상담 후 다시 온라인으로 신
청을 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 후 융자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창업성공패키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전부터 졸업 후까지 연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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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며 그 과정에서 중간평가가 이루어진다(대한민국정부, 2019c: 502).
2018년 현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존 5개소에서 확대된 17개소이며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 창업자를 중점 양성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c: 506∼507).

2) 사업검토
현재 ‘2020년도 성과계획서’ 상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① 지원업체 영업이
익 증가율(%), ② 지원업체 사업화 성공률(%), ③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사업화 성공률(%)(대한민국정부, 2019f: 239)인 반면 ‘2018년도 핵심사업평
가결과’에 제시된 성과지표는 모두 중기지표로 ① 지원기업 평균매출액(백만
원), ② 지원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③ 지원기업 5년 생존율(%), ④ 일자
리창출 성과(명), ⑤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평균 일자리 수(명)이다(기획
재정부, 2019.4b: 80). 주로 수혜대상의 지원 전후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들이다.
임희정 외(2019: 63∼65)에서는 이러한 5가지 지표들의 성별분리통계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창업기업자금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8년
기준 2,865백만원이며 남성 2,892백만원, 여성 2,688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에서는 오히려 여성 창업가(4.70%)가 남성 창업가(4.10%)
보다 앞섰다. 5년 생존율의 경우 2018년 기준 남성 창업가는 77.6%, 여성
창업가는 7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창출 성과 역시 2018년
기준 총 21,603명을 고용하였고 남성은 19,154명을, 여성은 2,449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평균 고용인원에서는 남성 창업가(2.38명)가 여성 창업가(1.84명)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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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창업기업자금 지원기업의 평균매출액과 매출액영업이익률
(단위: 백만원, %)

구분

평균 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16년

2,583

2,630

2,283

3.94

3.89

4.29

2017년

2,601

2,630

2,402

3.98

3.91

4.54

2018년

2,865

2,892

2,688

4.18

4.10

4.70

*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2019a). 정보공개요청자료(2019.08.15.요청자료)

<표 Ⅳ-4> 창업기업자금 지원기업의 5년 생존율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16년

79.4

79.5

78.9

2017년

76.5

77.3

72.7

2018년

77.6

77.6

77.5

*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2019a). 정보공개요청자료(2019.08.15.요청자료)

<표 Ⅳ-5> 창업기업자금 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단위 : 명)

전체
구 분

남성

여성

고용인원

평균
고용인원

고용인원

평균
고용인원

고용인원

평균
고용인원

2016년

20,103

1.88

17,825

1.95

2,278

1.51

2017년

21,808

1.66

19,556

1.72

2,252

1.25

2018년

21,603

2.30

19,154

2.38

2,449

1.84

*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2019a). 정보공개요청자료(2019.08.15.요청자료)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2018년 기준 누적 매출액은
1,013억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평균 매출액은 1.1억원이었다. 남성기업
은 누적 매출액 796억원에 평균 매출액 1.2억원이었고 여성 기업은 누적
매출액 217억원에 평균 매출액 1.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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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매출액
(단위 : 억원)

전체

남성

여성

구 분

누적
매출액

평균
매출액

누적
매출액

평균
매출액

누적
매출액

평균
매출액

2016년

1,618

5.4

1,539

6.8

79

1.1

2017년

999

2.1

915

2.5

84

0.8

2018년

1,013

1.1

796

1.2

217

1.1

*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2019b). 정보공개요청자료(2019.08.21.요청자료)

종합해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표들이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될 경우 사업담
당자의 입장에서는 성과지표 달성이 담보될 수 있는 남성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성별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내
용들은 실제 창업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FGI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임희정 외, 2019: 80 요약).
“오히려 더 여성들에게 어려운 지표 아닌가요? 지표 자체가 5년 생존율, 매출액,
일자리 창출이라면 결과적으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기부에서 될 만한 사람들
을 뽑기 때문에 여자들은 더 선정이 안 될 거예요.”(창업전문가)
* 출처: 임희정 외(2019: 81). FGI 분석결과 중 일부 발췌

3) 성과지표 개선(안)
현재의 핵심사업평가 지표는 지원기업의 사업성을 측정하는 형태로 그 기준
이 매우 객관화된 듯 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과정에서는 여성 창업가에 대한
선호도는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 창업가의 경우
창업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자본 접근성이 떨어지고, 창업관련 교육이나
경험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며, 자금조달, 사업운영환경 등에 있어서도 남성
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창업 3년 이후 여성 창업자의 업력은
크게 낮아지며,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일부 여성 친화적인 업종에 편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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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임희정 외, 2019: 17, 26~27, 209-210 요약).
여성 창업가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핵심사업평가 현장조사에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세 가지
의 지표 개선안을 제안한다.
<표 Ⅳ-7>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의 성과지표 개선안
현 행

개선안

④ 일자리 창출 성과(명)
* 고용보험 기준 지원당월 대비 연도
말의 1인 이상 고용창출 수

④ 일자리 창출 성과(명)
* [추가･보완] 여성 고용, 경력 단절여성
고용 창출 수를 반영

성
과
지
표

⑥ [신설] 여성창업자 수혜금액 비율(%)
* 성인지예산서에서 작성한 성과 지표
반영
⑦ [신설]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의
지적재산권 등록 수
* 3개년 졸업기업 지적재산권 등록 수
/3개년 졸업기업 수

* 출처: 임희정 외(2019: 217 일부 발췌)

3.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및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사례
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1) 사업개요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적 자립을 위해 정착금을 지급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이고,
둘째는 사회적응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이다(대한민국정부, 2019g: 146).
2018년 기준 취업장려금을 수급한 인원 비율은 최근 5년 국내에 입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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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대 탈북민 인원 대비 29.7%에 불과하다. 이에 관련하여 국회 등의 지
적이 있었으며, 사업담당자는 미신청자 대상 개별 신청 권유, 홈페이지 공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d: 176,
180).

2) 사업검토
현재 ‘2020년도 성과계획서’ 상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① 취업장려금 수급
률(%), ② 직업훈련 이수율(%), ③ 하나원운영 종합만족도(점)(대한민국정부,
2019g: 146)인 반면 ‘2018년도 핵심사업평가결과’에 제시된 성과지표는 중
기지표 4개와 연간지표 1개로 구성된다. 중기지표는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 ② 북한이탈주민 임금 비율(%), ③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평균(%), ④ 북
한이탈주민 남한생활 만족도(점)이며, 연간지표는 ⑤ 미래행복통장 가입률(%)
이다(기획재정부, 2019.4b: 122).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들이 사업 자체
의 성과를 측정한다면, 핵심사업평가의 지표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안정에 초점을 두는 결과 지표로 보인다(임희정 외, 2019: 184 참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양한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우선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으며
(임희정 외, 2019: 153),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3%인
반면 남성의 경우 75.3%,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6.6%인 반면 남
성의 경우 71.6%로 나타난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9: 116). 또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에 주
로 종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착 초기부터 시간제 노동을 시
작하고 이후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
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조영주 외, 2016: 207)20). 이에 여성 북한이탈주민
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남성보다 2배 정도 높은 편이다.

20) 임희정 외(2019: 249)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제3국 출생, 한국출생 등의 다양한 체류자격과 국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다수가 한부모가족이거나 음식 및
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 아동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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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북한이탈주민 성별 생계급여 수급률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

여성

55.1

50.3

43.1

39.0

35.6

29.3

-25.8

남성

42.4

37.7

35.0

25.4

24.3

15.1

-27.3

전체

51.3

46.7

40.8

35.0

32.3

25.3

-26.0

* 출처: 하현선(2016: 22 <표 8>에서 성별 수급비율 부분만 발췌)

3) 사업 운영 방식 개선(안)및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안)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사업의 주요 분야로 취업지원제도가 강
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을 자립
과 자활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원 입소시기에 기초직업적응훈련을 제공하고,
하나원 퇴소 후에는 고용지원금 제도 등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도
모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하나센터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전담 취업상담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임희정 외, 2019: 260, 일부 발췌).
그러나 FGI 분석 결과, 북한이탈여성들은 이러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제
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원에서 제공되는
기초직업적응훈련과 직업상담내용이 북한이탈주민의 수요와 적성을 고려하
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취업장려금 지급을 받으려
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하지만 앞서 살펴본 이유들로 여성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채용보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분의 기
업들이 채용을 종료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다(임희정 외, 2019:
249~250, 260, 일부 발췌).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현재의 사업운영방식은 성별 수요를 반영하여 개
선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육아병행 상황과 일자리
의 특징이 반영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
우 육아와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주간에 운영하는 지역하나센터의 취업지원센
터를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컸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이 직업교육훈련 제
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제공과 전달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임희정 외, 2019: 261,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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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초직업적응훈련 제도 수행에 있어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탈북여성들의
직업 교육수준 개선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대한민국정부(2019b: 204)) 현재의 남녀
동일 비율 직업훈련 재원 투입의 단순 배분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
탈주민의 경우 성별화된 직업세계와 남녀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잔존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서비스업종, 돌봄노동에 고착화되기 쉽다. 따라서 서
비스 업종, 식음료업 외에 전문 직종(세무회계, 웹디자인 등)의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개발･확충되어야 할 것이다(임희정 외, 189, 262~263, 일부 발췌).
<표 Ⅳ-9>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지원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구분

사업 성별 평가 분석 내용

개선과제

1

• 북한이탈여성은 일･가족양립으로
주간에 지역 하나센터를 이용하거나
하나센터 내 취업지원센터를 이용
하기 용이하지 않음

• 직업상담사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북한이탈여성 야간 아이돌보미 지원제도
운영

2

• 북한이탈여성들이 기초직업적응
훈련(취업을 위한 기초 소양, 기초
직무능력 배양 과정)을 이수한 후에
즉각 취업에 성공하기 어려움
• 별다른 전문기술, 정보 없이 성별화
된 노동시장에 노출됨
• 북한이탈여성의 다수가 전통적으로
여성 집중화된 직종인 서비스직,
식음료업에 종사하고 있음

• 비전통직군(기존에 남성 분포가 지배적
이었던 분야)에 북한이탈여성 교육훈련+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훈련단가를
높이고 훈련기간을 연장(해당 프로그램
참여시 1인당 지원 예산 증액)
• 중장기적으로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후 직종소개,
직무역량 기술방식 등을 젠더관점에서
재구성, 전문직종 분야 훈련과정에 북한
이탈여성 지원 예산 편성

* 출처: 임희정 외(2019: 262, <표 Ⅴ-20>: 263, <표 Ⅴ-21>)

Ⅴ
결론

Ⅴ
결론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性) 인지(認知) 예산은
여전히 어려운 개념이다. 예산이라는 수단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에는 관심이
가지만 ‘성별’ 요인이 추가됨으로써 더해지는 복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
에, 성인지예산제도는 쉽게 담론화되지 못한 채 재정제도와 여성정책 사이
어딘가에 놓여있는 어려운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정부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
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가 사회의 구조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다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할 수 있다.
2019년 9월에 열린 ‘제3차 OECD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오랜
시간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해 온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인지예
산제도는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변화하는 동인’이라는 것이 결론이었
다21). 점진적인 변화이지만 올바른 변화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
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이런 동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
가 요구되기에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 실현 가능성, 장기적인 결과들을 고려
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1) 해당 회의는 ‘3rd Experts Meeting on Gender Budgeting’이며, 2019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관련 내용은 참석자 중 OECD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의 head인 Edwin LAU의 발언 내용임. 본
보고서 연구진이 해당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내용을 작성함(OEC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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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평가제도는 사업에 초점을 둔다. 일부 사업을 선정하여 그 사업들이
개선되고 실제 성과를 창출해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도 간 연계 효과
역시 사업단위에서 나타날 것이다. 작아보이지만 그러한 구체적 사례들이
제도의 필요성을 입증해 보이고, 공감하게 만들고, 성인지예산제도가 형평성
이라는 가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은 어떻게 제고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누적되는
사례들을 통해 제도와 성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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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ys of Linking the In-depth Evaluation
System to the Gender Budgeting
System (Ⅰ)
Hyo-Joo Kim
Sun-Joo Cho
Taek-Meon Lee
Do-Yeon Kwon
Hae-Ram Kim
Young-Min Oh

It has been a decad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ender
Budgeting System. The budget system was designed to change the
government’s fiscal operation so that it could be run on gender
perspectiv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gender perspective to
its budgeting process. For the past 10 years, the system has
continuously evolved, yet failed to bring gender-based change to
the government fiscal operation method.
This study finds the absence of institutions that could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as the reason of the failure. Only

when the government raises the awareness on gender equality and
strengthens its will to and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the equality,
changes of gender equality in the fiscal operation will take place. The
government, however, is not with such institutional measures that
can reinforce such intent and accountability at the moment. Bearing
this in mind, the study puts focus on the assessment system.
The assessment system provides diverse information through its
evaluation process in relation to relevant projects, offers feedbacks,
and calls for the government’s accountability. If such assessment
systems are put in place, different gender equality information will
be available, and a greater responsibility for gender inequality will
fall on the government. Under this circumstance, the study looks
into diversified assessment schemes that can be introduced to the
gender budgeting system. Specifically, examination is made to an
independent evaluation system, and linkages to the government’s
job assessment, autonomous appraisal on fiscal projects, and the
evaluation system on core projects. Impacts and problems of each
scheme are analyzed, and practically applicable solutions are put
on comparison and analysis.
The outcome shows that the linkage to the evaluation system on
core projects is the most appropriate assessment scheme. The two
programs have very high similarities in terms of evaluation purpose,
object, and actor. If linked to each other, they are believed to
address major problems found with the current gender budgeting
system, including the lack of implementation, relevant projects’
information, the feedback system, and so on. Particularly, the
linkage of the two plans can make possible different perspective
evaluations on not only the Gender Budgeting System but core
projects. Given that, there are mutually complementary natures
between the two.

In light of this, the study suggests the three-phased measure of
linking the core project evaluation system to the Gender Budgeting
System. Phase 1, 2, and 3 are about content linkage, object
linkage, and integration linkage, respectively. The study also lays
out institutional grounds and specific time schedules for those
associations to be carried out, along with linkage cases.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linkage to the core project evaluation
system will invite changes to the government’s fiscal projects to
the direction of gender equality, and linkage cases will bring the
change of gender equality to the government’s fiscal ope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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