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구보고서-13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저

자

연구진

박선영, 박복순, 김복태, 고현승, 김은희
연 구 책 임 자 : 박 선 영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원 : 박 복 순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원 : 김 복 태 (본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원 : 고 현 승 (본원 연구원)
공 동 연 구 원 : 김 은 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박선영･박복순･김복태･고현승･김은희(2021).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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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올해는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 출범 20년을 맞아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발전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기획
되었습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여부는 성평등이 국가적으로 의제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립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부처 내 하부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존재하는 형태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시작은 1983년에 설치된 <여성정책심의
위원회>입니다. 그 후 정무장관(제2)실(1990년)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년)를 거쳐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은 국가정책으로 의제화되었고,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여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 기능에 대한 부침을 반복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로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수단의 제도화 및 정책적 실행, 젠더 이슈
공론화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기반 마련,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보였고, 이런 성과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서는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성평등 정책 수요자의 요구 등에 부합하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과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여성가족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에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 한계, 과제를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사례를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정책 지형의 변화된 환경을 진단하고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 결과에 기반한 여성가족부 SWOT 분석을 통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과 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에 주요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한 해 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문과 논평을 해 주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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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평등 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설치 여부임. 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유무는
그 나라가 성평등을 국가적 의제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2001년 ‘여성부’의 설치는 이전의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강화에 대한 여성계의 요구와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졌음
□ 여성부로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보육, 가족 등
기능에 대한 부침을 반복하였음. 이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성 주류화 도구의 제도화 및 정책적 실행,
젠더 이슈의 공론화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마련, 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음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은 대상 중심으로 기능중심의 타 부처 정책과의
통합과 조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적 추진이 가능함에도 여성가족부가
후발조직이고 미니 부처로서 타 부처와 정책통합과 조정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최근 들어 청년세대 및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의식은 향상되었지만 청년
세대 간의 성별 갈등, 세대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지만, 최근의 여성
가족부 폐지 주장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아닌 ‘젠더 이슈’가 되어
버렸음. 여성가족부는 미약한 권한과 적은 예산이라는 조건을 극복
하면서 이른바 “젠더 갈등” 속에서 성평등 목표를 실현해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고, 국가 차원의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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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
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고, 성평등 정책 수요자의 요구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 20년을 맞아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여성
가족부의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성평등 정책 추진과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발전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함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과정과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여성
가족부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
□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과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 변화과정,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변천 과정과 개편 방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 학술자료 및 프랑스,
독일, 스웨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관련 학술자료와 대상국 언어로
운영되는 웹사이트, 학술자료 등을 조사･분석함
□ 전문가 델파이조사: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여성
가족부의 기능과 직제,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과 관련한 환경 SWOT 분석을 위해 델파이조사를
2차례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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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방향 모색과 전문가 델파이조사 문항 개발 및
정책 제언 방안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Ⅲ. 연구 결과
1.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천 과정
□ 성평등 정책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여성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통로로써 각 부처 간의 정책
조정을 통해 여성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고자 조직된 심의･의결기구였음
□ 이후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구로 설치된 정무장관(제2)실은 참모조직
으로서 실질적 조정을 행사할 권한이 미약하다는 한계 속에서도 여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률상 최초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로서 주요 6개 집행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성 주류화를 견인하였음
□ 2001년 독립된 부처로서 완결된 구조를 지닌 여성부가 설치되면서
여성부는 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갖게 되었음
□ 여성부 설치 이후 성주류화 전략과 추진체계는 기존의 <여성정책담당관>에
더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를 도입하여 성평등
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였음. 그러나 정부 안에서 성평등
정책은 주류화되지 못했음.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제도화로 인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조정기능의 실질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가지게 되었지만,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성
주류화 전략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여성정책
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여성정책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변경되었음.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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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도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까지 확대하였음.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인력의 경우도 기존의 4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
자치부, 보건복지부)에 지정되어 운영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성평등 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으로 확대하였음
□ 그러나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노정했던 문제인
실질적 조정보다는 형식적 운영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18년 미투 이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대응과 부처 내
성 주류화를 위해 2019년에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하였음
□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집행
기능의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며 변화･발전해 왔음.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한 여성부의 소관 업무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성차별금지･
구제와 여성의 지위 향상’이었음. 참여정부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였음.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가족
및 보육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축소
되었음. 그 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가족정책을 다시 여성부로
이관함으로써 다시 여성가족부가 되었음
□ 이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기능 확대와 축소 과정은 중앙행정
조직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규모 확대와 저출산 위기로 인한 보육정책과
가족정책의 중요성 부각 등 주변적 정책 환경 요인과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 등에 따른 것이었음

2. 델파이조사를 통해 본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한계･과제
□ 전문가들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도구를 제도화한 것을 주요한
성과로 보았음. 하지만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권익 증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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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주요한 성과라는 데 높은 동의도를 보였음. 또한 국가
차원에서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의 성과로 간주했음
□ 전문가들은 20년간 여성가족부 업무 범위 조정과 부처 명칭 변경 등
각 단계별 추진체계 개편과정에 대해서는 2001년 여성부 출범이 가장
적절했다고 보고 있었음. 반면 2005년 남녀차별 시정업무 이관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권한의 축소를 초래한 것과 2008년 여성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보육,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것에 대해
서는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성차별 시정기능과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보육, 청소년, 가족 업무에 관해
서는 의견이 상반됨. 타 부처와 중복되는 업무를 분리하고,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성평등 업무만으로는 부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육, 청소년,
가족 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추진함으로써 부처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현재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능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성
가족부 기능별 업무 분야 중요도와 관련하여 성평등 업무와 성주류화
업무, 젠더 기반 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높은 적절성을
보였음. 하지만, 보육, 청소년, 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적절성을 보였음. 성평등 및 성 주류화와 관련해서는
성평등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업무 모두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젠더폭력과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는 권익증진, 아동･청소년 성보호 모두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전문가들은 성주류화 업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계획, 성별
영향평가, 공직분야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및
(광역)지역성평등지수,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인지예･결산 시행 협조
순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음. 국가성평등지수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제외하고는 법령･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여성가족부의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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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다는 것과 성차별 시정기능이 부재
하다는 것을 가장 큰 한계로 보고 있었음. 성주류화라는 본연의 기능
부족, 타 부처 조정 기능의 부재, 성평등 의제를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성주류화 직제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운영과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 입안 시 여성가족부
장관과 사전협의 항목에 높은 평점을 보였음. 전문가들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제를 적절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었고, 추후 제도 확대와 함께
권한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전문가들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추진
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높은 동의를 보였음. 여성가족부 명칭 개편에
있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로 ‘성평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현행 여성가족부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을 유지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와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성가족부 장관직의 부총리급 격상 및 소관 업무 범위 확대,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보다 높게 나타났음. 여성가족부 이외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예산
전담부서 설치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전 부처 확대, 각 부처 <양성
평등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및 설치근거 법제화와 각 부처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권한 강화, 국무조정실에 성평등 정책조정 담당 직제 설치
등의 순으로 전문가 의견이 합의되었음. 특히,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
예산 전담부서 설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의 전 부처 확대와
각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이
높은 평점을 보였음

3.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화 과정 및 사례 분석
□ 독일, 프랑스, 스웨덴 중앙 부처 내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담당기구는
변화과정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① 특정
부처가 국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② 담당기구가 위원회의 형태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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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③ 여성부(혹은 성평등부/성평등청)의 형태인 경우 ④ 보건･노동
등 상위 부서와 함께 공존하는 경우 ⑤ 여성･가족･아동･노인･청소년을
포함하는 경우 등임
□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한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평등 정책의 추진전략은 크게 통합형과 병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통합형은 하나의 기관에서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조정기능인 성 주류화 정책도 함께 담당하는 기구의 형태로 볼
수 있음. 병합형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와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는 이원적 또는 다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임
□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보면, 독일과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를 중심
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통합형이지만, 프랑스와 스웨덴의 성주류화
정책은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병합형 모델임. 통합형 또는
병합형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지방 정부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추진의 체계성 및 통합성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통합형에 가까운 성평등 정책을 추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관련 담당관 및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고, 해당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됨. 우리나라는 독일과
유사한 통합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독일처럼
여성, 가족, 청소년, 노인 등이 통합된 형태가 아니며, 여전히 인력과
예산, 권한이 미약함. 정책의 성 주류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정 능력 또한 부족함
□ 독일과 같은 통합형 모델의 경우는 성평등 정책 관련 집행기능 확대를
통해 부처의 규모와 위상을 확보하고 성 주류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큼. 하지만 정권교체에 따른 조직개편이
빈번한 국가들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독일과
같이 집행기능을 확대하고 조직 규모와 예산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성 주류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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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형 모델에 속하는 스웨덴은 중앙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은 성평등 정책의 목표 등을 수립하고 성평등청에서는 성평등 관련
다양한 의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각 기관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원화 구조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정책개발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스웨덴은 아동･
노인･청소년 등을 포괄하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하게 부각
되는 젠더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의 전담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젠더 의제에 보다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유형임. 그러나 우리
나라는 중앙부처가 부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를 필요로
하고, 그 규모가 안정성을 보장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쉽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의 성평등에 대한 의지에 따라 추진기구의
권한 및 위상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구조가
빈번하게 변화하였음. 이런 경우에는 조직형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조직의 안정성은 담보하기 어려워 정권 변화에 따른 정책추진의
일관성에서 한계가 있음. 프랑스는 현재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보건연대부 내 사회통합총국과 총리실 산하
<성평등, 다양성 그리고 기회평등>을 중심으로, 총리직속 기구로서
총리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심의기구인
<성평등 고등위원회>와 성평등 관련 행정부를 위한 자문기구인 <양성
직업평등 고등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통합총국은 가족,
아동, 여성권리, 그리고 성평등과 동수에 관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 <성평등, 다양성 그리고 기회평등>은 성평등, 평등, 젠더기반
폭력철폐, 평등한 기회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있음. 프랑스의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가 다원화된 역사적 맥락이 있겠지만, 각 기구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돌과 중복 등의 문제와 함께 성평등 정책 목표 속에서 체계적
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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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환경 변화
가. 성평등 정책의 환경 변화
1) 빠른 속도로 진행된 저출산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진행되는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임.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도(합계출산율 0.98명)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1명 미만인 국가였고,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저출산과 함께 만혼화,
초혼인율이 감소하고 있음. 저출산과 결혼 비율의 감소, 출산연령의
증가는 여성들의 생애주기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높고, 우리나라 고용률 증가를 견인하는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여성들을 돌봄의 주체가 아닌 경제활동의 주체로 변화시켰음.
그러나,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과 가족 내 젠더 규범 등으로 인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갈등하는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애 설계를 기획하게 됨.
그 결과가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이
경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이런 의미에서 저출산은 앞서 언급한
대로 ‘성차별적 구조와 제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2) 코로나19와 여성
□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여성 취업자 수는 남성 취업자 수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코로나19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고용타격을
준 것은 여성 집중도가 높은 돌봄 및 교육서비스 직종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및 소득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했기
때문임. 취업자 감소 비율은 비정규직의 고졸 20대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일자리 위기는 노동시장의 성별화된
이중구조와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대면업종, 비필수업종이라는
여성 일자리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코로나
19로 인한 타격이 20대 여성들에게 집중된 것과 함께 팬데믹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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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올해 상반기
우울증 진료인원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5-29세
여성환자가 3만 9천 850명으로 가장 많았음. 2015년 이후 전체 자살자
중 20대 남성 자살자는 709명에서 849명으로 19.7%, 20대 여성
자살자는 378명에서 622명으로 64.5%나 급증하였음. 20대 여성
자살률의 증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나타난 추세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되었음. 20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는 세대･계층･성별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요인 등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보임

3) 디지털 경제와 여성
□ 디지털전환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동시에, 고용 감소, 산업간 양극화 등을 초래함. 특히 여성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긱 경제(Gig-economy)의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 유연근무제 등의 확대는 전통적 성역할의
고착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장소와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유연한 방식의
근무 확산은 일터와 집,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하게 함. 그
결과가 일･생활 균형과 시간 주권의 강화로 이어질지, 여성의 돌봄
부담이 더 강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움. 젠더화 된 노동시장과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의 전담, 유급돌봄노동의 저평가라는 젠더 불평등이
플랫폼 노동에서의 저임금 및 불안정 노동 증대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탈경계화’ 현상과 만나면서 젠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4) 디지털 기술 발전과 젠더폭력
□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성과 영속성으로 인해 초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청년 여성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함. 2000년대 후반 이후 스마트폰
카메라 및 SNS를 활용한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젠더폭력인 디지털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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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이와 함께 성 표현물 생산･유통･소비 간 경계와 놀이･폭력
간 구분은 해체되었음.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흉악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건수는 1999년 5,811(69%)건이던 것이 2019년 29,303(83.5%)
건으로 증가했음. 윤덕경 외(2020)에 의하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피해 유형 중 촬영 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범죄 발생비율이 62.6%에
달하였으며, 특정 범행 동기도 없이 발생한 사건 비율이 83.5%로 높게
나타났음. 피의자는 20-30대 비율(54.9%)이 높았으며, 피해자는
10-20대 비율(37.0%)이 높게 조사되었음. 이와 같은 현실은 여성,
특히 청년 여성의 일상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5) 여전히 강고한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 2018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4.1%이며, OECD 평균 13.0%에
비해 높음. 10여 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임금격차는 완화되었음.
하지만 한국은 –10.7% 증감률을 보인 데 반해, OECD 국가 평균은 –
13.3% 증감률을 보여 개선의 속도가 평균에 못 미침.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큰 구간일수록 해당 구간의 기업 내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남. 김경희 외(2019)에 따르면,
직장인 대상으로 채용 성차별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
했을 때 40% 이상이 채용 상 성차별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여성들이 여러 취업 시도 과정에서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으로 드러난 성차별 사건에의 노출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임.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9년째 ‘꼴등’을 기록함. ‘대한
민국 여성 이사회 진출(on board)은 감히 다른 국가들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최저 스코어’임. 2021년 현재 국내 상장법인 2천
246개의 전체 임원 3만2천5명 중 여성은 5.2%로, OECD 여성임원
평균 25.6%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소폭 증가 추세에 있지만, 상장
기업 지배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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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후변화와 여성
□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성 중립적이지 않음. 세계 빈곤
인구의 70% 이상이 여성임을 고려할 때, 여성이 받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임.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UN Women,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 기후변화는 여성의 생존과 직결된 일반적인
생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기존 가부장제 구조에서
발현되었던 다양한 불평등과 연결된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성인지적 차원으로 기후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SWOT 분석을 통한 여성가족부 현황 진단
□ 호주제 폐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여성대표성 확대, 사회 전반의
여성참여 확대, 통합적 성평등 정책 추진, 성평등문화 확산, 성주류화
정책의 확립, 성평등 관련 법제화의 확대 등은 여성가족부의 성과임.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독립된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고,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임. 정책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도 여성가족부의 강점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여성가족부 업무의
타 부처 업무와의 중복이나 연결성 문제 등은 여성가족부의 약점임
□ 젠더폭력 및 채용 시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젠더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확대된 것은 여성가족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 사회로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여성의
대표성 증가 등 성평등 문제가 더 이상 주변화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음. 2022년 대선과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공약이 개발되면서 성평등 정책의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여성가족부의 기회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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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주류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여성
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성주류화 정책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과
같은 여러 집행업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 젠더 이슈를
둘러싼 성별, 세대별 격차가 적지 않다는 점, 이러한 성별, 세대별
갈등을 전면화하며 활용하는 언론, 정당의 정치전략 등은 여성가족부의
위협요인임

Ⅳ.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향 및 발전 방안
1.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향
□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강화해야 함.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편이 아니라면 가급적 조직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여성가족부가 정부의 성격에 따른 부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재설계하여 본연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함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의 재구조화에 있어서 여성은 단일
집단이 아니고 세대별, 계층별로 생애 설계와 이해가 다양하고, 젠더
관계를 둘러싼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이런 변화에 따른 정책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여성특화정책만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이 아니고,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이라는 것을 가시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함
□ 대상중심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통합과 조정기능 강화가 필수적임. 젠더 관계의 변화를 추동하는
성평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통합과 조정기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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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안
가. 성평등 정책 집행기능 강화 방안
1) 성차별 시정 정책
□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시정
기능 부재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되었음. 2005.3.24.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 폐지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법｣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관되었음. 이후
여성가족부는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적극적 조치 총괄업무 정도의 성차별 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임
□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성별임금격차와 9년째 ‘꼴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리천장,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일자리 감소, 채용 성차별과
조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괴롭힘 등 젠더폭력, 디지털 공간에서의 여성
혐오와 비하의 일상화 등은 구조적 차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적 구조의 변화와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등의 차별시정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행정조직은 기능과 법률로 편재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에 대한 시정정책의 추진 및 피해자 구제 조치를 강화
하기 위한 실체법이 필요함.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시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성차별
시정 정책기능은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임

2) 성평등 노동정책
□ 실질적인 성평등 노동정책의 부재 역시 여성가족부의 한계로 지적됨.
여성노동정책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임
□ 고용노동부의 여성노동정책은 고용평등촉진과 여성의 고용촉진, 직업
능력개발 및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 여성의 생애

xiv

주기별, 일자리의 특성 등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음
□ 여성가족부의 여성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외부의 여성인력개발과 경력
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라는 협소한 틀을
넘지 못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여성노동정책은 소관 법률의 한계로
인해 여성 일반에 대한 여성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어렵고
여성의 생애주기별 접근도 어려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돌봄 등
생활 전반을 고려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과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책임 주체는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함
□ 2021.11.1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으로 초점이 이동하게 되었음.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 이외에 근로조건을
추가하고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였음.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 후 취업촉진을 여성의 고용
촉진과 고용안정이라는 구조 속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여기에 더해 젠더폭력방지 정책
중 공공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상의 정책은 성평등 노동정책으로
편재하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노동정책의 콘트롤 타워로서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여성건강정책
□ 여성건강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하는 성으로서의 여성의 특성이
상호작용함. 여성건강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는 물론 사회
경제적 차이를 근간으로 여성의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여성건강정책은 주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성
건강에 치우쳐왔음
□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성과 재생산건강은 임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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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의 여성건강정책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소관 사무임. 출산,
모자보건, 난임,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여전히 인구정책과 모자보건정책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않음
□ 여성가족부는 여성건강이 소관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젠더
폭력 피해자 보호와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건강 사무를 일정 정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처로서 여성
건강정책에 대한 정책발굴과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여성건강정책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건강정책이 되어야 함을 물론 사회의 전 영역에서의 젠더
관계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여성의 지위와 권한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여성가족부가 여성건강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4) 위드 코로나, 기후변화 등 재난 대응
□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라는 지구적 차원의 위기는
일국적 성평등 정책에도 불가피한 변화를 촉구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미 도래한 기후변화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 위기는 불평등하게 다가오고 그 자체로 가능성이 되지는 않음
□ 우리나라도 직면한 위드 코로나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정책
전환의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기후 위기 등 재난이 성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이것이 여성
가족부에 요구되는 정책통합과 조정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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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주류화 강화
□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되어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확대를 통해
부처별 성 주류화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성과를 실질화하는 방안임. 특히 <양성평등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
하는 부처에는 우선적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향후 전
부처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성평등 정책 통합과 조정기능 강화 방안
1) 정책통합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이원화 방안
□ <양성평등위원회>가 갖는 권한과 조정의 한계, 형식적 운영을 극복
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제고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정책의 성평등 통합 기능과
조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 주류화 추진체계에 적합한 방식이
자문위원회인지 합의제 행정위원회인지가 쟁점임
□ ｢정부조직법｣상 정부위원회는 행정기능과 준입법권･준사법권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와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자문･심의
등을 하는 자문위원회로 구분됨. 자문위원회는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로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
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
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서 그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집행함
□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
집행기능과 함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심의･이의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며 합의제로 운영됨
□ <양성평등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자문위원회로 할 것인지, 행정위원회로
할 것인지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여성
가족부와 별도로 <양성평등위원회>를 확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타 부처와의 정책통합과 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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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의 개편을 통해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여성가족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한 것은 아님
□ <양성평등위원회>의 성격을 심의･조정만이 아닌 의결기관으로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 또는 민간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간위원 공동으로 구성함. 의결사항에 대한 대통령
보고 등이 이루어지게 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할 수 있음. 정부 내 성주류화 및 조정기능 강화나 콘트롤타워
역할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 등에 대해 타 부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처로 확대한 후에 점차적으로
전 부처로 확대하고, 현재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산하로 편재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의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행정조직인 사무국
등을 설치함
□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경우 현행
<양성평등위원회>와 달리 조정기능이 강화되고 민간의 젠더전문가 참여가
확대되고 상시적인 실무행정기구를 가동하는 다원적 조직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위원회>와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갈등과 대통령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는 대통령의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도 있음

2) 여성가족부 집행과 조정기능의 통합
□ 성평등정책 조정 기구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될 경우 여성
가족부와 자문기구 간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고, 대통령의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 여부에 따라 자문기구의 역할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를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임.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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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집행과 조정기능을 통합할 수 있고,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타 부처와의 정책통합과 조정이 실질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과 기능 중심으로 중앙행정조직이 편재되는 나라
에서는 부처 간 정책통합과 조정이 동일한 위상을 갖는 조직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것은 여성가족부 2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강력하게 타 부처에 대해서 조정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식이 있음. 정부조직으로
부총리제를 두는 이유는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 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하기 위해서임. 그러나 실현
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여전히 남는 문제는 부처의 장관급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다고 해도 부총리의 권한이 동일 권한의 행정
부처 장관을 조정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임
□ 예산편성권이나 인사권 혹은 행정조직 개편의 권한 등 각 부처들로
하여금 조정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부총리급 여성가족부 장관이 조정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미약함
□ 현행 <양성평등위원회>의 형식화에는 여성가족부가 타 부처와의 정책
통합과 조정 안건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젠더 전문가 참여와 상시적인 실무
행정기구를 가동하는 다원적 조직구조가 실효적일 수 있음

연구성과목록 주제분류: 건강, 일･생활 균형, 법･계획, 양성평등문화･의식,
노동･고용, 젠더폭력･안전
주제어: 성평등 정책,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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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 출범 20년을 맞아 여성가족부 출범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1) 추진체계는 2019.5.7.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이 설치됨으로써 독립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부처 내 하부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존재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성평등 정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여부이다. 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유무는 그 국가의 성
평등이 국가적 의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민정
외, 2009: 126).
제Ⅲ장에서 살펴보는 대로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
구가 설립되어 있다.2) 조직 형태는 독립부처(부/청)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고, 하부조직 형이 13개국, 위원회 형이 17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
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시작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이다.
1) 이 연구에서 “성평등 정책”이란 전통적인 의미의 여성특화정책을 의미하는 여성정책
과 젠더 관계 변화를 위한 정책, 정책의 성 주류화 등 성평등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맥락에 따라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 정책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또한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 조직 전체의 발전방안 연구가 아닌, 여성가족부 기능
중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기구)의
발전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2) 아프리카 53개국, 아메리카 39개국, 아시아 46개국, 유럽 43개국, 오세아니아 13
개국에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가 설립되어 있다.

4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Ⅸ)

이 위원회는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 간의 정책조정을 통해 여성정책의 집행력
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의결기구였다. 이후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구인 정무장관(제2)실을 거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률상 최초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6개 부처에 <여성
정책담당관제>를 신설하여 정책의 성 주류화에 노력하였다.
2001년 여성부의 신설은 이전의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강화에 대한 여성계 요구,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이로써 한국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는 독립부처로서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갖는 완결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후 보육업무,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다가 다시 보육,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또 다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등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 기능에 대한 부침을 반복하였다.
이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로서 성별영향
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수단의 제도화 및 정책적 실행,
젠더 이슈 공론화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기반 마련,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런 성과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하여 성평등 정책을 기획･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은 대상중심정책으로 타 부처의 기능중심정책과 통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미니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타 부처와 정책통합
과 조정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청년
세대 및 사회전반에 성평등 의식은 향상되었지만 청년세대 간의 성별 갈등, 세대
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지
만,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아닌 ‘젠더 이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는 선진국 경우에도 정치 상황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한국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미약한 권한과 적은 예산이라는 조건을 극복하면서 이른바 ‘젠더 갈등’ 속에서
성평등 목표를 실현해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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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으로 더 이상 미뤄
둘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김은희, 2020: 109).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영향은 결코 성 중립적이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의 저학력 20대 여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역시 여성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기술 매개 젠더폭력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고, 재유
포를 막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가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불안은 일상이 되었다. 채용 성차별, OECD 국
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 등은 노동시장에서 젠더
불평등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청년여성들은 스스로를 약자로 정
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이처럼 성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따라서 성불
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여전히 요구되고, 그 기능을 담당
할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서는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또한 성평등 정책 수요자의 요구 등에 부합하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되기
위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여성가족부 시즌2를 준비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시즌2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여성특화정책만을 수행
하는 정부조직이 아니고, 남녀 모두의 삶에 변화를 주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에 부응하
는 미래지향성과 정책수요자 중심의 정책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기능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 20년을 맞아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여성
가족부의 성과와 한계, 성평등 정책 추진과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발전방안 및 「정부조직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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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Ⅰ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제Ⅱ장에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한계･과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과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인 여성가족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
한계, 과제를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을 일반적 현황,
조직 형태, 기구 명칭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둘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각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변천 과정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와 중앙-지방 간 연계 방식을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 지형의 변화된 환경을 진단하고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결과에
기반한 여성가족부 SWOT 분석을 한 후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향,
발전방안과 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나. 연구 방법
1) 국내･외 문헌연구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 과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천 과정과 개편 방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 학술자료 및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었
던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관련 학술자료 및 대상국 언어로 운영되는 웹사이트, 학술자료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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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델파이조사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조가 되는 증거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
의 기능과 직제,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
으로 진행하였고, 전문가 델파이조사 문항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과
관련한 환경 SWOT 분석을 위한 문항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총 32명으로 구성하였고, 학계의 경우는 사회학, 행정학,
정책학 전공자들로 구성하였다. 정책연구자의 경우 여성정책 및 행정분야에서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책 현장 전문가로 직접
성평등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및 각 부처 양성평
등정책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담당 공무원 및 출연 연구기관 종사
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성평등 정책을 다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공무
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을 포함하였다. 또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설치 및 개편
방향 논의의 주요 행위자였던 여성운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를 포함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개발은 연구진이 1차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였으며,
여성정책 및 행정 연구 전문가 2인으로부터 타당화 검토 과정을 거쳤다. 연구
진은 심층면접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평가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설문
항목은 크게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설치 20년에 대한 평가, 현행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의 기능별 중요도 및 적절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의 세
방향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1차 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 2차 조사지를 구성
하여 실시했다.

3)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방향 모색과 전문가 델파이조사 문항 개발 및 정책 제언 방안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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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본 연구 진행의 중간 단계에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와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젠더와 입법포럼>을 한 차례 진행
하였다. 또한 <젠더와 입법포럼>의 목적이 입법 관련 주요 의제의 공론화에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을 기념하고
향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하였다.

제31차 젠더와 입법포럼
주제:
일시:
방법:
주최: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방안
2021.9.9.
온라인 (Zoom 접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
주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일시 및 장소: 2021.11.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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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평등 정책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천 과정
가.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제도화
전술한 대로 본 연구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성평등 정책’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검토
가 요청되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법･제도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명칭에서 여성정책과 젠더정책, 성평등 정책이
혼용되고 있으며, 또한 기술적 언어로 정리되는 젠더정책에는 ‘여성이라는 범주’
와 ‘차이’에 관한 인식, ‘논쟁적인 개념으로서의 성평등’(Verloo, 2007:
21-50)과 같은 페미니즘의 여전한 고민들도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김은희,
2018b: 13). 이는 여성부 출범 당시부터 누적되어 온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고 나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여성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정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권영자,
1995; 김정자, 1997; 김양희, 2001: 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정의는 비교
적 갈등 없이 수용되고 있지만, 여성정책 접근의 변화와 함께 ‘여성정책’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다소의 혼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하고 있다.3)

3) 김양희(2001: 3)는 ‘여성부’의 한글과 영문명칭(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을
바로 그와 같은 혼돈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한글명칭 ‘여성부’를
보면 여성정책을 한다는 것인데, 영문 명칭은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
여성정책과 성평등 정책이 과연 같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Ⅸ)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성평등 정책’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여전히 오해와 혼란이 존재한다.4)
유엔 차원의 국제사회 정책 패러다임은 1975년 ‘여성 중심의 접근(WID:
Women In Development)’에서 1985년 ‘젠더 중심의 접근(GAD: Gender
And Development)’으로 이동하였으며,

1995년에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채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성주류화 전략이 국내적으로 착근(embedded) 과정은 압축적으로 제도화되면
서 만들어진 시간의 엉킴과 균열도 존재한다.
여성운동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참가를 계기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차원
에서 1997년을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주류화를 위한 도약의 해’로 선언하고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세력화를 바탕으로 여성정책을 주변의 위치에서 중심
으로 진입시키는 ‘여성의 주류화’를 성주류화의 1차적 과제로 상정했다(김은희,
2017a: 393).5) 여성정책연구회(2000: 1)는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 여성
정책의 주류화｣를 펴내면서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
원회>가 신설되고 국(局) 차원의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설치하면서 ‘여성정책의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를 추진 기조로 정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성주류화 전략

4) 여기에 더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성평등’
과 ‘양성평등’의 왜곡된 갈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김은희(2017b: 60)는
법적 개념이나 정책용어로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가 반복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고, 더디더라도 ‘성평등’으로 명확히 기입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5) 몰리뉴(Molyneux, 1985: 233)는 젠더요구를 ‘실질적 요구(practical needs)’와
‘전략적 요구(strategic needs)’로 구분하고, GAD 접근은 젠더관계를 재편하고 여
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요구를 증진시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
나 GAD 접근은 WID 접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중심의 정책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남녀가 함께 변화하도록 하는 젠더 접근을 취함으로써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시도를 한다(김양희･김선욱･조우철･민무숙･장영아･김은희, 2001:
13-16). 성주류화 과정에 있어서도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
젠더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 역시 이 중 하나가 다른 것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할 전략(twin track strategy)으로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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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면적으로 채택한 것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수립
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이 필요하다는 의견(김엘림 외, 2004: 171)이 제출되고, 박선영(2009: 14)의
연구에서도 ｢(가칭)성평등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여성발전’에서 ‘성차별금지’
와 ‘성평등 촉진’정책으로 전환하고 성주류화 전략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전면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했다.6) 그 후
전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여성가족부)가 수립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에서는 성주류화가 전면적인 전략으로 배치
되고 있지 않았다.7)
배은경(2016: 12-34)의 연구를 통해 다시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기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해방 이후 여성정책의 역사를 주변적 여성에 대한
시혜정책에서 근대화 시기 여성동원정책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WID 접근의
여성복지정책과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 GAD 접근과 ‘성 주류화’의 추진 시작,
2008년 이후 복지정책의 ‘가족화’와 ‘양성평등’ 담론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추진체계의 변화･발전을 통하여 정책 패러다임은 성평등 정책이자 성
6) 2009년에 개최된 ｢성평등기본법｣ 입법토론회 당시 국회여성위원회 신낙균위원장
은 “(가칭)성평등기본법의 입법은 ‘여성발전’에서 ‘성평등 촉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프레임을 간략하게
비교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

비전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전략

성주류화 / 협력체계 구축

-

정책
과제

[10대 핵심과제]
정책에의 양성평등관점 통합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남녀고용평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사회･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 기여 확대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7대 분야 21개 과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확산
고용 격차 해소
공공･국제 분야 여성참여 확대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건강과 복지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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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화 실현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해가기 위한 내용이나
절차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젠더(정책) 연구자들은 성 주류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수단이나 도구로 인식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 실질적 의미를 탐색하는
‘담론으로서의 정책(policy as discourse)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Bacchi, 2000: 45-57). 성주류화에 대한 성찰과 철학적이고 규범적
인 논의 없이 세부적인 개별 정책도구의 시행과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중함으로
써 성주류화의 의미가 제한될 수 있다는 ‘기술도구화(technocratization)’에
대한 우려(김영옥, 2009: 74)를 표명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성부 설치 이후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설치와 법적 근거를 갖춘 성 주류화 정책도구의 제도
화를 통해 만들어온 법･제도적 성과는 크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토대로 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을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 개념을 채택하되 맥락에 따라 당시
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천 과정에 관해서는 각 시기별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기능 범위를 전제로
하되 각각의 기능에 관한 구체적 검토보다는 매 시기 중점을 두었던 성평등 추
진 정책과 맞물려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추진체계를 구축
하였는가는 직제와 예산 등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고, 매 시기 구현된 추진체계
가 갖는 장단점 등을 살펴보는 데 주안을 두고자 한다.

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화･발전 과정
1)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의 변화･발전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여성가족부는 정부 내 타 부처에 대해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실제 타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도
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미비하였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여성계와 여성부는 성주류화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마련에 중
점을 두었다(김민정 외, 2009: 139). 성주류화 적용을 위한 정책도구의 제도
적 구축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성인지통계
생산, 공무원 성인지교육 등을 꼽을 수 있다.8) 이 장에서는 위원회 구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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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평등 정책 조정기능의 변화과정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83년 12월에 발족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면에서 총리를 위원장
으로 하고 관련부서 장관을 당연직으로, 여성문제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한
점이나 명칭에서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향후 여성과 관련된 정
책이 부녀복지(행정)의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성차별 해소의 여성정책으로 확
대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정무장관(제2)실, 1995: 4). 이는 여성문제 전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의 발족과 더불어 이전에 부녀행정이 노동청,
보사부 등으로 분리 시행되어 온 탓에 일관성과 통합성을 갖기 어려웠던 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정무장관(제2)실, 1995: 4).
정책자문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동 위원회는 ①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관계행정기관 간의 여성분야
시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③ 여성의 취업증대와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④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9)
당시 여성정책에 관한 국가의 최고기관이었으나 자문기관으로 의결사항에
대한 행정적 구속력은 없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여성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양애경 외, 2012: 63).
1985년에는 <여성발전기본계획>과 <남녀차별개선지침>이 처음으로 정부에 의해
제출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정부정책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 간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이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계기로 평가된다(원시연,
2006; 배은경, 2012: 13 재인용).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은 대체
8)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4년 시범 분석을 거쳐 2005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독립된 ｢성별
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1046호, 2011.9.15. 제정, 2012.3.16. 시행)이 제정되
었다. 성인지예산제의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0 회계연도부터 국가예
산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4월 ｢통계법｣을 개정하여 신규 통계 작성 시에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하도
록 규정하였다.
9)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1270호, 1983.12.8., 제정. 1983.12.8.,
시행) 제2조(기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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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산이 적고 협조가 복잡하지 않은 안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부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상호 인지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 하였다. 기초자료의 수집과
인력이 요구되는 안건의 제출은 주로 정무장관(제2)실이나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지시사항도 노력사항으로 심의 결과를 일관
성 있게 정책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이온죽･서승희, 2002: 117).

나) 정무장관(제2)실
중앙정부 내에 여성정책을 다루는 장관급 추진체계가 설치되고 여성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제6공화국 시기로, 여성 관련 업무 총괄부처로 정무장
관(제2)실이 설치10)되었다.
｢정부조직법｣ 제18조와 ｢국무총리훈령 제218호｣에 의하여 정무장관(제2)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와 문화･
예술 분야에 관한 업무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1990년 6월 21일 ｢국무총리훈령
(제243호)｣의 개정으로 문화･예술분야는 문화부로, 청소년 분야는 체육부로 이
전되고,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아동･노인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면서 특히 여
성 관련 업무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권용수, 2010: 131). 이
어서 1991년에는 여성문제 전담 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을 산하에 둠으로써 여
성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로 자리잡게 되었다(양애경
외, 2012: 107). 정무장관(제2)실은 참모조직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법집행권이나 입법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준사법권 등의 권한이 없어 효과
적인 정책 조정이나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여성학적 시각을 지닌 여성장관을 정
무제2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여성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이온죽･서승희, 2002: 118). 1996년에는 1998년부터 5년간 수행될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① 남녀평등의 촉진 ② 여성의 사회
참여 ③ 여성의 복지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명시하였다.
10) 정무장관(제2)실의 전신은 1970년 8월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무임소장관으로
1981년 4월 조직개편 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된 정무장관 조직을 활용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맡았으나, 당시 정무장관(제2)실은 1983년 이후 장관이 임명되
지 않아 운영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있었다(원시연, 2006b: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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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정책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여성특별위원회)와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도 여성부 또는 여성특위 신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IMF 관리체제로 대변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작은 정부론과
여성정책 조정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정책심
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외형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총리 직속에서
대통령직속으로 격상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1998.2.28.).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1) 여성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2) ｢여성발전기본법｣ 상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제반조치 (3)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4)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
위원회, 1998: 13).”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1) 여성문제가 모든 국가정책 영역에서
핵심분야로 다루어지도록 여성정책을 ‘주류화(mainstreaming)’해 나간다. (2)
국가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
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 나간다. (3) 지식･정보시대에 부응하여 여성이 국
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4)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성
계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었다(대통령직속 여성
특별위원회, 1998: 14).
남녀 공동참여사회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가 출범하였으며,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근로
여성정책과) 등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운영하고, 기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집행기능을 담당케 하고, <여성특
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전담하였다. 이러한 추진체계를 통해
“여성정책을 여성특위만의 정책이 아닌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 참여
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 15)”. “각
부처의 소관업무를 타 기관에서 조정･관여하는 형식이 아니라 해당 부처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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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직접 그 부처 내부의 정책담당관실에서 조정하면서 특위 업무를 지원하는
정책네트워크는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아시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소속된 부처 내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의
한 갑작스러운 신설로 인해 부서의 고유 영역과 권한,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으며
부서 간 갈등이 유발되었다. 또한 여성들로만 담당관을 보한 과정이 남성 공무원
들에게는 일종의 특혜와 역차별로 여겨지기도 하였다(원시연, 2006a: 91)”.
“여성특위는 여성정책 전담 부서이면서도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이 없었으며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들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다. 즉, 여성특위위원장
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
결권이 없으며, 법령안을 직접 제출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여성특위는 차관
급의 부위원장이 없음으로 인해 국무회의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심의절차 과정
인 차관회의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모든 부처의 업무와 연관성이 매우 깊
은 여성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
성특위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결정적
인 역할을 하였고 동 법에 의해 남녀차별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부여받아 사회 곳곳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남녀차별
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양애경 외, 2012: 156)”.
조직적 위상은 정무장관(제2)실 때보다 약화되었으나 대통령의 여성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여성운동계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합의 정도가 강력했기
때문에 실제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배은경, 2012: 17).

라) 여성부 신설 이후 심의･조정 기구
(1)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
여성부가 성주류화를 여성정책의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성주류화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2002년)되면서 <여성정책조정회의>(법
제11조)와 <여성정책책임관>제도(법 제12조)가 신설되고, 성별영향평가의 법
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김민정 외, 2009: 163). <여성정책조정회의>는 2002년
12월 11일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3년 3월에 설치된(법 제
10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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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국무총리, 부의장은 여성부
장관,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
임관>(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지정하였다. 이 제도는
정무장관(제2)실 때부터 그 중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동시에 여러 과에 관련된 사업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여성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 기관의 여성
공무원 지위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
부터 45개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이 지정되었다(양애경 외, 2012:
190). 아울러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4개 부처에 여성정책
전담인력(5급 공무원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43).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여성부가 다른 행정부서의 정책관료들과 여성정책을
주제로 공식적인 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정책 조정 채널이었으나, 내용도 여성
정책 기본계획 시행 심의, 조정회의 운영 세칙안 심의에 그치는 등 활성화 되
지 않은 측면이 있고, 서면회의로 대체되거나 1년에 한 번 개최될 정도로 유명
무실해져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김민정 외, 2009: 171). 또한, <여
성정책책임관>은 겸임 업무인 여성정책보다 본 업무를 우선시하여 여성정책이
주변화되는 등 효율적으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총괄하기 어려워 형식적인 제도
에 머물렀다(김민정 외, 2009: 163-164).

(2)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운영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 6개 부처(노동부, 교육부, 행정
자치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두고 계속 운영
했다. 이 제도는 정책집행권이 없던 <여성특별위원회>의 집행기능을 보완하고
부처 간 조정, <여성특별위원회>와의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시기에 설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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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초기 부처 내부의 정책개발과 조정업무를 맡아 부처 내 여성정책 개발
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269), 2005
년 여성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생기면서 행안부와 복지부는 <여성정
책담당관>을 폐지했고, 2008년까지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와 고용부(여성고
용정책과), 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 농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는 부처 내 다른
팀으로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며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는 팀제도로 흡수, 통
합되는 과정을 밟았다.11)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집행부서인 과 또는 팀으로
바뀌게 된 것은 여성부의 집행업무 강화와 함께 당시 행정부 평가체계와도
연동되는데, 부처의 업무를 양적인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여성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업무는 평가하기 힘들거나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업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신현옥, 2012; 배은경, 2012: 21 재인용).

(3)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정책책임관
2015년 7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할 체계를 정비하였다(여성
가족부, 2016: 43).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수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다(여성
가족부, 2016: 42). 또한 “그간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해 여성정책실무회의 산하에 양성평등 TFT를 운영해왔으나,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 현안에 대한 보다 전문성 있는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0월부터 <양성평등위원회>
산하에 양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42)”. 현재 양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는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분과와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세칙」의 일부 개정(2019.8.6.)으로 기존의 여성인재활용과 일･가정 양립 분과,
양성평등 교육･문화 분과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각 분과위원회는 여성가족부
11) 서울PN(2018.10.2.). “부처마다 ‘성평등 부서’… 여가부와 시너지냐, 옥상옥이냐”.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03016004#csidxba
9cae9767301f588725e8999b194b7(접속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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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기존 <여성정책
책임관>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개편하고, 배치 범위도 기존의 중앙행정
기관에서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의 경우도
기존의 4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지정되어 운영
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성평등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43)”. “각 중앙행정
기관과 시･도에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은 해당 기관 시행
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43).”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둔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자문기구이다. 주요 기능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표 Ⅱ-1>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운영
구분
설치 근거

주요 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7조

소속

국무총리

성격

자문위원회

목적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기능

∘
∘
∘
∘
∘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
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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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다른 법령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제3항)
∘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
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구성

∘
∘
∘
∘

지방

∘ 시･도 양성평등위원회(법 제11조의2)

3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정부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
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
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 민간 위원: 양성평등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로 10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하부 조직

∘ 양성평등실무위원회(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0조)
∘ 분과위원회(법 제12조제2항)

자료: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토대로 연구자가 구성함.

<양성평등위원회>는 2015년 7월 개편과 함께 처음 개최된 회의에서 제1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양성평등위원회> 실무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을 심의하고, 일･가정양립 정책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은 이후, 2021년
10월 말까지 총 13차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개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Ⅱ-2>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시

제1차

15.07.27.
(대면)

제2차
제3차
제4차

안건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5~’17)
∘ 양성평등위원회 실무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일･가정 양립 정책 ’15년 추진현황 및 계획

15.12.23-12.28.
∘ ’14년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서면)
16.06.10.
(대면)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안)
∘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고 방안

16.12.26.-12.28.
∘ ’15년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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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5차

제6차

개최일시

안건

17.04.12-04.18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서면)
17.12.20.
(대면)

∘
∘
∘
∘

’16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안)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안)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보고(안)

제7차

18.04.26-05.01.
∘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서면)

제8차

∘ 제8차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권고 이행계획
18.12.20.-12.28.
∘ ’17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서면)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19년 시행계획

제9차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19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19.09.27-10.07.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19년 상반기
(서면)
이행점검 결과

제10차

20.02.12
(대면)

∘
∘
∘
∘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안) (’20~’24)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년도 시행계획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심의 권고 이행점검 결과
’18년 국가성평등지수분석 및 활용방안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 2020년도 상반기
20.08.26-08.30.
이행점검 결과
제11차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 2020)
(서면)
2020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제12차

21.02.19.
(대면)

제13차

21.09.27.-09.29.
(서면)

∘
∘
∘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3기(’21~’23) 국가행동계획안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1년도 시행계획안
’19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심의 권고 이행점검 결과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21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추진계획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제공 ‘여성가족부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2015-2020) 각년도 12월말 기준 자료 및 21.10월말 기준
자료를 참조하여 구성함.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된 2015부터 현재까지 1년에 평균 두 차례 정도의
개최 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마저도 한 번 이상은 서면으로 개최되는 등 형식
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최 안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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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의 심의기능 이상을 하고 있지 않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정책통합과 조정 등의 안건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양성평등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 주류화를 위한 주요 제도적 수단인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
13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까지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표 Ⅱ-3>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구분
설치 근거
설치일

주요 내용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2012.03.16.

소속

여성가족부

성격

자문위원회

목적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기능

∘
∘
∘
∘

중앙

구성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
∘ 정부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소속 성별영향분석담당관(각 부처의 실국장)
∘ 민간 위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8명
이내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

Ⅱ.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한계･과제 ❚ 25

구분

주요 내용

설치 근거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
설치일

지방

2015.02.03.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성격

자문위원회

목적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기능 및
구성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자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그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이 위원장
이 되고, 6개 부처의 성별영향분석담당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되
어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장관급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양성평등위원
회>와는 그 위상이 확연히 다르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성
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등 정책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환류
단계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사항은 그대로 <중앙성별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남겨 두더라도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최소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이라는 본연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간
정책통합과 조정이 동일한 위상을 갖는 조직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정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해당 기관의 성 주류화 제도운영의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4)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추진 및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신설 및 협의체 운영
문재인 정부는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 및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코자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성평등위원회는 전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중앙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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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며,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이행토록 하고,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제도를 연계하는 등
성주류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성과관리를 강화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12) 그러나,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국정과제 추진현황13)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 운영 이후로는 이에 관한 보고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으로 추진된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의 추진현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약
이행 점검 프로젝트인 <문재인미터>에서는 ‘171.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지체
(25%)로 분류하고 있다.14) 차인순(2021)은 언론기고문에서 ‘위원회’로 부처를
대신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면서 “현 정부 공약에 있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
원회’도 실효성 우려로 추진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15), 일부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현 정권 임기 안에 완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고 보도되기도 했다16).
한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학교･문화･체육
계까지로 확대되며,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대해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부처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계･직장 등 정책영역과
12) 2017년 7월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발표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38653?f=24959%7C%E2%98
%852017%EB%85%84+%EA%B8%B0%EC%88%A0%ED%98%81%EC%8B%A
0%EB%8C%80%EC%A0%84+%EA%B3%B5%EA%B3%A0%EB%AC%B8.hwp&
pageIndex=140(접속일: 2021.11.1.).
13) <100대 국정과제> 추진현황은 https://www.evaluation.go.kr/psec/np/np_
2_1_2.jsp#page3(접속일: 2021.11.1.) 참조.
14) <문재인미터>의 해당 공약 이행평가는 http://moonmeter.kr/search.jsp?key
word=%EC%84%B1%ED%8F%89%EB%93%B1%EC%9C%84%EC%9B%90%E
D%9A%8C&category=oc(접속일: 2021.11.1.) 참조.
15) 차인순(2021). “여성가족부에 필요한 건 ‘존치’만은 아니다”. 2021년 7월 16일자.
한겨레21 제1372호.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
50651.html(접속일: 2021.11.1.).
16) 오예진(2021).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현 정권 임기내 어렵다”. 2021
년 5월 16일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41161
00530(접속일: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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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큰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 등 8개 기관17)에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다(’19.5.7.)(여성가족부, 2020: 17)”. 각 기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모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 내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전담부서는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정책을 두 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처별로 성평등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민간위원들과 고위공무원들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
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4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까지 총 13회의 협의체를 운영했다(여성
가족부, 2021: 18).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양성
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18)｣을 제정(’20.4.29.)했으며, 양성평등 지원
에 관한 훈령 표준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제･개정을 요청하였다(’20.9.9.).
“성평등 협력･조정 활성화 방안, 성인지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여성
폭력방지대책 기본계획(안), 부처별 양성평등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44)”. “또한, 지역 간 성격차 해소 및
성평등 수준 제고 필요성에 따라 2019년부터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역
양성평등센터’로 확대･개편(4개소, 인천･경기･전남･경북)하여 지역 양성평등
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17)”.
김대중 정부 당시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있다가 폐지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농어촌 여성, 근로자 여성, 여성 군인 등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주된
정책 내용이었다면,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주류화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히 여성차별과 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과 정부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만들
어지게 되었다.19)
17)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18) 여성가족부훈령 제142호(2020.4.29., 제정･시행)
19) 조희선(2020). “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 등 거버넌스 제도화돼야 양성평등 정착”.
2020년 1월 15일자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
id=20200116019004&wlog_tag3=naver#csidxf578306c8ecb397b8e130ec
270492c1(접속일: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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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기능을 위한 기구의 변화･발전
여성부가 설치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특별위원회>의
약한 권한, 재정적･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여성정책 추진과 타 부처와의 조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온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김민정 외, 2009: 159).
이처럼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집행기능 부재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출범한
여성부는 출범 이후 집행기능의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며 변화･발전해 왔다.
<표 Ⅱ-4> 여성정책 전담 기구의 변동
명칭

정부조직법
개정 시기

변경사항

변경 사유

여성부

2001.01.29.

여성부 신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부

2004.03.11.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영유아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
하여 여성부에 가족정책의 수립･조
정 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

여성가족부

2005.03.24.

여성부에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함

여성부

2008.02.29.

가족 및 보육정책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

정부 기능의 효율적 재배치, 여성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기능 수행

여성가족부

2010.01.18.
(2010.03.19.
시행)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기능을 이관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 ｢정부조직법｣ 연혁법령의 제･개정
이유를 참조하여 구성함.

이하에서는 여성부 출범 이후 가족 업무를 둘러싸고 조직의 확대를 반복해
온 것을 고려하여 여성부가 출범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기 전을 제1기 여성
부 시기(2001년-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여성부로 축소되기 전까지
를 제1기 여성가족부 시기(2005년-2008년), 여성부로 축소되어 여성가족부로
확대되기 전을 제2기 여성부 시기(2008년-2009년),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맡
으면서 다시 여성가족부로 재편된 시기를 제2기 여성가족부 시기(2009년부터
현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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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기 여성부(2001년-2005년)
여성부는 이전의 정무장관(제2)실이나 <여성특별위원회>가 행정조직의 측면
에서 갖는 한계와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여성정책 전담기구 강화 요구, 정치 지
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결합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부처로 신설되었
다(김민정 외, 2009: 162). 2001년 1월 29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상 여성부
의 역할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20). 구체적으로는 이전의 <여성특별
위원회>가 담당했던 여성정책의 조정업무와 남녀차별 개선 업무에 더하여 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업무, 윤락행위 방지업무, 그리고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집행업무로 수행하게 되
었다. 이 외에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업무,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준수 업무,
북경 여성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업무 등을 맡게 되었다(양애경 외, 2012: 187).
2004.3.1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까지 확대되었
다. 당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여성에게 있어 육아부담을 사회참여를 가
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로 인식하고 저출산 시대 여성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
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으로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보육예
산의 지속적인 확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 시행,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실시, 민간 보육시설 지원 강화, 보육정보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
하였다.
소관 법률은 ｢여성발전기본법｣(1995.12.30. 제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1999.2. 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1993.6.11. 제정) 등 5개로
출발21)하였으나, 2004년 영유아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영유아보육

20) ｢정부조직법｣[법률 제6400호, 2001.1.29., 일부개정] 제42조 (여성부) 여성부장
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 소관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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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91.1.14. 제정, 2004.1.29. 전문개정)이 추가되어 6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6호, 2004.3.22., 제정, 2004.9.23. 시행]이 제정･시행
되면서 성매매를 여성의 인권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은 첫째,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 남녀평등하게 수립되도록 정책과정을 점검･평가･분석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조직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고자 했다. 둘째는 여성 인적
자원을 적극 개발･활용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위해
정책, 교육, 피해자 보호, 권리구제 등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넷째, 평등･발전･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비정부 기구, 정부부처와
협력을 하는 것이다(여성부, 2002: 5).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부는 1실 3국 11개 과의 102명의
규모로 출발하였다. 여성부장관은 이전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주요 정책에 대해 성인지
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여성부, 2002: 6).

자료: 여성부(2002). 2001 여성백서. p.7.

[그림 Ⅱ-1] 출범 당시 여성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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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별위원회>가 담당해 왔던 남녀차별 개선사무는 여성부가 출범하면
서 여성부장관 소속 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담당하게 되었다.22)
이후 여성부로 존치하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조직 변화가
있었다.
<표 Ⅱ-5> 여성부직제 변화를 통해 본 제1기 여성부 조직개편 과정
개정 시기

내용

2001.01.19.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윤락행위 방지,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 관장(1실 3국 11과,
정원 102명)

2002.03.02.

행정관리･법무･감사 및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신설(1개과 증설)
및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 정보화 사업 강화(1실 3국 12과, 정원 120명)

2003.04.07.

정책보좌관의 설치(1실 3국 12과, 정원 122명)

2004.06.12.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보육업무 이관(1실 4국 1관, 정원 145명)

2005.04.15.

정책홍보관리실 설치,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 강화(1실 4국 1관 15과, 정원
150명)

2005.06.23.

여성부직제 폐지 및 여성가족부직제 신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 관장(1실 4국 2관 19과 정원 176명)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 ｢여성부직제｣ 연혁 법령을 참조하
여 연구진이 작성함.

첫 번째는 여성부 출범 2년째(2002.3.2.)로 여성정책실에 행정관리･법무･
감사 및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1개 과를 증설하고,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정원이 102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났다.
두 번째는 여성부 출범 3년째(2003.4.7.) 정책보좌관 설치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원이 122명으로 늘었다.
세 번째는 여성부 출범 4년째(2004.6.12.)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영유아
2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6401호, 2001.1.29., 일부개정) 제
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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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23)됨에 따라 보육정책국을 신설하며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전의 여성정책실을 기획관리실로, 여성정책실장을
보좌하던 기획관리심의관을 여성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대외협력국은 그 기능을
기획관리실과 권익증진국으로 이관하면서 폐지하였다. 이 시기 정원은 23명
증원되어 145명이 되었다.
네 번째는 여성부 출범 5년째(2005.4.15.)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 강화
를 위하여 기존의 기획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하고 정원은 150명이
되었다.

자료: 여성부(2004.10.). 여성부 업무현황.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자료. p.4.

[그림 Ⅱ-2]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2004.6.12.) 이후 여성부 조직도
정부 세출예산에서 여성부가 차지하는 세출예산의 비율은 0.04% 정도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시기의 0.01%보다 상향되었으며, 2004.6.12.
보육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2005년 편성 예산에서 여성부가 차지하는 세출예산
의 비율은 0.48%까지 높아졌다.

23) ｢정부조직법｣[법률 제7186호, 2004.3.11., 일부개정, 2004.3.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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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제1기 여성부 시기 정부 세출예산과 집행부서 세출예산의 비교(일반회계)
(단위: 억원)

집행부서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

제1기 여성부

연도

정부
세출예산(A)

부처
세출예산(B)

구성비
(B/A, %)

1999

836,852

143

0.017

2000

887,363

109

0.012

2001

991,801

113
(288)

0.011

2002

1,096,298

427

0.039

2003

1,151,300

435

0.038

2004

1,201,394

485

0.04

2005

1,343,704

6,438
(6,662)

0.48
(0.5)

주: 1) 추경예산(일반회계) 기준임.
2) 2005년도 ( )는 당초 가족부문 주요사업 예산을 포함하는 경우
자료: 국회여성위원회 전문위원 박숙자(2002.10.). 2003년도 여성부소관 일반회계세출예
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1999-2002년도). p.1; 여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4.11.). 2005년도 여성부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2003-2004
년도). pp.1-2;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병호(2006.11.). 2007년도 여성가
족부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2005-2006년도). pp.1-2 참조.

여성부 예산은 출범 초기인 2001년은 <여성특별위원회>, 노동부, 보건복지
부에서 이관된 사업 예산 및 예비비로 편성되어 운영되었으며, 부처로 개편된
이후 첫 예산이 편성된 2002년은 여성부 출범(2001.1.29.)에 따라 정원이 49
명에서 102명으로 늘어 인건비가 31.2%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여성인력개발사업, 남녀차별개선사업, 권익증진사업, 대외협력사업, 정책연구
개발사업, 여성발전기금조성 등으로 나누어 편성되었다.
여성인력개발사업은 2004년까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5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을 지방이양 함에 따라
이 무렵부터는 여성인적자원 활용기반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05년 편성된 여성부 예산안을 보면,
여성부 세출예산안 중 일반행정(장) 여성행정(항)은 24개 사업에 250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여성부 전체 주요사업비 예산의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여성행정(항) 주요사업비 393억 900만 원에 비해 36.2%가 감액된

34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Ⅸ)

수준을 보인다.24) 한 부처의 예산이 그 부처의 기능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진
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의 개발과 조정이라는 여성부 본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5)
<표 Ⅱ-7> 제1기 여성부 예산
(단위: 만원)

연도

인건비

기본사업비

주요 사업비

여성부 예산액

2001

159,100

278,500

2,441,600

2,879,200

2002

351,123

307,489

3,607,876

4,266,488

2003

460,835

285,463

3,608,528

4,354,825

2004

510,190

286,846

3,900,193

4,697,228

2005

625,200

336,500

63,281,600

64,243,300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여성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여성부 소관)(각년도) 참조.

제1기 여성부 시기 수립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년~2007년)은
정책의 중점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남녀동반자적 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부내 성인지적 정책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제1기 여성가족부(2005년-2008년)
2005.3.24. ｢정부조직법｣(법률 제7413호) 개정으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여성가족부로의 개편 이유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여성가족부
연혁 설명에 의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
이 변화하고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예방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
해짐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부가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 통합

24) 국회 여성위원회(2004.11.). 2005년도 여성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여성부 소관). p.1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5) 국회 여성위원회(2004.11.). 2005년도 여성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여성부 소관). p.1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Ⅱ.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한계･과제 ❚ 35

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26)
2005년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
률안(2005.2.3. 정부 제안, 의안번호: 171337) 논의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
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정책의 출발이 가족을 기본단위로 함으로
써 가족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2005.2.:
5-6).27)
이에 반해 관련 위원회로서 의견을 제시한 여성위원회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가족정책을 거시적이고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
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하면서도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을 규정하면서도 추상적인 국가책임과
기본적인 추진체계만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
복지법｣에 관한 사무만을 이관하고 있어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모로 한계가 있을 것이며, 가족
정책의 추진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
(예: 출산 관련 정책, 아동정책 등)들을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여성위원회, 2005.2.: 5-6).28)
이러한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로의 개편은 2005.3.2.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또한, 이때 아쉽게도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
가족부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업무로 통합하고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였다.

2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여성가족부의 연혁. http://www.mogef.go.kr/mi/amo/
mi_amo_f003.do(접속일: 2021.10.5.)
27) 보건복지위원회(200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의견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713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련위 심사
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9908(접속일:
2021.12.6.)
28) 여성위원회(2005.2.).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제출)에 대한 심사경과 및
의견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713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련위
심사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9908(접속일: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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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상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법 제42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 시기에 맡았던 업무 중 남녀차별
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새롭게 맡게 되었다.
소관 법률은 제1기 여성부 시기부터 맡아왔던 5개의 법률[｢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에 ｢건강가정기본법｣(2004.2.9. 제정)과
｢모･부자복지법｣(1989.4.1. 제정)이 추가되었다.
제1기 여성가족부는 2005.6.23.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1실 4국 2관 19과의 정원 176명의 규모로 출발하였다.

자료: 여성가족부(2005.6.28.). 여성가족부 업무현황. 제254회 국회(임시회) 여성위원회
자료. p.2.

[그림 Ⅱ-3] 제1기 여성가족부(2005.6.23.)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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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조직의 큰 변화는 2005.12.29. 조직의 유연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팀제를 도입하며 2본부 3국 2관 21팀으로 재편되었다.

자료: 여성가족부(2006.2.20.).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제258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
위원회 자료. p.4.

[그림 Ⅱ-4] 제1기 여성가족부 팀제 도입(2005.12.29.) 이후 조직도
그 이후 2007.11.30.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가족통합
팀이 신설되어 2본부 3국 2관 22팀이 되었다. 정부부처의 팀제 운영은 조직의
유연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
친 면이 있다(오시영･김병섭, 2009).
이 시기 조직 및 인력･예산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및 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2006.7.), 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기능의
강화(2007.2.), 대변인제도의 도입(2007.8.),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2007.11.) 등으로 출범 당시
176명이었던 정원이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변경되기 전에는 18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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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여성가족부직제 변화를 통해 본 제1기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과정
개정(시행) 시기

내용

2005.06.23.

여성부직제 폐지 및 여성가족부직제 신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 관장(1실 4국 2관 19과 정원 176명)

2005.12.29.

여성가족부 조직의 유연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팀제 도입(2
본부 3국 2관 21팀, 정원 176명)

2006.07.01.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및 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

2007.02.01.

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정원 178명)

2007.08.22.

대변인제도의 도입(홍보관리관이 겸임)

2007.11.30.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가족통합팀 신설)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력증원(2본부 3국 2관 22팀, 정원 185명)

2007.11.30.

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정원 187명)

2008.01.18.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함

2008.02.29.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변경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 ｢여성가족부직제｣ 연혁 법령을 참조
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정부 세출예산에서 제1기 여성가족부가 차지하는 세출예산의 비율은 보육업무
에 가족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2006년 확정 예산에서 0.59%까지 상향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8년 확정 예산에서는 0.89%까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9> 제1기 여성가족부 예산의 정부 세출예산과의 비교(일반회계)
(단위: 억원)

연도

정부 세출예산(A)

부처 세출예산(B)

구성비(B/A, %)

2005

1,343,704

6,438
(6,662)

0.48
(0.49)

2006

1,469,625*

8,729

0.59

2007

1,565,177

11,379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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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부 세출예산(A)

부처 세출예산(B)

구성비(B/A, %)

2008

1,749,851

15,565
(539)

0.89
(0.03)

주: 1) 일반회계 기준임.
2) 2005년도 ( )는 당초 가족부문 주요사업 예산을 포함하는 경우이며, *은 ’06년
추경예산 기준(특별회계･기금 정비전 기준)
자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병호(2006.11.). 2007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2005-2006년도). pp.1-2 참조; 2007-2008년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
개시스템>상세재정통계DB.(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
openInfPage.do?mId=B002)를 활용하여 해당 년도 국회확정예산(일반회계) 기준
으로 산출함.

제1기 여성가족부 시기의 주요 사업비 예산은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가족
기능 강화, 보육지원 강화, 여성 권익증진,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등으로 나뉘
며, 이 중에서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거 보육지원 강화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 “여성행정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설립 목적 중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
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항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설립연혁이
나 설립목적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실제 예산편성액은
2006년 예산안 기준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의 3.5%에 그치고 있고,
해마다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29)
<표 Ⅱ-10> 제1기 여성가족부 시기 여성행정 사업 예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안)

여성행정(항)

39,309

33,867

29,734

자료: 여성가족위원회(2005.11.). 2006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서-여성가족부 소관. p.1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05년 보육과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
된 것은 젠더관계의 변화에 가장 큰 정책영역인 자녀양육과 가족돌봄의 영역
으로 여성정책 수단의 강화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차별개선업무
29) 여성가족위원회(2005.11.). 2006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여성가족부 소관. p.1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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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이관 및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흡수･통폐합은
여성정책 조정･기획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
성가족부는 계속적인 집행업무 이관으로 타부처와의 갈등 발생, 관련 단체(보
육단체, 가정학계 등)와의 대립 및 갈등, 조직 증원에 따른 타부처로부터의 지
속적인 인력 보충 등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집행부
서로 개편된 상황에서 여성부로서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업무개발은
불필요해졌고, 새로 가져온 집행업무, 특히 보육정책의 정착에 집중하는 모습
을 보였다(원시연, 2006; 신현옥, 2012; 배은경, 2012: 21 재인용).”

다) 제2기 여성부(2008년-2009년)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 부처들의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2008.1.21.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087)’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당시 여당의 반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못하자30),
이명박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하고, 보육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현재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켰다(윤홍식, 2014: 102).
2008년 2월 제안된 정부조직개편 원안(｢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는 기존 여성가족부(여성, 가족 및 보육정책 담당)와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
정책 담당)를 폐지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보건위생, 방역, 의･약정, 생활보호,
사회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정책 등 담당)와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가족(보육 포함) 기능만 보건복지부
로 이관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만 담당하는 여성부로 존치하되, 보건복지
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30) 2008년 1월 24일 열린 정부조직개편 분야별 토론회(여성정책 추진기구 관련)에
서의 발제문은 복지부와 통폐합 시 여성정책 및 성평등 정책이 주변 정책으로 전
락할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련 부처를
확대･강화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여성정책 전담부서 탄생 이전의 각종 사회복지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결여했고, 이로 인해 성차별적 정책 결과를 낳았기 때문
임을 강조하며, 여성가족부의 존치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조은,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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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아래에 인용한 문구와 같은 이유로 여성
가족부로 존치시키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논의되었으나, 결과는 재석 202인 중
찬성 51인, 반대 124인, 기권 27인으로서 윤원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고, 행안위에서 제안한
원안이 가결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으로 타결되었는데, 수정안은 “여성 정책을
고립시키고 가족 정책과 보육 정책을 분리하여 거대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책 틀에 단순히 병합시켜 버리는 안으로 제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여
성가족부에 대한 조직개편은 여성 정책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이제 막 보편
정책으로 성장하려던 가족 정책과 보육 정책을 단순히 복지수혜 차원으로
왜소화시킬 것이 너무도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바
로잡기 위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수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
지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제17대국회 제271회 제8차 국회본
회의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윤원호의원의 제안설명 일부 발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성부로 존치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1조 5000
억 규모의 부처가 400억 규모의 초미니 부처로 전락한 것은 여성부라는 것
이 결국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만 남고 여성정
책이나 가족정책이나 보육정책이나 양성평등정책 그 어떤 것도 정책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빈껍데기의 여성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제17대국회 제271회 제8차 국회본회의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장향숙의원의 지지의견 일부 발췌).”

이러한 논의를 거쳐 기존의 여성가족부는 보육과 가족기능을 보건복지가족
부로 이관하고 여성정책만을 담당하는 초미니 부처로서 여성부의 명맥을 유지
하게 되었다.
제2기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2.29., 전부개정)
제36조). 제1기 여성부 시기의 역할과 유사하나, 남녀차별 개선 업무는 회복
하지 못하였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 및 가정
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지원 및 국제 교류･협력 등의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제2기 여성부 출범 초기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일제하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가정

42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Ⅸ)

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6.5. 제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소관 법률은 5개로 늘었다.
가족･보육 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기존 여성부의 고유 업무인
여성정책과 권익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2기 여성부는 1실 2국 13과로
조직을 구성하고, 정원 100명으로 출범하였다.
<표 Ⅱ-11> 제2기 여성부 예산의 정부 세출예산과의 비교
연도

여성부 확정예산
(억원)

국가예산(총지출)
(조원)

구성비(%)

2009년

848

284.5

0.03

2010년

1,061

292.8

0.04

자료: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알기 쉬운 재정>한눈에 보는 재정>우리나라 재정
현황>중앙재정>지출>국가예산추이(총지출). https://www.openfiscaldata.go.kr/
portal/theme/themeProfile22.do#none과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재정
통계>복합통계분석>예산>데이터자료>세출/지출>소관별 예산편성현황>소관>여성
가족부(여성부)>예산편성금액>국회확정 설정 후 검색기간을 2009년부터 2010년
으로 설정하여 추출함.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
InfMultiTColPage.do# return false(접속일: 2021.10.7.)

자료: 여성부(2008.5.14.). 여성부 업무보고. 제273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자료.
p.3.

[그림 Ⅱ-5] 제2기 여성부 출범(2008.2.29.) 당시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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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여성부 시기는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출범 초기의
조직구성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2009.5.1.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기능 수행을 위한 실무인력
9명이 충원된 바 있다.
<표 Ⅱ-12> 여성부직제 변화를 통해 본 제2기 여성부 조직개편 과정
개정(시행) 시기

내용

2008.02.29.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변경함
여성가족부 직제 전부 개정을 통해 여성부 직제 마련(1실 2국 13과, 정원
100명)

2009.04.30.
(2009.05.01.)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기능 수행을 위한 실무인력 9명 충원(1실 2국 13과, 정원 109명)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 ｢여성부직제｣ 연혁 법령을 참조하여
구성함.

조직 및 인력의 변화, 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시기의 주요 성과는
성별영향평가과를 두고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기능 수행을 위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여성부는 제1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2009.6.10.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방지해 여성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성폭력방지 중
앙점검단’을 설치했다. 중앙점검단은 여성 폭력 피해 관련 현장 실태조사, 피해
자 지원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피해자 긴급구조 및 유관기관 연계, 여성
폭력 관련 현황 파악 및 대처, 신･변종 성매매 업소, 인터넷 성매매 감시 등의
활동을 하였다. 점검단은 법무부 파견검사를 단장으로 하고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여성부 직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 여성부 차관 직속으로 운영하였다.31)

31) 권지희(2009.5.18.). “여성부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 설치”. 여성신문. https://
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7(접속일: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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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기 여성가족부(2010년~현재)
2009.10.23.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32)을 이은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9.12.30. 수정 가결되었다.
여성부로의 축소 및 보건복지가족부로의 확대･개편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여성정책의 위축 및 가족 기능의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었다(윤원호의원 외 40인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부결된 바도 있음). 또한, 적극적인 여성정책 수립의 한계,
여성정책과 연계성이 큰 가족정책이 여성정책과 분리됨에 따른 가족정책의 비
효율성 및 비합리성 문제, 보건복지가족부의 특성상 보건의료･복지･질병 통제
등 현안 사항에 집중됨에 따른 가족정책의 종합성･전문성･효율성 저하 우려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9: 4-5).
조직개편 당시 여성 및 가족정책 기능의 위축 우려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
고,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 개편 이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개편 당시 기능조정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부는 부(部)로서의 위상 강화 및 가족･여성･청소년 정책
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급변하는 가족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가족 가치 정립 및 건전한 가족
문화 조성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었다(행정
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9: 7).
그러나, 여성계 등을 중심으로 기능 조정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즉,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볼 때, 여성･보육･아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보육･아동 기능은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도록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종합성･효율성 구현을 위해서는 보육･아동 기능
역시 확대･개편되는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9: 8-9).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09.10.23. 이은재의원등 12인 발의, 의안번호:
180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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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
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10.1.18.)됨에 따라 여성부는 다시 여성
가족부로 개편(2010.3.19.)되었다.
여성정책의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게 되면서33), 소관 법률은 제2기 여성가족부 출범 초기 19개로 늘었으며,
2021년 2월 기준 소관 법률은 26개가 되었다.
정책영역별로 살펴보면,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2014.5.28.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성별영향평가법｣(2011.9.15. 제정),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6.5. 제정)이 있으며, 권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15. 제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3.22. 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2000.2.3. 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1993.6.11.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12.24.
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4.20. 제정,
2023.1.1.시행)이 있다.
청소년정책 영역에서는 ｢청소년기본법｣(1991.12.31. 제정), ｢청소년보호법｣
(1997.3.7. 제정), ｢청소년복지지원법｣(2004.2.9. 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2004.2.9. 제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981.4.13. 제정), ｢스
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1969.7.28. 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2014.5.28. 제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버리 지원 특별법｣
(2018.12.18. 제정)을 관장하고 있다.
가족정책 영역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2004.2.9. 제정),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12.14. 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2.8. 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3.24. 제정), ｢아이돌봄 지원법｣(2012.2.1. 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3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의 연혁(http://www.mogef.go.kr/mi/amo/
mi_amo_f003.do)(접속일: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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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2007.12.14.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 제정), ｢한부모
가족지원법｣(1989.4.1. 제정)을 관장하고 있다.
제2기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가족 기능을 이관받아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 정원 211명으로 출발하였다.

자료: 여성가족부(2010.4.14.). 여성가족부 업무현황보고. 제289회 국회(임시회) 여성
가족위원회 자료. p.3.

[그림 Ⅱ-6] 제2기 여성가족부 출범(2010.3.19.) 당시 조직도
이후 업무수요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이 꾸준히 있었다.
우선 신설된 조직을 보면, 2012.7.5.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2013.9.24.에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폭력예방교육과를 신설하였다. 2014.3.11.에는 법무･감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2015.2.26.에
는 한시 조직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를 신설하였으나, 현재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였다. 2015.12.30.에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하였으며, 2021.3.30.에는 성희롱･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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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강화를 위해 권익증진국에 1개 과를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신설 조직의 인력증원 외에 업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다문화가족 및 조손가족 지
원사업, 2012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효율적 추진 및 성별영향분석평
가 기능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증원, 2013
년 예방교육 강화, 2014년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관리･위기청소년에 대한 지
원 기능 강화, 2015년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종합평가 필요 인력,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기능 강화, 2017년 아동학대 예방
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및 2018년 성매매 현장점검,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시책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여성대상 신종폭력 예방 및 폭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요 인력, 2020년 양성평등정책의 협력･조정 등을 위한 필요 인력 및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지원 강화, 2021년 다양한 가족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졌다.
<표 Ⅱ-13> 여성가족부 직제 변화를 통해 본 제2기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과정
개정(시행) 시기

내용

2010.03.15.
(2010.03.19.)

여성부직제 전부 개정을 통해 여성가족부직제로 함
청소년･가족 기능 이관(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 정원 211명)

2011.03.2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다문화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사업
등 업무 수요 대처 인력 증원(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 정원 219명)

2011.05.30.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정원 220명)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

2012.07.05.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효율적 추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능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정
원 229명)

2013.03.23.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공통지원부서 정원 2명 감축(정원 227명)

2013.09.17.

예방교육 강화 및 정부 3.0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정원 235명)

2013.12.12.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정(기능직과 계약직 폐지, 별정직 범위 축소).
홍보 기능 강화 1인 증원. 2명 감축하여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 활용(정원 2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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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 시기

내용

2014.03.11.

법무･감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3명 증원)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통계 전문성 확보(1명 증원)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관리･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3명 증원)
(정원 241명)

2015.01.06.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종합평가 필요 인력
(2명 증원)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기능 강화 필요 인력(1명 증원)
2명 감축하여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 활용(정원 242명)

2015.02.26.

한시 조직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신설(5명 증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필요 인력(3명 증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필요 인력(1명 증원)
대국민 서비스 업무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1명 증원)(정원 245명,
2017.2.28.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공무원 정원표를 정한 별표 1의2
적용)

2015.12.30.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
관 신설(1명 증원)
2명 감축하여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 활용(정원 246명)

2016.05.10.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위한 필요 인력(1명 증원)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자활 지원 필요 인력(1명 증원)(정원 248명)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정원 246명)

2017.02.2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인력(1명 증원)
폭력예방교육 필요 인력(1명 증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한시 조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의 존속 기한
을 2년 연장(2019.2.28.)(정원 248명)

2018.03.30.

성매매 현장 점검을 위한 필요 인력(1명 증원)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시책 지원 필요 인력(1명 증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위한 필요 인력(1명 증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에 따라 한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 활용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로 조정함(정원 256명)

2019.02.26.

여성대상 신종폭력 예방 및 폭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요 인력(4명 증원)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필요 인력(1명 증원)
자체감사 기능 강화 필요 인력(2명 증원)
정보보호 및 보완 강화 필요 인력(1명 증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소년가족정책실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정원 265명)

2020.03.31.

양성평등정책의 협력･조정 등을 위한 필요 인력(2명 증원)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필요 인력(1명 증원)
(정원 2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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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 시기

내용

2021.03.30.

다양한 가족 포용정책 추진 필요 인력(2명 증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강화를 위해 권익증진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필요 인력 5명 증원
장관정책보좌관의 명칭을 정책보좌관으로 변경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됨에 따라 실국장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활용할 수 있는 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7%로
상향(정원 275명)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 ｢여성가족부직제｣ 연혁 법령을 참조
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현재 제2기 여성가족부 조직은 2실 2국 3관 1대변인 26과 1팀으로, 정원은
27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

[그림 Ⅱ-7] 제2기 여성가족부 현(2021.10.5.) 조직도
또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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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화되어 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조직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국제여성평화협력 추진단을 두고 UN Women 성평등센터 설립 및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
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으로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분쟁해
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제1기 국가행동계획(2014-2017)과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을 수립
한 바 있으며, 현재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을 이행 중에 있다. 여성
가족부는 국제회의와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거버
넌스)과 정책 추진을 위해 2020년 2월 부내에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
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추진단을 구성･운영한 바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21.6.23.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협력범위는 여성인권보호 및 여성 역량강화 등
성평등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UN Women CGE를 한국에 정
식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아태 지역 맥락에서의 성평등 정책 개발･연구, 젠더
전문가 등 대상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운영, 기타 양측의 합의사항에
따른 활동 등을 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며, 서명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34)
현재는 두 업무를 국제여성평화협력 추진단이 맡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TF 조직을 활용 중이다.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제2항(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이 신설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완료(2021.3.23.)됨에 따라 여성
가족부(청소년정책관) 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TF’ 조직도
신설되었다.
셋째, 2023 세계잼버리 지원단이다. 2023년에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
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제15984호, 2018.12.18.
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6.23.).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 한
국에 설립한다(www.korea.kr)(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58009)(접속일: 2021.10.8.)

Ⅱ.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한계･과제 ❚ 51

제정, 2019.12.19. 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23년 세계잼버리 조직위
원회 추진단’을 2019.3.4.부터 2023년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출범 전까지
한시 운영한 바 있으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2020.07.02.)를 하고, 조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구성됨에 따라 현재는 차질
없는 대회 준비 및 운영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조직으로
‘2023 세계잼버리 지원단’을 두고 있다.
넷째, ‘세상모든가족함께’ TF이다.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확산, 차별적 법･제도 개선, 보편적 서비스 인
프라 구축 등을 포괄하는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35)
다섯째,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 있다. ‘범정부 성희롱･성
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
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3월 30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되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은 국무총리훈
령36)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에 설치되었으며,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여성
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
처･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총 16명으로 구성되
었다. 그 역할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이행점검과 보완대책 마련,
특별신고센터 운영, 사건 발생기관 등 특별점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업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실무 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여섯째, 2021.6.17.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양성평등 조직
혁신 추진단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 사후적 조치뿐 아니라, 선제적 차원에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시행에 따른 한시 조직으로, 단장과 조직문화혁신팀, 교육혁신팀
의 2개 팀으로 구성되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운
영한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혁신 등 새로운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35) 세상 모든가족 함께. https://www.families.kr/waf/detail(접속일: 2021.10.7.)
36)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13호, 2018. 3.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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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외에 검･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37)
제2기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국가예산 총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제2기 여성부 시기 전체 예산 규모의 0.04%까지 축소되었던 것이
청소년과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수행하게 되면서 전체 예산 규모의 0.15%까지
상승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전체 예산 규모의 0.23%까지 상향되었다.
<표 Ⅱ-14> 제2기 여성가족부 예산의 정부 세출예산과의 비교
(단위: 억원, 조원, %)

연도

여성가족부 확정예산
(억원)

국가예산(총지출)
(조원)

구성비(%)

2010년

1,061

292.8

0.04%

2011년

4,532

309.1

0.15%

2012년

4,400

325.4

0.14%

2013년

5,240

342

0.15%

2014년

5,795

355.8

0.16%

2015년

6,567

375.4

0.17%

2016년

6,491

386.4

0.17%

2017년

7,285

400.5

0.18%

2018년

7,949

428.8

0.19%

2019년

11,147

469.6

0.24%

2020년

11,662

512.3

0.23%

2021년

12,809

558

0.23%

자료: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알기 쉬운 재정>한눈에 보는 재정>우리나라 재정
현황>중앙재정>지출>국가예산(총지출)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
theme/themeProfile22.do#none과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재정통계>복
합통계분석>예산>데이터자료>세출/지출>소관별 예산편성현황>소관>여성가족부
(여성부)>예산편성금액>국회확정 설정 후 검색기간을 2010년부터 2021년으로 설
정하여 추출함.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Multi
TColPage.do# return false(접속일: 2021.10.7.)
37) 한유미(2021.6.18.). “여가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발족”.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5(접속일: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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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의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및 정부지원 비율
상황에 따라 아이돌봄사업 예산 증가(2018년 대비 1,162억 1,500만원 증가),
아동양육비 인상 및 지원 연령 확대에 따라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예산
증가(2018년 대비 1,151억 1,000만원 증가),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의
증가 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38)
제2기 여성가족부 시기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기능별 예산
현황을 보면, 출범 초기에는 청소년, 가족, 권익, 여성정책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 2021년 현재는 가족, 청소년, 권익, 여성정책 순으로 가족정책의
비중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5> 여성가족부 기능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전체 예산

여성정책

권익증진

2010
(이체포함)

309,146
(100.0)

31,886
(10.3)

56,039
(18.1)

2011

462,513
(100.0)

48,521
(10.5)

2012

449,319
(100.0)

2013

청소년
정책

가족정책

행정지원

150,416
(48.7)

47,642
(15.4)

23,163
(7.5)

65,255
(14.1)

144,529
(31.2)

182,462
(39.5)

21,746
(4.7)

53,505
(11.9)

67,663
(15.1)

146,948
(32.7)

158,772
(35.3)

22,431
(5.0)

537,912
(100.0)

62,536
(11.6)

79,889
(14.9)

170,512
(31.7)

200,887
(37.3)

24,088
(4.5)

2014

579,273
(100.0)

69,803
(12.1)

89,988
(15.5)

177,090
(30.6)

218,490
(37.7)

23,902
(4.1)

2015

653,100
(100.0)

70,911
(10.9)

92,922
(14.2)

213,747
(32.7)

253,686
(38.8)

21,834
(3.3)

2016

646,112
(100.0)

71,867
(11.1)

92,131
(14.3)

206,172
(31.9)

253,237
(39.2)

22,705
(3.5)

2017

712,235
(100.0)

74,467
(10.5)

91,359
(12.8)

244,970
(34.4)

278,237
(39.1)

23,202
(3.3)

2018

764,074
(100.0)

79,115
(10.4)

93,833
(12.3)

267,688
(35.0)

299,076
(39.1)

24,362
(3.2)

38)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18.11.). 2019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p.7, p.9, p.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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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예산

여성정책

권익증진

청소년
정책

가족정책

행정지원

2019

1,078,820
(100.0)

80,628
(7.5)

109,369
(10.1)

278,775
(25.8)

580,701
(53.8)

29,347
(2.7)

2020

1,133,797
(100.0)

75,354
(6.6)

117,593
(10.4)

233,533
(20.6)

668,382
(59.0)

38,935
(3.4)

2021

1,242,263
(100.0)

87,936
(7.1)

123,417
(9.9)

239,607
(19.3)

741,469
(59.7)

49,834
(4.0)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업무보고 시기에 따라 예산현액 또는 추경
포함 예산이 기재되어 있어 정부예산안 편성액과 차이가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 예산의 특징은 여성정책 기능 항목을 제외한 다른 정책 영역
은 기금 편성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국가의무적
지출사항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발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예측이 어려운 탄력적 사업이나 미래수요에 대응한 시범적 사업 등은
기금으로 편성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 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사업 중 상당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일반회계로 편성되지 못하고 기금사업
으로 편성되고 있다”.39)
<표 Ⅱ-16> 최근 5년간 제2기 여성가족부 예산 편성 내역(일반회계와 기금 구분)
(단위: 백만원)

여성
정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712,235

764,074

1,078,820

1,133,797

1,242,263

소계

74,467

79,115

80,628

75,354

87,936

일반회계

74,467

79,115

80,628

75,354

87,936

-

-

-

-

-

소계

91,359

93,833

109,369

117,593

123,417

일반회계

14,562

16,171

17,196

25,761

28,296

양성평등기금

42,346

45,314

55,375

54,882

57,086

양성평등기금
권익
증진

39) 여성가족위원회(2010.12.). 2011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여성가족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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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년

2018년

청소년육성기금

5,479

5,330

5,453

5,568

5,669

범죄피해자보호
기금

28,972

27,018

31,345

31,382

32,366

244,970

267,688

278,775

233,533

239,607

87,169

77,353

86,653

106,805

105,723

62,491

87,931

78,180

-

-

95,310

102,404

113,942

126,728

133,884

소계

278,237

299,076

580,701

668,382

741,469

일반회계

109,408

130,296

248,943

277,894

281,861

균특회계

5,000

-

25,000

41,545

48,689

양성평등기금

163,829

168,780

306,758

348,943

410,919

예산 및 기금

23,202

24,362

29,347

38,935

49,834

소계
청소년 일반회계
정책 균특회계
청소년육성기금

가족
정책

행정
지원

2019년

2020년

2021년

이상 살펴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발전 과정을 도식화하면 <표 Ⅱ
-17>과 같다.
<표 Ⅱ-17>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발전 과정
시기

입법부

행정부
장관급

부서급

위원회

1998.02.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담당관
실(6개부처)
여성정책
협조부서 지정

여성정책심의
위원회
(-1998.02)

2002.02.

여성부

↓

↓

↓

2002.03.

2003.03.

여성위원회
(상설기구)

↓

↓

여성정책담당관
(6개부처)(계속)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조정회의
(45개 중앙부처)
여성정책
협조부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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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입법부

2003.08.

행정부
장관급

부서급

위원회

↓

↓

↓

↓

2005.03.

↓

여성가족부

↓

↓

2007.05.

↓

↓

↓

↓

2008.02.

↓

여성부

2010.01.

여성가족위원회
(상설기구)

여성가족부

↓

↓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
양성평등TFT
분기별 개최

2013.03.

↓

↓

2013.05.

↓

↓

↓

↓

↓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개편
(중앙에서
시도까지
확대 지정)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4개부처에서
중앙 및 시도
5급/상당 확대)

양성평등위원회

↓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명칭변경)

↓

여성정책
전담인력
(4개부처) 배치

2015.07.

기타

2015.10.

↓

↓

↓

양성평등위원회
산하
양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 구성

2019.05.

↓

↓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신설
(8개 부처)

↓

또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시기별 소관 법률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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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8>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시기별 소관 법률의 변화
정책
영역

법률명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여성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성별영향평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권익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
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모･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보육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소관 시기 구분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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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역

법률명

소관 시기 구분
①

②

③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버리 지원 특별법｣

주: 시기는 ① 제1기 여성부(2001-2005) ② 제1기 여성가족부 (2005-2008) ③ 제2기
여성부(2008-2009) ④ 제2기 여성가족부(2010-현재) 구분함. 각 시기별 소관 법률
은 음영 표기함.

3) 소결
이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여성정책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의 변화･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기구의 효시(이온죽･서승희, 2002: 116)를 이루는 <여성정책심의위
원회>는 정부차원의 여성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통로로써 각 부처 간의 정책조
정을 통해 여성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고자 조직된 심의･의결기구로서 여성정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존의 부녀복지 차원을 넘어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
성정책으로 변모하려고 했다. 이어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구로 만들어진 정무
장관(제2)실은 참모조직으로서 실질적 조정을 행사할 권한을 충분히 갖지 못한
한계 속에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
하였다. 또한, 대통령직속 기구로서 만들어진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률상 최초
의 여성정책 전담기구로서 주요 6개 여성정책 집행부서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면이 있다.
여성부의 신설은 이전의 정무장관(제2)실이나 <여성특별위원회>가 행정조직
의 측면에서 갖는 한계와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여성정책 전담기구 강화 요구,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독립된 부처로서 완결된 구
조를 지닌 여성부가 설치되면서 여성부는 조정기능과 더불어 집행기능도 수행
하게 되었다.
여성부 신설 이후 성주류화 전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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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정책담당관>에 더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까지
도입하여 여성정책의 조정기능을 이끌어가고자 하였으나 당시 정부 안에서
여성정책은 전혀 주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비주류로 머물고 있다(배은경,
2012: 19).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이 법제화되고 강력하게 실시되면
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조정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기대를
모으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성주류화 전략
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배은경, 2012: 22).
성평등 관점의 범부처 간 조정과 통합 기능이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나,
동등한 위상을 가진 부처에 대해 조정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운 점을 충분히 경험하였다(김경희, 2017: 26).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여성
부,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여성정책
협조부서 등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정책이 부처 간 협조로 조정되어 정책의 주
류화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실질적 조정보다는
형식적 제도 운영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성주류화 전략은 여성정
책전담기구에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통합적으로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정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김경희, 2017: 26).
실제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
였으나,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집행기능 부재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출범한 여성부
는 출범 이후 집행기능의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며 변화･발전해 왔다. “여성부
는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01.1.29.)하여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지
위 향상을 소관 업무로 하였으나, ‘참여정부’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04.3.11.)받아 관장하였다. 이후 2005년 3월 ｢정부조
직법｣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였다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정부조직법｣
을 개정하여 가족 및 보육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 개편하였다. 그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정부는 2010년 1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가족정책을 다시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3월에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다(양애경 외, 2012: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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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전담기구를 확대할 때의 사유가 국가의 성평등수준 향상이나 여성
정책의 조정기능강화 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해체의 예방이나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와 청소년 보호 등에 있었다는 점이다. 여성정책 기구의
확대가 여성정책의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저출산 위기
로 인한 보육정책과 가족정책의 중요성 부각 등 주변적 정책 환경 요인이 등장
한 데 따른 것(박진경, 2012: 28)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 과정
에서 여성가족부는 계속적인 집행업무 이관으로 타 부처와의 갈등 발생, 관련
단체(보육단체, 가정학계 등)와의 대립 및 갈등, 조직 증원에 따른 타부처로부터
의 지속적인 인력보충 등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집행부서로 개편된 상황에서 여성부로서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업무개발은 불필요해졌고, 새로 가져온 집행업무, 특히 보육정책의 정착에 집중
하는 모습을 보였다(원시연, 2006; 신현옥, 2012; 배은경, 2012: 21 재인용).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기 어려운 주요한 젠더 문제들이
많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독립된 행정기구가 여전히 필요
하다. 여성부 출범 당시부터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행정조직은 행정체
계상 업무 분담과 추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부의 단독 설립보
다 각 부처 여성 관련 부서의 육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정사강･홍지
아, 2019: 212) 이 흐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처에서는 여
성 대상이 아닌 다른 정책들에서 성주류화 전략을 통해 성평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는 본연의 기능인
성평등 정책 집행기능과 타 부처 정책통합과 조정기능 강회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김경희, 201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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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파이조사를 통해 본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
한계･과제
가. 조사 설계
1) 조사 목적 및 방법론 채택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조가 되는
증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와 함께 델파이조사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문항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과 관련한
환경 SWOT 분석을 위한 문항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40)
조사 대상을 일반시민이 아닌 전문가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변화과정에 관한 맥락적 이해는 물론 정부직제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델파이조사는 동의 및 수렴 정도를
통한 의견 합치도를 중시한다. 이는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
하고 반복적이고 통제된 피드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의견 합의에 이르는 방식
이다. 그간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성과 및 한계점과 대안에 관한 의견이 논
쟁적이고 널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량적 방법과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조사가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조사의 목적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을 제시하기에 앞서 독자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직제,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
난 20년간 여성가족부의 성과, 여성가족부의 업무범위 조정 및 부처 명칭 변화
과정, 현재 기능과 업무 분야, 성주류화를 위한 업무 분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 및 업무에 있어서 한계점, 성주류화를 위한 직제 및 기능,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지원방안, 추진체계 개편 방향 그리고 변화를 위한 외부적 기회 및
위협요인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0) 참고로, SWOT 분석을 위한 문항의 응답 결과는 제Ⅱ장에서 다루지 않고, 발전
방안을 검토하는 제Ⅳ장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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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단계: 분석도구 개발을 위한 심층면접 실시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 여성부가 설치된 이래 조직개편 경과 및
관련 논의 과정과 기존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보면, 각 전문가의 경력 특성에
따라 평가 및 개편 방향에 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고, 특히 각각의
의견의 방향이 충돌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델파이조사 도구인
설문 문항의 적절한 설계를 위한 사전단계로 델파이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경력 특성을 고려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설문지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표 Ⅱ–19>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실시 현황
구분

일시

1차
심층면접

2021년 5월 10일

경력 특성
전 국회의원 보좌관
지방자치단체 젠더전문가
여성단체 대표 (종합)

2차
심층면접

2021년 5월 12일

여성단체 대표 (성평등노동)
시민사회 및 전 대통령비서실 경력
행정연구원 연구자

3차
심층면접

2021년 5월 12일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개인별
심층인터뷰

2021년 5월 20일

젠더정책 관련 정부기구 공무원

2021년 5월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포커스그룹의 경력
특성에 따라 3개 영역으로 분리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경력 특성에 따른
3개 영역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관련 전문가인 공직(경험)자, 행정학 및 젠더
정책 연구자, 시민사회 등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또한, 부득이 심층면접조사
에 참여하지 못한 전문가의 경우 개인별 인터뷰를 통하여 의견을 보완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실시 현황을 정리한 개요는 <표 Ⅱ-19>와 같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여성부 출범 이후 20년간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성과
에 대한 평가 및 한계를 질문하고,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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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변화를 포함하여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안 및 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소관으로 하는 기능별 업무의 변화과정,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주류화 관련 직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된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포함하여 기존에 대안으로 제출된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당초 중앙부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연구범위로 하고 있으나,
지역 차원의 성평등 정책 확대･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평가 및 연계방안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심층면접조사 의견이 제출되어
1차 델파이조사 설문문항 구성에 해당 문항을 포함하였다.

3)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가) 전문가 패널 구성
패널 선정은 델파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전문가 패널은
연구 주제에 충분한 배경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De Villiers
MR, De Villiers PJ, Kent AP, 2005). 본 조사에서 전문가 패널은 성평등 정
책 추진체계와 관련한 정책 입안자, 학계 연구자, 현장 전문가 및 공공기관, 시
민단체,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고르게 포함하였으며, 조사방법론의 특성상 이
어지는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다. 본 조사의 전문가 패널 구성을 정리한 개요는
<표 Ⅱ-20>과 같다.
<표 Ⅱ-20> 델파이조사 전문가 패널 구성 개요
구분

인원

소속

학계

6명

사회학･정책학･행정학 전공 대학교수

7명

정부 출연연구원 젠더정책 연구자

4명

여성가족부 및 관련 부처 공무원

4명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 공무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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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

소속

지역

5명

지방자치단체 젠더정책 연구자 및 공무원

의회･정부

4명

국회의원 및 장관 보좌관 등

시민사회

2명

전국단위 여성운동단체 활동가

계

32명

전문가 패널 구성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총 인원은 32명으로
학계의 경우는 사회학, 행정학, 정책학 전공자들로 구성하였고, 정책연구자의
경우 여성정책 및 행정 분야에서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책 현장 전문가로 직접 성평등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및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담당
공무원 및 출연 연구기관 종사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성평등 정책을 다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을 포함하였다. 또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설치 및 개편 방향 논의의 주요 행위자였던 여성운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를 포함하였다.
<표 Ⅱ–21> 델파이조사 전문가 패널 상세 구성
구분

학계
(6명)

소속

구분

소속

중앙대 사회학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울산대 정책학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화여대 행정학과
국민대 행정학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
(7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지대 행정학과

여성정책 분야 연구

상명대 행정학과

성인지예산 분야 연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

한국행정연구원

의회 및 (전) 여성가족부장관 정책보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본부
지자체
정무 협업자
정책전문가 제주도 성평등담당관
(전) 국회의원 보좌관
(4명)
(5명)
(전) 국회의원 보좌관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Ⅱ.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한계･과제 ❚ 65

구분

소속

구분

교육부

소속
(전) 강원도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장

양성평등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관
(전) 보건복지부
(4명)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연구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공무원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정책전문가
(전) 여성가족부 차관
(4명)

경찰청
시민활동가 한국여성단체연합
(2명)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가족부 국장
총 : 32명

나) 전문가 델파이조사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도출을
위하여 연구진이 1차 델파이조사지를 개발하였으며, 여성정책 및 행정 연구
전문가 2인으로부터 타당화 검토 과정을 거쳤다. 연구진은 심층면접조사 결과
를 토대로 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평가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지를 개발하였는데, 설문 항목은 크게 성평등 정
책 추진체계 설치 20년에 대한 평가, 현행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의 기능별 중
요도 및 적절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의 세 방향으로 범주화하였
다. 또한, 1차 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2차 조사지를 구성하였으며, 1차/2차
조사 문항의 구성은 <표 Ⅱ-22>와 같다.
<표 Ⅱ–22> 델파이조사 질문 문항 구성
영역

세부영역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
주요성과

성평등 정책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
추진체계 설치
주요 성과의 동의 정도
20년 평가
20년간 소관 업무범위 조정 및 부처명칭 변경의
적절성

1차
조사

2사
조사



문항종류
개방형





5점 척도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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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1차
조사

2사
조사

문항종류





5점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성주류화를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직제 및
기능의 적절성





5점 척도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의 적절성





5점 척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방향의 동의 정도





5점 척도



5점 척도



개방형

세부영역
여성가족부 기능별 업무 분야의 적절성

여성가족부가 정부 내 성주류화를 위하여 시행하
여성가족부 고 있는 업무 분야의 적절성
소관업무
기능별 평가 여성가족부 정책수행의 한계점에 대한 동의 정도

성평등 정책 개편방안 적절성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명칭 개편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
강화 방안
는 용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데 있어
외부적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개방형

1차 조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개방형 질문과 5점 척도
로 동의 정도와 적절성을 평정하는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평등 정책 추
진체계 설치 20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영역에서는 중요성과에 대한 개인적 의
견을 서술하는 개방형 질문과 20년 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한 동의 정도, 2001
년 이후 20년간 소관 업무 범위 조정과 부처 명칭 변경 등 변화의 적절성에 대
해 5점 척도로 평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성가족부 업무에 관한
영역에서는 현재 여성가족부 기능별 업무 분야의 중요도, 여성가족부가 정부
내 성주류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업무의 적절성, 여성가족부가 정책 과정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 존재하는 한계점,
정부 내 성주류화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직제 및 기능의 적절성을 평정
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구축을 위한 영역
에서는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의 적
절성, 정부가 정책 과정을 통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을 5점 척도로 평정하는 문항과 정부 내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외부적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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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해 의견을 기술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5점 척도
로 평정하는 문항에서는 추가적인 방안이나 의견이 있다면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지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각 항목의 적절성과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되었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설치 20년의 주요 성과에 대한 개인적 의견,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구축을 위한 기회 및 위협요인 항목은 2차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타 항목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전문가들로부터 좀 더 명확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일부 항목은 2차 조사에서 기존 1개 문항을 2개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
으며,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는 현행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
유지,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관하여 동의 정도를 평정하는 문항을 추
가하고, 여성가족부 명칭 개편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를 자유롭
게 제시하도록 하여 전문가 패널의 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 외 각 항목에 응답자 전체 평균과 1차 조사 시 개별 응답을 기재하
여 참고하여 재평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수정하거
나 보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 방법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에 내용분석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응답은 의미 단위로 내용을 분석하여 질문 의도
에 적합한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의미 단위는 내용요소를 도출
하여 의미가 같은 내용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동의 정도 및 적절성과
중요도를 평정하는 문항은 SPSS 24.0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후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각 영역의 세부 항목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다. 그리고,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s
Validity Ratio : CVR), 합의도, 수렴도를 제시하였다. 도출된 문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패널의 비율에 따라 CVR 값은 달리 산출되는데,
100%인 경우 1.00, 50% 이상인 경우 양수, 50%일 때 0, 50%보다 작은 경우
음수가 된다. 즉, 타당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패널 수가 50~100%인 경우 CVR
값은 0~1.00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내용 타당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68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Ⅸ)

Ne-N/2

CVR=

N/2

･ N = 응답 사례 수
･ Ne = ‘중요하다’고 응답한 빈도 수(리커트 척도에서 ‘4.중요하
다’, ‘5.매우 중요하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합한 것)

CVR은 해당 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일치된 의견을 양적으로 수치화한
것으로써 타당도를 검증하는 척도 중 하나이다(Lawshe, 1975). 0.05 유의도
값을 가질 때 전문가 패널 수에 따른 CVR 최소값을 가진 문항이 내용타당도
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Lawshe가 제시한 델파이 패널 수에 따른 CVR
의 최소 기준치를 참고하여41)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이 32명이므로 최솟
값이 0.32 이상인 항목들만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델파이조사에서 전문가 패널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합의도와 수렴도는 전문
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로 합의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합의도와
수렴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Q3-Q1
합의도 = 1-

Mdn

･ Mdn= 중위수
･ Q1= 제1사분위수로 전체 사례수의
누적값 중에서 25%
･ Q3= 제3사분위수로 전체 사례수의
누적값 중에서 75%

Q3-Q1
수렴도 =

2

조사 결과 합의도 값이 0.75 이상이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수렴
도는 의견이 한 점에 수렴했을 때 0의 값을 갖게 되며, 의견의 편차가 커서
Q1과 Q3의 차이가 벌어지면 그 값이 커지는 특성이 있어 0~0.50 결과를 매
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이한규, 2006; 이윤조, 2009). 따라서, 본 델파
이조사에서는 합의도가 0.75 이상, 수렴도가 0~0.50인 경우 전문가 패널들이
41) 델파이 패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비율의 최소 기준값
패널 수(명)

5

6

7

8

9

10

11

12

CVR 최소값

0.99

0.99

0.99

0.75

0.78

0.62

0.59

0.56

패널 수(명)

13

14

15

20

25

30

35

40

CVR 최소값

0.54

0.51

0.49

0.42

0.37

0.33

0.31

0.29

주: p=0.05
자료: Lawshe(1975), p.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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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합의했다고 판단하였다. 각 라운드의 델파이조사에서는 각 항목의 평균
값이 4.00 이상, 표준편차가 1.00 이하, 내용타당도 비율이 0.32 이상, 합의도
가 0.75 이상, 수렴도가 0.5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전문가 합의에 이
르렀다고 판단하였다. 단,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평균값이 증가하고
표준편차가 감소하였으며, 평균값이 3.90 이상이며 나머지 기준을 충족한 항목
에 대해서 전문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1)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설치 20년에 관한 평가
가)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의 주요 성과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
부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 대상 개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분석한 결과 102개의
내용 요소가 도출되었고, 내용 요소들은 의미단위에 따라 9개의 범주로 분류
되었다.
빈도분석 결과 ‘성주류화 도구의 도입 및 정책적 실현(N=25, 24.51%)’이
가장 많은 내용요소가 도출되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젠더 이슈 공론화 및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기반 마련(N=22, 21.57%)’이 2순위,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N=18, 17.65%)’이 3순위로 나타났다.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의 성과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도출된 항목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1차 조사
결과는 여성가족부 성과 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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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의 주요 성과 (개방형)
(n=102)

내용

성주류화 도구의 도입
및 정책적 실행

젠더 이슈 공론화 및
법･제도정비를 통한
추진기반 마련

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여성 권익 증진

가족, 청소년, 돌봄 등
정책 영역의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참여 지원 및
확대

빈도(개) 비율(%)

25

22

18

14

10

5

세부내용

24.51

∘ 성별 관계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는 성주류화 정책 도입
∘ 국가 차원에서 성주류화 개념 및 제도를 소개하
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를 지속적
으로 확장해 왔음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 기반 마
련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등 성주류화
정책의 제도화가 가장 큰 성과

21.57

∘ 젠더 관련 이슈를 사회의제로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여성정책을 국가 정책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
도록 함
∘ 젠더 정책 관련하여 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
∘ 성평등 사회로써 기본 틀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

17.65

∘ 여성폭력피해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젠더폭력에 관해 체계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 기구가 구성되어 운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성희롱 등의 성
별에 기인한 폭력의 법률적 구제 기반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여성폭력 관련 정책 이슈를 수렴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정립

13.73

∘ 사회 전반에 성차별과 여성인권 문제를 가시화
∘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 여성권익 증대
∘ 여성의 권익 보호와 사회경제적 임파워먼트 견인

9.80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및 지원
∘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 등 정책 영역을 확대한 점
∘ 가족 업무, 청소년 업무, 돌봄 업무를 보건복지부
나 교육부가 담당할 때보다 더 집중적으로 관장
∘ 아이돌봄과 가족 지원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

4.90

∘ 경력단절여성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한 경단여성 지원을 위한
노력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일자리(아이돌보미)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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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빈도(개) 비율(%)

세부내용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및 확산

3

2.94

∘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 여성친화도시정책 추진 및 확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3

2.94

∘ 성평등 추진 전담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을 만든 것은 주요 성과 중 하나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2

1.96

∘ 양성평등교육을 다각적으로 추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무화

[그림 Ⅱ-8]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의 주요 성과 (개방형, 빈도(수))

나)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성과 동의 정도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의 성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1차 조사 결과는 <표 Ⅱ-24>와 같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보다 약간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M=2.72~3.97).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M=3.97, SD=0.82)’, ‘아이돌봄, 가족 지원 등 가족
정책 확대(M=3.72, SD=0.81)’의 동의 정도 평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평
화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M=2.72, SD=0.92)’, ‘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과 성
평등 노동(M=2.78, SD=0.97)’은 평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M=3.97, SD=0.82, 합의도=0.81, 수렴
도=0.38)’은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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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항목은 전문가 합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 결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 항목은 1차 조사에
비해 평점이 증가하여 평균 4.00, 표준편차 0.72, CVR 0.63, 합의도 1.00,
수렴도 0.00으로 최종 전문가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 항목에 대해 1차,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표준편차를 평균
으로 나눈 값)를 산출하였다. 1차 조사에 비해 평균이 증가하고 표준편차가 감소
하였으며, 변이계수는 .50 이하로 더 이상 추가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4>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의 주요 성과 동의 정도 (1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1

국가 성평등 수준 향상 및 평등문화
확산

3.66

0.79

-0.06

0.67

0.50

2

정부내 성주류화와 동등참여 강화

3.63

1.10

0.19

1.00

0.50

3

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과 성평등
노동

2.78

0.97

-0.50

0.75

0.88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

3.97

0.82

0.56

0.81

0.38

5

아이돌봄, 가족 지원 등 가족정책
확대

3.72

0.81

0.25

1.00

0.50

6

여성평화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

2.72

0.92

-0.69

1.00

0.50

7

여성친화도시 등 지자체 성평등 정책
지원

3.41

0.80

-0.19

0.67

0.50

8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과 단체
협력 증진

3.35

0.98

-0.03

0.67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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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5>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의 주요 성과 동의 정도 (2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

4.00

0.72

0.63

1.00

0.00

※ 전문가 주요 의견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권익 증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음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권익 증진’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성과임
⚪ 양성평등기금 재원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실패 → 현재 양성평등기금 재원 및 용도는 복권기금 전입 등을 통한
한부모 등 가족지원사업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운영 사업이 다수이기에
여성가족부의 주요성과로 적합하지 않음

전문가 패널들이 합의도와 수렴도를 충족한 주요 성과로 꼽은 항목은 ‘성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에 한정되었고, 이 경우에도 재원에 있어서
복권기금에 기대고 있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과 성평등 노동(M=2.78, SD=0.97)’이 낮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유의할 만한 대목이다. ‘성평등 노동’정책에 대한 낮은 평
가는 “여성정책기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기구의 설치를 통해 여성의 요
구가 이미 충족되었다는 인상을 퍼뜨리고, 이로써 여성에게 할당되는 자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모저(Moser, 1993; 김은희,
2020: 108에서 재인용)의 지적을 극복하고 있지 못한 단면이기도 하다.42)

42) 이와 관련하여 이영희는 “… 고용상의 성평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여성가족부는 관할하는 법률 중에 여성노동 관련 법률이 없어요. 경력단절 업무
말고는 말이에요. … 그래서 추진체계라는 것은 법률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을 만들 건지 어떤 법률을 어떻게 개정할 건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추
진체계를 갖출 건지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고용
노동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재갑 장관이 어떤 자리에서 ‘여가부 남고용’ 이
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노동)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나머지(고용 전반)는 고용노동부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와 같
이 이름에 여성이 들어가는 거는 언제나 알리바이가 되는 거죠. (후략)”라고 지적
하고 있다(이영희(2020). “(전문가 토론) 성차별 고용 환경 개선 위한 성평등 추
진체계 개혁 과제”. ｢고용 성평등 정책 포럼 자료집-고용 성평등 꼼꼼히 보기｣.
민주노동연구원. 2020.10.13. pp.174-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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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개방형 질문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성주류화 도구의 도입 및 정책적
실현’의 경우 주요 성과 중의 하나로 언급 빈도는 높았지만, 항목별로 나누어
다시 질문했을 때는 그 결과값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행정시스템에서 여성가족부라는 정부부처 조직의 형태로 정책의 성주류
화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43)과도 맞닿아 있다.

다) 여성가족부 업무 범위 조정 및 부처명칭 변경 과정 적절성
여성가족부 업무 범위 조정 및 부처명칭 변경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
았으며 1차 결과는 <표 Ⅱ-26>과 같다. ‘2001년 ‘여성부’ 출범(M=4.53,
SD=0.67)’이 가장 높은 적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2005년 여성가족
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M=3.48, SD=1.03)’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8년
여성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보육･가족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M=2.69,
SD=1.20)’이 가장 낮은 적절성 여부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 합의 기준을 만족
하는 요인은 ‘2001년 ‘여성부’ 출범(M=4.53, SD=0.67, CVR=0.81, 합의도
=1.00, 수렴도=0.50)’으로 나머지 항목은 전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 결과 ‘2001년 여성부 출범’ 항목은 평균 4.69, 표준편차 0.47,
CVR 1.00, 합의도 1.00, 수렴도 0.00으로 최종 전문가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1년 여성부 출범’ 항목에 대해 1차,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를 산출하
였다. 1차 조사에 비해 평균이 증가하고 표준편차가 감소하였으며, 변이계수는
.50 이하로 더 이상 추가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박선영(2020). “(발제) 성차별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성평등 추진체계 개혁 과제”.
｢고용 성평등 정책 포럼 자료집-고용 성평등 꼼꼼히 보기｣. 민주노동연구원.
2020.10.13. p.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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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6> 여성가족부 업무 범위 조정 및 부처명칭 변경에 대한 적절성 (1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1

2001년 ‘여성부’ 출범

4.53

0.67

0.81

1.00

0.50

2

2004년 보육 업무 이관 받아 업무 확대

3.44

1.11

0.13

1.00

0.88

3

2005년 남녀차별시정업무 이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

2.81

1.47

-0.13

0.67

1.50

4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

3.48

1.03

0.10

1.00

0.50

5

2008년 여성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
(보육･가족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2.69

1.20

-0.50

0.50

0.88

6

2010년 여성가족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
(청소년･가족업무 이관 받음)

3.16

0.92

-0.31

0.67

0.50

※ 전문가 주요 의견
⚪ 복지부 업무와 중첩되는 가족, 청소년, 보육은 분리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 2005년 성차별 조사･시정･권고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
가족부의 기능과 권한의 축소, 차별금지법 혹은 성차별금지법 제정 등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성차별 시정 업무, 최소한 시정명령 권한이라도 여성가족부가 확보
하는 것이 필요
⚪ 사회인식 변화 과정에서 성별이 아닌 젠더 또는 평등 관점의 부처 명칭을 도입했
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시기를 놓치면서 오히려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일으키는
부처로 인식되는 상황 발생
⚪ 여성부가 명확하나 여성업무만으로 한 부처를 형성하기 어려워, 여성가족부로 추진
하되 청소년 등의 업무를 더 강화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로 기능이 확대된 것은 바람직하나 부서 명칭은 여성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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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 여성가족부 업무 범위 조정 및 부처명칭 변경에 대한 적절성 (2차)
구분
1

내용
2001년 ‘여성부’ 출범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4.69

0.47

1.00

1.00

0.00

※ 전문가 주요 의견
⚪ ‘2004년 보육 업무 이관 받아 업무 확대’ 항목의 경우 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있
으며, 전면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역할 및 위상이 조정된다면 다른 부처로 이관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육사업이 부처의 재원 확보에는 기여하는 면
이 있겠으나, 성평등 실현 부처로서의 정체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부정적이라
는 의견이 제시됨
⚪ ‘2005년 남녀차별시정업무 이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 항목의
경우 차별시정업무가 이관되면서 성평등 정책 실행의 중요 권한과 업무가 축소되
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성차별 시정을 주도할 수 있는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의 존재감과 기능이 미미하는
의견이 제시, 남녀차별시정업무를 인권위로 이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
여성가족부로 재이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 항목에 대해 가족정책에 대한 성평등
한 개입이 가능해져서 적절한 변화였다는 의견이 제시됨
⚪ ‘2010년 여성가족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 (청소년･가족업무 이관 받음)’ 항목의
경우 아동정책이 복지부에 남고 함께 이관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절적
운용 및 실효성 미흡하며, 청소년 업무 효율성 매우 낮고, 다문화가족을 건강가정
에 편입한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전문가 패널들은 장관급 부처로 독자적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설립한
2001년 여성부 출범의 적절성에는 합의에 이르고 있으나, 이후의 개편 과정과
기능 범위에 관한 평가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련의 개편 과정에 대한 평가
를 보면,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성정책 관료들 사이에서조차 합의가 형성되기 어렵고, 이 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44)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44) 김민정 외(2009: 181-186)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집행
혹은 조정기능인가? 정책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정책총괄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가? 주요기능이 정책모니터링인가, 자원의 배분인가, 아니면 정
책입안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또한, 2001년 여성부 신설 이후
2009년 당시까지 한국 여성정책기구의 문제점으로 1.취약한 조정기능 2.여성 특
화된 정책집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권한의 부재 3.여성부와 여성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4.취약한 시민사회와의 연계(2008년 여성부로의 축소
개편 이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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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정책에 관한 논쟁적 지점도 감지된다. 성평등 정책 전담기
구 내에서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과 ‘가족정책’에 관한 관계 설정 및 우선
순위, 정부조직 내에 아동･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의 분절적 배치에서 오는
문제점 등이 응답 결과를 통해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을 포함하여 아동･
가족･청소년 정책 등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에서 포괄하는 정책분야로 배치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이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쟁적 입장은 오래된 것으로, 노무현정부 ‘여성가족부’ 확대개
편 당시에도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라는 평가 외에 돌봄에 관한 성역할 고정
관념이 온존한 가운데 가족업무와 성평등 정책을 통합하는 것은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배은경(2012: 21)은 당시 (성)차별개선 업무 이관 및 각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의 흡수통폐합과 맞물려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조정･
기획 기능이 약화되고 정책언어에서 불평등/차별금지 등이 사라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동반”했으며,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성평등정책이자 젠더정
책인 여성정책의 정체성은 더욱 약화되고, (일반 범주로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후퇴한 인식이 오히려 팽배하게 되었다”
고 진단한 바 있다. 문은미(2008: 87)는 “여성부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확대
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가족, 영유아 보육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고 명칭마저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는 데는 여성단체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우
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현아(2005: 18-22)는 여성가족부
로의 개편 이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과정을 살피면서 여성부 설
치 이후 채 5년도 되기 전에 여성부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한 점과 관련
하여 혹시 ‘여성+가족’이 ‘남성+사회’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표명하였다. 아울러, ‘인구통제’를 위한 가족정책에 비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를 되묻
기도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독박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아이
돌봄의 주양육자인 여성들의 의견도 갈등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45)
45) 참고로, 현실의 삶에서 아이돌봄의 주양육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들도
국가가 ‘여성’과 ‘가족’을 한 정책범주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초등 방과후 돌봄’에 관한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
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여성과 가족을 한 카테고리로 묶는 악습을 속히 철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아동가족부로 개편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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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방향에서도 해당 정책들이 보다 잘 수행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한가보다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데 어떤 기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어 왔음이 파악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추
진체계 개편의 정당성을 해당 분야와 여론을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성급한 「남녀차별금지법」 폐지와 성차별 시정 기
능의 공백”46)에 관한 문제의식이 전문가 패널 의견에서도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업무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의견
가) 여성가족부 기능별 업무분야 중요도
여성가족부 기능별 업무분야 중요도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1차 조사 결과는
<표 Ⅱ-28>과 같다. 전체적인 중요도는 높게 나타났으며(M=3.66~4.78), ‘양성
평등 및 성주류화(M=4.78, SD=0.61)’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아이돌봄, 가족 지원 등 가족정책 (M=3.66, SD=1.21)’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 합의 기준을 만족하는 요인은 ‘양성평등 및 성주류화
(M=4.78, SD=0.61, CVR=0.94, 합의도=1.00, 수렴도=0.00)’,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M=4.59, SD=0.76, CVR=0.81, 합의도=1.00, 수렴도=0.50)’
항목으로 나머지 항목은 전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8> 여성가족부 기능별 업무분야 중요도 (1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1

양성평등 및 성주류화

4.78

0.61

0.94

1.00

0.00

2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

3.88

1.16

0.31

0.75

1.00

하기도 했다(정치하는 엄마들. 2021. 초등방과후돌봄 갈등의 현재. 2021 한국여성
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94. 참조.).
46) 김은희(2018a). “성차별 시정기구를 포함한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 필요성”.
｢성평등의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미투운동, 성평등 추진체계를 바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11.8. p.66.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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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4.59

0.76

0.81

1.00

0.50

4

아이돌봄, 가족 지원 등 가족정책

3.66

1.21

0.25

0.75

1.00

※ 전문가 주요 의견
⚪ 기본적으로 성주류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업무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건･사고에 따른 후발적 대응보다는 성평등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개선하
는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개발하는 기능이 중요함
⚪ 아동/청소년/청년 업무가 각기 다른 부처와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지자체 현장
에서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 기능별 업무조정은 반드시
필요함
⚪ 아동정책이나 돌봄 정책은 부처 간 업무 재분장 또는 조정 검토가 필요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의 경우 현재 ‘일자리’ 정책,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시행
되고 있는데, 노동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직업교육을
하는 등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능별 중요도는 네 개 모두 매우 높으나, 실제 정책수행역량이나 실제 성과는
중요도만큼 집중되지 못하고 충분한 기능수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여성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및 일자리부서 등과 정부합동 추진방식으로 진행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여성직업훈련 등 국제사회의 ODA 사업에 기여한 부분 추가 필요

2차 조사에서 ‘양성평등 및 성 주류화’ 항목은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
기능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정책’ 기능은 조사 결과 평균
4.31, 표준편차 0.82, CVR 0.56, 합의도 1.00, 수렴도 0.00, ‘성별영향평가’
기능은 조사결과 평균 4.28, 표준편차 0.99, CVR 0.50, 합의도 1.00, 수렴도
0.00으로 최종 전문가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항목은 2차 조사에서 ‘여성권익증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 기
능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권익증진’ 기능은 조사 결과 평균
4.41, 표준편차 0.71, CVR 0.75, 합의도 1.00, 수렴도 0.00으로 최종전문가
합의에 이르고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 기능은 조사 결과 평균 4.31로
높은 평점을 보이며 표준편차 0.82, CVR 0.69, 합의도 0.89로 나타났으나,
수렴도 0.67로 최종적으로 전문가 합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기능별 업무 분야 중요도에 관한 질문 역시 ‘양성평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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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류화’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반면, ‘아이돌봄, 가족 지원 등 가족
정책’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지난 20년의 주요 성과 및 여성
가족부 업무 범위 조정과 부처 명칭 변경과정에 대한 적절성 응답 결과와 비교적
일관된 답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Ⅱ–29> 여성가족부 기능별 업무분야 중요도 (2차)
구분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여성정책

4.31

0.82

0.56

1.00

0.00

성별영향평가

4.28

0.99

0.50

1.00

0.00

4.41

0.71

0.75

1.00

0.00

4.31

0.82

0.69

0.89

0.67

내용

1

양성평등 및
성주류화

3

여 성 폭 력 방 지 권익증진
및 피해자보호 아동･청소년성보호

※ 전문가 주요 의견
⚪ ‘여성정책’ 기능에 있어서는 ‘여성정책’에 성인지 정책 뿐만 아니라 일자리, 복지,
보건 정책 등이 연계되고 있어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하여 의제를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남성정책 기능 추가도 고려하여야 함
⚪ ‘성별영향평가’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양적
으로 확대되었으나 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

‘여성정책’,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해 1차,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비교
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를 산출하였다. 1차 조
사에 비해 평균은 감소하고 표준편차가 증가하였으나, 변이계수는 .50 이하로
더 이상 추가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권익증진’, ‘아동청
소년성보호’ 항목에 대해 1차,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추가 조사 필
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를 산출하였다. 두 항목 모두 1차 조사에
비해 평균은 감소, ‘여성권익증진’은 표준편차 증가, ‘아동･청소년성보호’ 항목
은 표준편차가 증가하였다. 두 항목 모두 변이계수는 .50 이하로 더 이상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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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주류화 업무의 적절성
성주류화 업무의 적절성 여부 및 주요 의견을 살펴보았으며, 1차 조사 결과는
<표 Ⅱ-30>과 같다. 조사 결과 전체적인 적절성은 높게 나타났다(M=3.91~
4.63).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M=4.63, SD=0.83)’이 가장 높은
적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성인지예･결산 시행 협조(M=3.91, SD=1.25)’가 가장
낮은 적절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합의 기준을 만족하는 요인은 ‘양성평등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M=4.63, SD=0.83, CVR=0.88, 합의도=1.00, 수렴도=0.38)’,
‘공직분야 성인지교육 및 성평등교육(M=4.44, SD=0.88, CVR=0.63, 합의도
=1.00, 수렴도=0.50)’, ‘성별분리통계 생산(M=4.16, SD=0.95, CVR=0.56, 합의
도 =0.75, 수렴도=0.50)’, ‘국가성평등지수 및 (광역)지역성평등지수(M=4.44,
SD=0.76, CVR=0.69, 합의도=1.00, 수렴도=0.50)’로 나타났다.
2차 조사 결과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M=4.66, SD=0.70, CVR
=0.88, 합의도=1.00, 수렴도=0.00)’, ‘성별영향평가 시행(M=4.41, SD=0.87,
CVR =0.75, 합의도=1.00, 수렴도=0.00)’, ‘공직분야 성인지교육 및 성평등교육
(M=4.47, SD=0.72, CVR=0.88, 합의도=1.00, 수렴도=0.00)’, ‘성별분리 통계
생산(M=4.22, SD=0.75, CVR=0.75, 합의도=0.75, 수렴도=0.50)’, ‘국가성평등
지수 및 (광역)지역성평등지수(M=4.38, SD=0.79, CVR=0.75, 합의도=1.00,
수렴도=0.00)’ 항목이 최종 전문가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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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0> 성주류화 업무의 적절성 (1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1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63

0.83

0.88

1.00

0.38

2

성별영향평가 시행

4.44

1.01

0.81

1.00

0.50

3

성인지예･결산 시행 협조

3.91

1.25

0.38

0.75

1.00

4

공직분야 성인지교육 및 성평등교육

4.44

0.88

0.63

1.00

0.50

5

성별분리통계 생산

4.16

0.95

0.56

0.75

0.50

6

국가성평등지수 및 (광역)지역성평등지수

4.44

0.76

0.69

1.00

0.50

※ 전문가 주요 의견
⚪ 지자체 차원에서는 성주류화 업무가 이미 제도화되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높여
내야 할 단계로 진입, 추진되고 있음
⚪ 시대에 따른 성주류화 업무 발굴 필요
⚪ 국가성평등지수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제외하고는 법령･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형식적으
로 운영되고 있음
⚪ 성주류화 업무는 전부처적이므로 집행부서와 다른 추진체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외에 대상특징적, 여성정책 수립, 추진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성주류화 관련 프로그램 간의 중복성을 줄이는 전반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함
⚪ 3번 성인지예･결산 시행 협조로 성인지예･결산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므로 시행
협조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 참여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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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1> 성주류화 업무의 적절성 (2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1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66

0.70

0.88

1.00

0.00

2

성별영향평가 시행

4.41

0.87

0.75

1.00

0.00

4

공직분야 성인지교육 및 성평등교육

4.47

0.72

0.88

1.00

0.00

5

성별분리통계 생산

4.22

0.75

0.75

0.75

0.50

6

국가성평등지수 및 (광역)지역성평등지수

4.38

0.79

0.75

1.00

0.00

※ 전문가 주요 의견
⚪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목은 제도도입은 적절했으나, 실행단계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돋보이지 않았음
⚪ ‘성별영향평가 시행’ 항목의 경우 성주류화 업무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성평등
위원회 설치 등 추진체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가성평등지수 및 (광역)지역성평등지수’는 여러 국제적인 성평등지수가 많으며,
지수 자체의 효과성은 다소 미미함

1차 조사에서 적절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성별영향평가 시행’의 경우 평균
치는 높지만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가장 낮은 적절성을 보인 ‘성인
지예･결산 시행 협조(M=3.91, SD=1.25)’의 경우 표준편차가 더 크다. 성인지
예산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와는 달리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가 아닌 기획재
정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패널 의견에서 해당 기능을 어느 부처에서 수
행할 것인가에 관한 이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러한 의견이
성인지예산제를 여성가족부가 주도한다고 해서 적절성에 대한 합의도가 증대
될 것이라는 점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종 합의에 이른 5개의 항목에 대해 1차,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를 산출하였다. ‘양성평등기
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직분야 성인지교육 및 성평등교육’, ‘성별분리통계
생산’ 항목은 1차 조사에 비해 평균이 증가하고 표준편차가 감소하였다. 전 항목
변이계수는 .50 이하로 더이상 추가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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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가족부 정책의 한계점 및 주요 의견
여성가족부 정책의 한계점에 관한 동의 여부 1차 조사는 <표 Ⅱ-32>와 같다.
조사결과 전체적인 동의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M=3.97~4.66). ‘정부직제 상
여성가족부의 취약한 위상(M=4.66, SD=0.70)’이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미흡(M=3.97, SD=1.00)’이 가장 낮
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 합의 기준을 만족하는 요인은 ‘정부직제
상 여성가족부의 취약한 위상(M=4.66, SD=0.70, CVR=0.88, 합의도=1.00,
수렴도=0.38)’, ‘성차별 시정기능의 부재(M=4.53, SD=0.72, CVR=0.75, 합
의도=1.00, 수렴도=0.50)’로 나머지 항목은 전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 결과 ‘정부직제 상 여성가족부의 취약한 위상(M=4.69, SD=0.59,
CVR=0.88, 합의도=1.00, 수렴도=0.00)’, ‘성차별 시정기능의 부재(M=4.63,
SD=0.66, CVR=0.81, 합의도=1.00, 수렴도=0.00)’ 항목이 최종 전문가 합의
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를 산출하였다. 두 개 항목 모두 1차 조사에 비해 평균이 증가하
고 표준편차가 감소하였다. 전 항목 변이계수는 .50 이하로 더 이상 추가조사
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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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2> 여성가족부 정책의 한계점 (1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1

정부직제 상 여성가족부의 취약한 위상

4.66

0.70

0.88

1.00

0.38

2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및 예산규모 부족

4.00

1.32

0.44

1.00

1.00

3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미흡

3.97

1.00

0.50

0.75

0.88

4

실질적 성평등 노동정책의 부족

4.03

1.03

0.50

0.75

0.88

5

성차별 시정기능의 부재

4.53

0.72

0.75

1.00

0.50

※ 전문가 주요 의견
⚪ 보육, 가족, 청소년, 여성노동 등으로 업무를 확장해 나가면서 성주류화를 추진해
나가는 본연의 임무 수행이 되지 않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성주류화 업무 상황에서 여러 부처 중의 하나로 있으면서 타 부처를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위상 및 권
한이 매우 제한적이며, 타 부처의 주된 정책에 대한 협조 및 보완의 역할에 머물
러서는 성평등 목표 달성이 어려움
⚪ 독립부처로서 여성부의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직제 자체가 한계라기보다는 실질적
인 소관 업무의 운영이나 예산에 더 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 고용 및 임금에서의 젠더 격차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주력해야 할 과업이므로 이
에 대한 적극적인 방책이 필요함
⚪ ‘성차별 시정 기능의 부재’는 모호하여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지 않음
⚪ 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어 갈등에 대한 보다 적
극적 의지가 필요
⚪ 한국처럼 부처가 기능별/법률별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범분야 이슈인 성평등
의제, 젠더 의제는 여성가족부 단독적인 추진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여러 상
황으로, 4번 실질적 성평등 노동정책 부족, 5번 성차별 시정기능 부재와 깊은 관
련이 있음
⚪ ‘부(국무위원)’단위가 직제상 취약하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으며, 부단위의 중앙행
정기관과 비교하여 여성가족부의 조직 규모, 예산액, 업무의 중요도(국정과제 수,
대통령 언급 횟수, 장･차관급 회의 상정 건수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같이 안내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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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3> 여성가족부 정책의 한계점 (2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1

정부직제 상 여성가족부의 취약한 위상

4.69

0.59

0.88

1.00

0.00

5

성차별 시정기능의 부재

4.63

0.66

0.81

1.00

0.00

※ 전문가 주요 의견
⚪ ‘정부직제 상 여성가족부의 취약한 위상’ 항목에서는 제도도입은 적절했으나 실행
단계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돋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실질적 성평등 노동정책의 부족’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여성가족부가 세부노동
정책을 담당해야 하는지 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성차별 시정기능의 부재’ 항목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권한이 아니기에 한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에서 남녀차별시정 기능을 이관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라) 성주류화 직제, 기능의 적절성 및 주요 의견
여성가족부 성주류화 직제 및 기능의 적절성 여부 1차 조사 결과는 <표 Ⅱ
-34>와 같다. 조사 결과 전체적인 적절성은 높게 나타났다(M=3.47~4.25).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운영(M=4.25, SD=0.95)’이 가장 높은 적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부처･지자체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M=3.63, SD=1.16)’이 가장 낮은 적절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합의
요건을 만족하는 항목이 없어 전 항목이 전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4> 성주류화 직제, 기능의 적절성 (1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1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기본법 제11조)

3.47

1.32

0.06

0.75

1.38

2

8개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운영

4.25

0.95

0.44

1.00

1.00

3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여성가족
부훈령 제142호)

3.84

1.05

0.25

0.75

1.00

합의도 수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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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4

중앙부처･지자체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

3.63

1.16

0.00

0.57

1.00

5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 입안시 여성가족부장관과 사전협의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30조)

3.97

1.06

0.38

0.75

1.00

합의도 수렴도

※ 전문가 주요 의견
⚪ 현재의 직제에서 중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평정하였으며, 실제 추진 현황은 일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함
⚪ 열거한 기능이 조정기능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총리실 산하에 양평위도 현재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각 부처 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내 자율적
인 성 주류화 이슈 발굴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소규모 이중 집행 부서에 머물러 있는 현재로서는 성평의
주류화에 한계가 명백함
⚪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라도 부처에 ‘제동, 이행명령’ 등을 가질 수 있어야
전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직제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각각의 실질적 운영이 형식적이고 표피적인 것에 문제
가 있음
⚪ 소관 업무 및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직제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집행력을
늘릴 수 없음
⚪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는 현재 운영되는 방식에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대통령 산하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운영 추진체계를 갖출 때만이
의미가 있음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모든 중앙 행정기관에 설치될 경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제도
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있지만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인 정책책임자로서 역할이 모호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정책방향 제시, 자문 등 부처 내 젠더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을 해야 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는 전체 중앙부처를 포함한 정책 공유 협의체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법이나 제도는 적절하나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이 한계
⚪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는 전부처 및 주요 관련 부처 업무를 기본축으로
성평등 정책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심의조정 기능을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부총리 자체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는 제도적 이론적으로 매우 적절하나 실제 부처의 현장에서
인사권한이 없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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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결과 모든 세부 항목에서 전문가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차 조사 결과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운영(M=4.38, SD=0.75,
CVR=0.81, 합의도=0.89, 수렴도=0.25)’,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 입안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사전협의(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30
조)(M=4.03, SD=0.78, CVR=0.69, 합의도=0.81, 수렴도=0.38)’ 항목이 최종
전문가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에 근
거한 ‘중앙부처･지자체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M=3.63, SD=1.16)’은 가장
낮은 적절성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경우 ‘지정’이라는 한계에서 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신설된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운영’과의 관련
성 속에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직제 신설에 있어서 기존의 추진체계 및 담당
기능 재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추가된 방식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1차,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를 산출하였다. 두 개 항목 모두 1차 조사에 비해 평균이 증가하
고 표준편차가 감소하였으며, 변이계수는 .50 이하로 더 이상 추가조사는 필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5> 성주류화 직제, 기능의 적절성 (2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2

8개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운영

4.38

0.75

0.81

0.89

0.25

5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 입안시 여성가족부장관과 사전협의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30조)

4.03

0.78

0.69

0.81

0.38

※ 전문가 주요 의견
⚪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야 함
⚪ ‘8개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운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운영의 확대 논의와 중복되고 있음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여성가족부훈령 제142호)’, ‘중앙부처･지자체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은 실효성이 없음
⚪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 입안시 여성가족부장관과 사전협
의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30조)’는 중요한 권한이나 실효성 있게 행사했는지
의문이며, 법보다 시행령, 시행규칙, 내규 등 세부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Ⅱ.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한계･과제 ❚ 89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가)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의 적절성
여성가족부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의 적절성 여부 1차 조사
결과는 <표 Ⅱ-36>과 같다. ‘정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와 시･도
지사 성평등 정책 협의체 설치(M=3.91, SD=1.20)’ 항목이 가장 높은 적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정책 확대 및 지원 강화(M=3.31, SD=1.28)’
항목이 가장 낮은 적절성을 보이고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전문가 합의 기준을
만족하는 항목이 없어 전 항목이 전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6>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의 적절성 (1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1

정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와 시･도지사 성평등 정책 협의체 설치

3.91

1.20

0.38

0.75

1.00

2

지방자치단체 젠더전문가 인력 및 예산 지원

3.75

1.30

0.38

0.75

1.00

3

여성친화도시 정책 확대 및 지원 강화

3.31

1.28

-0.19

0.42

1.25

합의도 수렴도

※ 전문가 주요 의견
⚪ 성평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과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NGO의
일상적 협업체계 필요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 지방분권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기능이 더 부각되어야 할 것임
⚪ 예산과 인력 지원, 기존 인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강화가 필요
⚪ 성평등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포상(예산, 인력 등)제도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
⚪ 지역 중점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대학원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 고려
⚪ 여성친화도시 추진 및 확산 정책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인증 후 점검 체계가
없어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기재부와 행안부가 같이 구성되는 협의
체 형식은 성평등 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 주도권이 축소
⚪ 정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와 시･도지사 성평등 정책 협의체 설치
는 형식적이고 실질적 역할이 미약
⚪ 지방자치단체 젠더전문가 인력 및 예산 지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직 내에서는
공무원과 협력적 업무가 어려움
⚪ 여성친화도시는 국비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친화도시 모델을 다시 제시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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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결과 모든 세부 항목에서 전문가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만 2차 조사 결과 ‘정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와 시･도지사 성
평등 정책 협의체 설치(M=3.97, SD=0.74, CVR=0.56, 합의도=1.00, 수렴도
=0.00)’, ‘지방자치단체 젠더전문가 인력 및 예산 지원(M=3.94, SD=0.84,
CVR=0.63, 합의도=1.00, 수렴도=0.00)’ 항목이 최종 전문가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를 산출하였다. 두 개 항목 모두 1차 조사에 비해 평균이 증가하
고 표준편차가 감소하였으며, 변이계수는 .50 이하로 더 이상 추가조사는 필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7>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의 적절성 (2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1

정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와 시･도지사 성평등 정책 협의체 설치

3.97

0.74

0.56

1.00

0.00

2

지방자치단체 젠더전문가 인력 및 예산 지원

3.94

0.84

0.63

1.00

0.00

합의도 수렴도

※ 전문가 주요 의견
⚪ ‘정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와 시･도지사 성평등 정책 협의체 설
치’는 상징성이 강하며, 협의안이 하나라도 실천되어야 하고, 강력한 구속력을 갖
도록 협의체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젠더전문가 인력 및 예산 지원’은 젠더전문가의 위상과 실질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 동의 정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동의 정도 1차 조사 결과는 <표 Ⅱ
-38>과 같다. ‘현행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 유지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M=4.23, SD=0.96)’가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직의 부총리급 격상
및 소관 업무 범위 확대(M=3.19, SD=1.51)’가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 합의 기준을 만족하는 요인은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M=4.23, SD=0.96, CVR=0.61, 합의도=0.75, 수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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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로 나타났다.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고려한 경우에는 ‘명칭 ‘여성’표기 삭제
및 소관 업무 전면 재편(M=3.70, SD=1.44)’이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명칭 ‘여성’표기 포함 및 소관업무 확대(M=2.83, SD=1.2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합의 기준을 만족하는 항목이 없어 전 항목이
전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이외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관련’의 경우에는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M=4.39, SD=0.88)’이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강화(국장급 이상)(M=4.03, SD=1.1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합의 기준을 만족하는 요인은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및 설치
근거 법률 제정(M=4.39, SD=0.88, CVR=0.74, 합의도=1.00, 수렴도=0.50)’,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전 부처 확대(M=4.29, SD=0.90, CVR=0.55, 합의도
=1.00, 수렴도=0.50)’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Ⅱ–38>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 동의 정도 (1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현행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 유지를 전제로 한 경우
1

여성가족부 장관직의 부총리급 격상 및 소관업
무 범위 확대

3.19

1.51 -0.23 0.33

1.50

2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사업부서로서
‘여성가족부’ 병립)

4.13

1.13

0.44

1.00

1.00

3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업무 기능강화 및 예산
확대

4.23

0.96

0.61

0.75

0.50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고려한 경우
4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전환

2.97

1.49 -0.23 0.67

1.00

5

명칭 ‘여성’표기 포함 및 소관업무 확대

2.83

1.29 -0.47 0.67

1.00

6

명칭 ‘여성’표기 삭제 및 소관업무 전면재편

3.70

1.44

1.00

0.20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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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여성가족부 이외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관련
7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전 부처 확대

4.29

0.90

0.55

1.00

0.50

8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강화(국장급
이상)

4.03

1.15

0.44

0.75

1.00

9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
근거 법률 제정

4.39

0.88

0.74

1.00

0.50

10

국무조정실에 성평등정책조정 담당직제 설치

4.09

0.86

0.50

0.75

0.88

11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예산제 전담부서 설치

4.38

1.01

0.63

1.00

0.50

※ 전문가 주요 의견
⚪ 행정 내에서 여성가족업무와 젠더폭력 관련 업무를 총괄하되 성평등 정책 추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조직 강화 필요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성주류화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는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자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면적 개편을 고려한 경우(5번~6번) 확대 및 신규로 필요한 소관업무는 차별시정,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평등지수에 대한 본격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성평등 추진
⚪ 젠더폭력 업무는 고유한 업무로 추진, 돌봄, 가족복지, 경활지원 등은 해당 부처
에서 담당부서를 두어 관리
⚪ 성인지예산제도가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업무 배정이 필요하며 성인지예산제도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임
⚪ 아동/청소년/청년 업무 통합, 개인 기반 복지 및 가족생활 지원 확대, 지방에서는
대상별 복지 업무를 성평등 주무부처로 통합
⚪ 양평법 등 해당･관련 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행정기관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주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이 적실성이 있음
⚪ 캐나다의 예처럼 ‘여성과 성평등부’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기재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봄
⚪ 부처명에 ‘성평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야 함
⚪ 아동･청소년 업무, 입양, 미혼모･부, 한부모 업무, 영아보육을 여성가족부로 이관
⚪ 성평등정책이 가족과 청소년 정책보다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검토
⚪ 전면 개편을 고려할 때 소관업무에는 고용부의 남녀고용정책, 직장 내 성희롱 등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을 이관받고,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및 시정조치
권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2번 위원회의 설치의 경우가 행정위원회인지 심의조정자문위원회인지 모호
⚪ 6번 전면재편의 의미가 폐지와 타 부처 통합을 의미하는지 모호
⚪ 독일처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가면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가져와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기능을 확대
⚪ 최근 젠더, 세대, 다문화･이주민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청년정책이나
난민･이주민 지원정책 등을 포괄하는 것까지 검토
⚪ 각 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국장급으로 상향하고 장관 직속 기구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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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에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더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을 단계적으로 나누고,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였다. ‘현
행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 유지(M=2.42)’는 비교적 낮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M=4.24)’은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M=4.24, SD=0.83, CVR=0.71, 합의도
=0.75, 수렴도=0.50)’은 전문가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고려한 경우 ‘명칭 ‘여성’ 표기 삭제 및 소관
업무 전면재편(M=3.94, SD=1.20, CVR=0.48, 합의도=0.75, 수렴도=0.50)’
항목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전문가 합의기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2차 조사
결과 평균이 증가하고 표준편차가 감소하여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이외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관련의 경우 1차 조사에서
전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강화(국장급
이상)’, ‘국무조정실에 성평등정책조정 담당직제 설치’를 포함하여 세부 항목
모두 최종 전문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
근거 법률 제정’ 항목을 제외한 모든 세부항목은 1차 조사에 비해 평균이 증가
하고 표준편차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모든 항목의 변이계수는 .50 이하로 더
이상 추가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9>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 동의 정도 기본문항 (2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1

현행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 유지

2.42

1.15

-0.68

1.00

0.00

2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

4.24

0.83

0.71

0.75

0.50

※ 전문가 주요 의견
⚪ 현재 여성가족부는 예산이나 인력이 독립 부처로 기능하기 어렵고, 실효성 있는
성차별 시정 기능이나 조사권이 없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추진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칫 부처 자체가 분산, 소멸할 위험이 있음
⚪ 여성가족부의 업무영역을 아동, 입양 등까지 확대하고,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부처간협조업무 및 조정 등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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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0>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 동의 정도 세부문항 (2차)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현행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 유지를 전제로 한 경우
3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업무 기능강화 및 예산
확대

4.34

0.65

0.81

0.75

0.50

0.48

0.75

0.50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고려한 경우
6

명칭 ‘여성’표기 삭제 및 소관업무 전면재편

3.94

1.20

여성가족부 이외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관련
7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전 부처 확대

4.38

0.79

0.75

1.00

0.00

8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강화(국장급
이상)

4.22

0.94

0.75

0.75

0.50

9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
근거 법률 제정

4.34

0.94

0.81

1.00

0.00

10

국무조정실에 성평등정책조정 담당직제 설치

4.09

0.73

0.56

0.75

0.50

11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예산제 전담부서 설치

4.53

0.72

0.88

1.00

0.00

※ 전문가 주요 의견
⚪ 방통위 등 같은 합의제행정기구화. 성평등을 주로 담당하는 행정기구가 신설된다
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업무 외 명칭-업역 등은 유연하게 확대 조정 가능
⚪ 사업부처로 여성가족부가 병립하려면 최소한 아동, 청년정책은 가져와야 하고,
부처 명칭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나 “사회통합부” 등으로 변경 필요 → 심각한
저출산으로 아동･청소년･청년 수가 감소하는데 이를 관장하는 부처만 3개에 달함
☞ 아동-청소년-청년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 필요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강화(국장급 이상)’의 경우 권한강화는 필요하나
국장급이상인 경우 과 단위 소속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각 부처에 여러 개의
과를 설치할만한 업무영역 확장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각 부처마다 국장급은
소수임. 즉 부처 소관 주요업무 내용에 따라 5명 전후인 부처들이 많음. 국장급을
부처마다 신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행안부에서도 국장급 신설에는 상당히
부정적임. 권한 강화는 바람직하나 직급을 국장급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다소 적은 편. 부처에서는 기존의 국장 자리를 포기하고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으로 변경할 가능성은 적으며, 모든 부처에 국장급이 신설되기도 어려움.
결국 특정 국장(아마도 기획조정실, 혁신실 등)이 여러 업무 중에 하나로 겸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 성인지 예산은 기재부보다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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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으로 현재 여성가족부 명칭 개편 시 명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를 조사한 결과 ‘성평등’이 13개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등’ 6개, ‘인권’, ‘양성평등’, ‘다양성’이 2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족, 돌봄,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이 명칭 개편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n=28)

[그림 Ⅱ–9] 여성가족부 명칭 개편 시 명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 (2차, 빈도(수))

다. 소결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설치 20년에 대한 평가에서 여성가족부의 주요
성과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도출한 결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를 도입하고 제도화하였다는 점
에 전문가들 의견이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과를 구체
적인 항목으로 제시하고 동의 정도를 평정하는 항목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이 여성가족부의 주요한 성과라는 데 높은 동의도를 보
이고 있으며, 최종 전문가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
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점을 공통의
성과로 간주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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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만, 두 문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경우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 바, 성주류화 정책도구 제도화의 경우 언급된
빈도는 높지만 동의도에 관한 판단은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20년간 여성가족부 업무 범위 조정과 부처 명칭 변경 등 각 단계별
추진체계 개편과정에 관한 적절성에서 전문가들은 2001년 여성부 출범에는
높은 적절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최종 전문가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5년 남녀차별 시정업무 이관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권한 축소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2008년 여성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보육, 가족업무를 보건
복지부로 이관한 조치에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 응답 분석
을 통해 성차별 시정기능과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 청소년, 가족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데, 타부처와 중복되는 업무를 분리하고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여성 업무만으로 부처 형성은 어렵
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육, 청소년, 가족 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결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범위 확대가 적절하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어떠한
업무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현재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구성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항목에서 여성가족부 기능별 업무 분야 중요도에 대해 평정한 결과
양성평등업무와 성주류화 업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적절성을 보이고 전문가 합의를 보이고 있으나, 보육, 청소년,
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적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1
차 조사 결과에서는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성평등 및 성주류
화와 관련하여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업무 모두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하여서 권익증진, 아동･청소년 성보호 모두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항목은 전문
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항목에서 청소년 업
무범위 확대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전문가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동
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여성가족부 정책 수행에 있어 한계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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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적절성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다는 것과 성차별 시정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상황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시된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에 있어서도 성주
류화라는 본연의 업무 수행 부족, 타 부서를 조정하는 기능의 부재, 성평등 의
제를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에 대해 적절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제도 확산과 함께 권한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의
적절성에 있어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와 시･도지사 성평등
정책 협의체 설치, 지방자치단체 젠더전문가 인력 및 예산 지원이 높은 평점을
보이며 전문가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이며 전문가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현행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 유지는 낮은 동의
정도를 보이며 전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 여성가족부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을 유지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업무 기능 강화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졌다. 현행 추진체계의 전
면적 개편에 있어서는 명칭에 ‘여성’표기 삭제 및 소관 업무 전면 재편이 전문
가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이외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항목이 전문가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의 전 부처 확대와 각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이 높은 평점을 보이며
전문가 합의를 보이고 있어 추후 실효성 있고 지속성 있는 제도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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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
가. 일반적 현황
2008년, 2015년, 2020년 Directory of NATIONAL MECHANISMS for
Gender Equality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는 2008년에는 170개국, 2015년에는 191개국, 2020년에는 194개국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에는 3개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가 폐지되고, 24개
국이 신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UN(2008/2015/2020). Directory of NATIONAL MECHANISMS for Gender
Equality.

[그림 Ⅲ-1] 외국의 성평등 정책추진 기구 설립 현황
대륙별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아프리카
45개국, 아메리카 35개국, 아시아 38개국, 유럽 41개국, 오세아니아 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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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가 설립되어 있었으며, 2015년에는 아프리카 52개
국, 아메리카 35개국, 아시아 43개국, 유럽 48개국, 오세아니아 13개국에 성
평등 정책 추진 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복태 외, 2016:
37). 2020년에는 아프리카 53개국, 아메리카 39개국, 아시아 46개국, 유럽
43개국, 오세아니아 13개국에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가 설립되어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유럽과 오세아니아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UN(2008/2015/2020). Directory of NATIONAL MECHANISMS for Gender
Equality.

[그림 Ⅲ-2] 대륙별 성평등 정책추진 기구 설립 현황

나. 조직 형태 현황
2008년, 2015년, 2020년에 걸쳐 각국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조직 형태를 살펴보면, 독립부처(부/청)47)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2008년에는 독립부처 형이 107개국, 기타 비정부기구 형이 27개국, 위원
47) 한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을 말하며, 국가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을 말함(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s://www.org.go.kr/intrcn/
orgnzt/viewSystm.do#)(접속일: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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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48) 형이 20국, 하부조직 형49)이 16개국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에는 독립
부처 형이 137개국, 하부조직 형이 23개국, 위원회 형이 20개국, 기타 비정부
기구50)형이 11개국으로 조사되었다(김복태 외, 2016: 39-40). 2020년에는
독립부처 형이 160개국, 하부조직 형이 13개국, 위원회 형이 17개국, 기타 비
정부기구형이 4개국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2015년, 2020년 모두 독립부
처형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가 가장 많았으며, 2020년에
는 2015년 대비 국/과(하부조직), 위원회, 기타 비정부기구 형의 국가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및 젠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기구
형의 국가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기구 중에서도 권한이 많은 독립부처
및 하부조직 형의 기구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48) 한국의 경우,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임(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관소
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20170726,14839,20170726)/제2조)(접속일:
2021.10.31.)
49) 한국의 경우,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보조하거나 보좌하기 위해 하부
조직을 두며 실, 국, 과, 본부, 관, 단 등이 그 예임. 하부조직은 수행기능의 성격
에 따라 의사결정 등에 직접 보조하는 보조기관(실, 국, 과 등)과 행정기관의 기
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보좌기관(담당관 등)으로 분류함(정부조직관
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org.go.kr/intrcn/orgnzt/viewLpgz.do)
(접속일: 2021.10.31.)
50) 정부와 관계가 없는 민간기구로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를 말함.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조직한 비정부
기구는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도 하
며, 인권･환경･보건･성차별 철폐 등 특정 이슈를 추구하기도 함(국세법령정보시스
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
&word_id=5072)(접속일: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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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2008/2015/2020). Directory of NATIONAL MECHANISMS for Gender
Equality.

[그림 Ⅲ-3] 외국의 성평등 추진기구의 유형

다. 기구 명칭 현황
각 국의 성평등 추진 기구의 명칭을 여성(women), 젠더(gender), 성평등
(gender equality), 기타51)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2008년 기준으로
170개의 성평등 추진 기구 중 명칭에 여성이 포함된 국가가 84개국, 젠더 9개
국, 성평등 8개국, 기타 60개국, 평등 3개국, 여성+젠더 4개국, 여성+평등 2
개국으로 여성이 포함된 기구의 명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2015년에는 성평등 추진 기구 중 명칭에 여성이 포함된 국가가 84개국, 젠더
는 19개국, 성평등은 12개국, 기타는 71개국, 평등 4개국, 여성+젠더 1개국으
로 2008년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포함된 기구의 명칭이 가장 많았다. 셋째,
2020년에는 총 194개국 중 여성이 포함된 국가가 70개국, 젠더는 22개국, 성
평등은 8개국, 기타는 81개국, 평등 7개국, 여성+젠더 2개국, 여성+평등 2개
국, 여성+젠더+평등 2개국으로 2008년 2015년과는 다르게 기타 분야의 기구
명칭이 가장 많았다.
51) 기타는 성평등 추진 기구 명칭에 women, gender, equality가 포함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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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women/gender(2008년 4개국, 2015년 1개국, 2020년 2개국), women/equality
(2008년 2개국, 2015년 0개국, 2020년 2개국), women/gender/equality(2008
년, 2015년 각각 0개국, 2020년 2개국)는 빈도가 적어 편집상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UN(2008/2015/2020). Directory of NATIONAL MECHANISMS for Gender
Equality.

[그림 Ⅲ-4] 성평등 추진기구 명칭 키워드 분석 현황
2008년, 2015년, 2020년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성평등 추진
기구 명칭에 기타 및 젠더가 포함된 국가의 수가 증가한 반면, 키워드 ‘여성’의
경우에는 국가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여성을 위
한 정책 패러다임에서 국가 전반에 젠더 및 성주류화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성
평등을 위한 단독기구보다는 여러 분야와 접목된 기구를 활용하여 성평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08년, 2015년, 2020년에 걸쳐 ‘여성’이
포함된 전체 성평등 추진 기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세부적으로 ‘여성’과 다른
분야가 포함된 성평등 추진 기구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다.
<표 Ⅲ-1> 키워드 ‘여성(Women)’이 포함된 성평등 추진체계 현황
구분

2008

2015

2020

여성 포함 기구

90(100.0%)

85(100.0%)

76(100.0%)

여성 단독

56(62.2%)

40(47.1%)

31(40.8%)

여성+기타분야 포함

34(37.8%)

45(52.9%)

45(59.2%)

자료: UN(2008/2015/2020). Directory of NATIONAL MECHANISMS for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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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키워드 ‘여성(Women)’과 같이 포함된 기타 키워드 현황
2008년(17개 분야)

2015년(21개 분야)

Youth, Community, Culture,
Religion,
Children, Family, Social
Family, Children,
Welfare,
Community, enfance,
Culture, equality, Family,
Gender, Community
Senior Citizen, Labor,
Development, Health,
Social, Discrimination,
Education, Population,
Youth, Gender, Health,
Senior Citizens, Social,
Labor,
Social Development, Social
Media, Civil Service, Social
Welfare, Poverty Alleviation,
Student, Youth, Sports

2020년(24개 분야)
family, social action,
gender, children, Health,
equality, gender equality,
youth, social development,
men, population,
community, human, Social
Protection, infant, poverty,
social welfare, senior
citizen, social affair,
person(disability),
social security, literacy,
enterprise, senior

자료: UN(2008/2015/2020). Directory of NATIONAL MECHANISMS for Gender
Equality. 참조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라. 시사점
2020년 해외 성평등 추진 기구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평등 추진 기구를
설치하는 국가가 2015년 대비 3개국 증가하였으며, 2008년과 2015년과 마찬
가지로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의 성평등 추진 기구 설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성평등 추진 기구의 조직 형태를 살펴보면, 매년 독립부처 형태의 성평
등 추진 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하부조직, 위원회, 기타 비정부기구 성
격의 기구들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 여성, 젠더, 성평등의
중요성 증대가 추진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별 성평등 추진체계의 명칭을 살펴보면, 여성(women)이 포함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갖춘 국가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기타 및 젠더(gender)
가 포함된 성평등 추진 기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패러다임이 젠더, 성평등 차원으로 접근됨에 따라, 여성을 위한 별도의
조직보다는 사회 전반의 성주류화를 위한 기타 분야와 포함되어 성평등 추진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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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조사
가. 사례 조사 목적 및 선정 기준
본 사례조사의 목적은 해외 국가의 중앙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례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가의 선정기준은 인구 규모, 경제 수준, 해당 국
가의 성평등 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 분야와 가족, 아동,
노인, 청소년 등을 함께 아우르는 부처 형태를 지닌 독일과 프랑스를 선택하여
이들 국가의 추진체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웨덴은 중앙부처인 고용
부와 다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조정하는 <성평등청>
을 설립하여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과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 1
위(2019년 기준)52), 여성고용률 73.5%(4위)53) 등 성평등 정책의 선도국가라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사례도 함께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조사 대상을 유럽국가(독일, 프랑스, 스웨덴)를 중심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상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가족, 아동, 노인 등을 포함한 성주류화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통합 또는 분리(병합)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가 직면하고 있는
고민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더불어, 정치와
행정의 역학관계에 따라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위상과 구조가 변화하였다는
점과 성평등 관련 법 제정에 따른 조직의 확대 또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아시아 및 영미권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여성
가족부와 유사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미국은 단독기구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에 <젠더위

52) The Economist. Glass-Ceiling index.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20/03/04/iceland-leads-the-way-to-womens-equality-in-theworkplace(접속일: 2021.10.27.)
53) 통계청 고용률 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2KAA309_OECD(접속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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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일본은 내각이 아닌 수상에 소속된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성평등 정
책 전담 기구가 교육부에 편입되어 있으며, 인권, 차별 등 성평등 이슈에 초점
을 두고 있지만,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이 부재하여 점
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사례조사에 제외하였다.

나. 독일
1) 정치 및 행정체계54)
독일은 16개 연방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서 각 연방주는 자체적인 국가
권력 및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의견이 수시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평적이면서 수직적인 권력의 분산을 통해 정치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은 공화주의, 민주주의, 연방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라는 5대 원칙
이 국가질서의 근간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의회는
양원제로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정부는 1949년에 제정된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하, “독일헌법”
이라 함)에 근거하여 정부조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헌법｣은 1919년
에 제정된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으
며, 1990년 독일통합 이후에는 서독지역 이외에 동독지역에도 적용하게 되었
다(장태주, 2001; 박대식, 2020: 148 재인용). 독일의 헌법기관은 연방대통령,
연방의회, 연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대통령은 간접선거 방식(5년 임기)
으로 선출되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지만, 연방총리 및 공무원에 대
한 임면권 등 국정운영에 대한 권한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총리 및 연방 각료로 구성되며, 외교, 국방, 화폐, 교통 등의
연방 고유 업무 외 경제, 재무, 내무, 사회복지, 환경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54) 외교부(2017) 독일 개황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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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독일 정부 홈페이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federal-government/
ministries(접속일: 2021.07.21.)

[그림 Ⅲ-5] 독일 정부 조직도
독일의 정부조직은 2018년 기준 69년 동안 24번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정권의 주도정당의 이념적 선호가 조직개편에 반영되기보다는 독일만의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과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박대식,
2020: 159). 연방정부의 정책은 “총리가 정책의 기본 노선을 정하고 이에 대
해 책임지는 원칙(Kanzlerprinzip)”, “모든 법안이나 주요 정책은 내각 심의
와 결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Kabinettprinzip)”, “각부 장관들은 총리의 기본
정책 노선과 내각의 결정 범위 내에서 권한과 책임 행사(Ressortprinzip)”라
는 3대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외교부, 2017: 36-37). 연방총리는 연방대통령
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의 재적관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 연방정부의 기본정책
노선 결정,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 각료 임면 제청,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
하원 해산 제청, 연방 각료 수와 소관 업무 결정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연방
각료는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대통령이 임면한다.

2) 성평등관련 입법과 정책55)
1949년 제정된 ｢독일헌법｣은 제3조에 평등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5) EIGE 홈페이지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countries/
germany를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하였음을 밝힙니다(접속일: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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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일반적 평등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항은 남녀
평등권으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3항은 차별금지 규정으로
“누구도 성별, 가문, 종족, 언어, 고향과 출신, 신상,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김선욱,
1998: 203).
통일 후 1994년 ｢독일헌법｣이 개정되었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평등 정책
을 위한 국가의 약속으로, 제3조 제2항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고 명
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기존의 불이
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개정
은 국가의 적극적인 성평등 실현 의무를 더욱 분명히 하고 남녀평등권의 사실
상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정치
적 효과를 더 가져오는 데 기여하였다(김선욱, 1998: 204).
｢독일헌법｣ 제3조 제2항 개정에 발 맞추어 연방정부는 ｢남녀평등실현법(제
2차평등권법)｣을 개정하였다(김수진, 2001: 225). ｢제2차 연방 남녀평등실현
법｣56)은 여성들의 사실상의 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조치를 포함한 평
등지위실현정책의 기반을 닦고 있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 ｢여성지원법｣
이다(김선욱, 1998: 207-208). ｢여성지원법｣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여성지원계획과 여성담당관 임명이다. 이 법의 실행을 지원하고 감독하기 위해
200명 이상이 상근하는 연방행정기관에 여성담당관(Frauenbeaufragte)을 임
명하도록 하고, 여성지원 계획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행정관청의 의무
로서, 여성담당관의 사전협력 하에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년 실행현황에 맞게 조정
되어야 한다(김선욱, 1998: 210; 김수진, 2001: 225-226).
독일의 <연방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56) 이 법은 제1조 연방행정에서의 여성지원과 직업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법(여성지원법), 제2-4조 시간제근무 공무원에 대한 지위개선을 위한 연방
공무원법, 공무원대강법, 독일법관법의 개정, 제5-6조 여성지원강화를 위한 기업
기본법 및 연방인사위원회법의 개정, 제9조 노동법상의 EU적응법의 발전에 따른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제10조 직장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남녀근로자보호에 관한 법(고용보호법), 제11조 연방의 각종 위원회에 남녀의 임명
과 파견에 관한 법 등 여성지원법, 고용보호법, 연방위원회구성법 등의 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김선욱, 1998: 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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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en, Frauen und Jugend – BMFSFJ)>는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전반의 성주류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성평등원칙은 AGG,
BGremBG, DGleiG, BGleiG 등 다양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고용에서의 차별에 초점을 맞춘 2006년 일반 동등 대우법
(Algemeine Gleichbehandlungszetz – AGG)
∙ 2015년 연방 신체 구성법(Bundesgreimenbeetzungsgesetz – BGremBG)
∙ 2001년 연방 행정부에서 여성과 남성 간 평등을 행사하는 법률(Gesetzur Durchsetzung
de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 in Dundesverwaltung – DGleiG)
∙ 2015년 연방 평등법 (Bundesgleichstellungsgesetz – BGleiG)

AGG의 목적은 성별에 따른 차별의 예방과 제거이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
되는 범위는 예를 들어 노동법과 모든 고용 분야처럼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량
거래’뿐 아니라 주택을 포함하여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접근
및 공급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BGleiG는 성별에 따른 차별의 퇴치와 예방은 물론, 범위 내 부서의 모든
책임과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도원칙을 갖고 평등과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
한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와 같은 연방법에서 성평등(성 주류화)을 이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사회법 III(Sozialgeetzbuch III – SGB III)｣ 제9조 제
3항에 규정되어 있다.
1993년 내각 결의안에서 연방정부는 성평등의 목적을 연방 및 지역/지방
차원의 활동에 대한 지침의 원칙으로 인정하고, 모든 연방 부처의 공동 전략으
로 성주류화를 채택했다. 첫 번째(2012년)57)와 두 번째(2017년)58) 성평등 보고
서(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57)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2a).
Neue Wege – Gleiche Chancen.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m
Lebensverlauf. Erster Gleichstellungsbericht. Berlin: Drucksache
17/6240; EIGE 홈페이지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
countries/germany 재인용(접속일: 2021.10.17.)
5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7). 3.
Atlas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utschland;
EIGE 홈페이지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countries/
germany 재인용(접속일: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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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성 주류화를 더욱 강조한다.
2017년 성평등 보고서에는 성평등 정책 결정을 안내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
즉 디지털 업무의 성평등, 가까운 파트너로부터의 폭력, 2015-2016년 이후
난민과 이주민 유입 증가의 영향 등이 기술되어 있다. 두 보고서 모두 전보다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지만, 성주류화의 구현에 대한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암시하기도 한다.
전략으로서의 성 주류화는 ｢연방부처 공동절차규칙(Gemeinsame Geschftftsung
der Bunder Ministerien – GGO)｣ 제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제된다. ‘성평등은
일관된 원칙이며 연방정부의 모든 정치적, 입법적, 행정적 행위에 의해 촉진되
어야 한다’. ‘각 부처의 분야(성 주류화)에 따라서 성평등은 정부(국가 및 지역)의
모든 정치, 의제 설정 및 행정적 측정에서 보장, 확보 및 촉진되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의 정책 분야와 성평등 문제 사이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실제로 성 주류화가 항상 시행되지는 않는다. 이에 2012년
성평등 보고서에서는 부처의 강력한 보증인만이 성 주류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59)

3)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변화 과정
독일은 유럽연합 암스테르담 조약을 포함한 성평등 정책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선도적 추진과 성평등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성은 자연스럽게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위상과 권한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여성･가족 정책의 확립과
국가 전반의 성주류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성평등 정책 담당부서는 1950년도 연방 내무부에 성평등과가 신설
된 것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성평등과는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의 사적･공적
생활에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조사, 법률안 자문, 연방행정

59)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2a).
Neue Wege – Gleiche Chancen.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m Lebensverlauf. Erster Gleichstellungsbericht. Berlin: Drucksache
17/6240; EIGE 홈페이지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
countries/germany 재인용(접속일: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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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여성의 평등권 등 연방행정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규칙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김복태 외, 2016: 101-102).
이후 1972년도에 <연방 청소년･가족･보건부>라는 조직의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고, 1970년대에 펼쳐진 독일 신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성평등을 위한 조직
의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자, 1979년도에 ‘성평등과’는 ‘성평등실(Arbeitstab
Frauenpolitik)’로 승격되었다(BMFSFJ, 2007: 11; 김복태 외, 2016: 102 재
인용). 이후 1986년에는 기관명에 ‘여성’이 추가된 <연방 청소년･가족･여성･
보건부>가 설립되었으며, 기존 ‘성평등실’의 업무 및 권한을 부처 내 ‘성평등
국’이 이양받아, 성평등 및 여성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김복태
외 2016: 102).
1990년 여성문제를 담당했던 <연방 여성･청소년부>의 장관 앙겔라 메르켈
은 무엇보다도 여성과 청소년의 통합과정에 참여하는 제도(Gestaltung)와 적
합한 조직구조를 신연방주에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
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독립된 기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통일부,
2014: 47-48). 이에 1991년도에는 <연방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가 3개
부처로 분리됨에 따라 <연방 여성･청소년부>라는 기관명을 갖게 되었다.
<여성･청년부>에서는 여성과 관련한 가족, 직업, 일-가정 양립, 재취업,
평등, 모성보호, 낙태, 폭력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순옥, 2006: 199).
한편, 1994년도에는 가족과 노인이 추가되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
부>라는 기관명을 갖게 된다. 이는 1992년 ｢임산부 및 가족지원법｣ 개정과
1994년 ｢제2차 남녀평등실현법｣의 개정으로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이슈에
대한 통합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었다(통일부,
2014: 52-55). 이러한 기관통합의 원인으로는 독일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
구성원의 다원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자녀 돌봄 문제, 여성취업인구 증가,
노인 돌봄 문제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통합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김복태 외, 2016: 96).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1명의 장
관과 2명의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행정관리국, 가족국, 노인국,
여성국, 청소년국 등 5개의 국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여성국은 여성기본정책
과, 법령담당과, 여성인권과, 여성건강과, 국제협력과, 여성단체지원과, 여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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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과, 여성교육･재교육 및 여성창업과 등 7개 과로 구성되었으며, 약 50
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사순옥, 2006: 199). 이후, 1994년 ｢남녀평등권실천
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명 이상이 고용된 모든 공공기관에는 여성담당관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사순옥, 2006: 200).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성평등에서 평등정책으로
전환되면서

1999년도에

여성국(Abteilung

Frauen)의

명칭이

평등국

(Abteilung Gleichstellung)으로 변경되었으며, 독일의 성평등정책은 2010년
대부터 ‘남녀 기회 공정 유지정책’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BMFSFJ,
2012b: 36; 김복태 외, 2016: 97 재인용). 남녀 기회 공정 유지정책의 두 가
지 핵심주제는 사회적 공정성과 독일 사회의 사회적 통합으로, 이를 담당하기
위한 평등국 산하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Gleichstellungspolitik für
Jungen und Männer)’과 (Referat)가 신설되었다(BMFSFJ, 2012b: 9; 김복태
외, 2016: 97 재인용).
이처럼 독일의 안정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에
는 과거 독일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이 일상생활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었던 시기에 독일 여성들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사회적
구조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
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이다(김선욱, 1998: 212). 다음으로 정
부도 정치이념에 상관없이 성평등 정책의 근거법에 규정한 내용을 성평등 정
책 추진조직에 담아내는 노력을 병행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암스
테르담 조약 등 성평등 정책 관련 국제협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무엇보
다 독일은 가족, 노인, 청소년, 아동문제 등 성평등과 상호연관성이 높은 주제
를 중심으로 통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이진숙, 2003: 42). 이러
한 확대는 조직이 고유한 성평등 정책 담당 주체로 정부 부처 내에서 인정받았
고, 이를 바탕으로 성주류화 정책도 자연스럽게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
통합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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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독일 성평등 정책 담당부서의 변화
연도

정권

콘라트
1950 아데나워
(보수)

기관명

지위

∘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의 사적 그리고 공적인 생활
에서 실현이 목적
연방 내무부 성평등과 ∘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조사, 법률안에 자문, 연방행
정에서 여성의 평등권을 관할, 연방행정에서 근무
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규칙적으로 보고하는 역할

1972

빌리
브란트
(진보)

연방
청소년･가족･
보건부

장관

1979

헬무트
슈미트
(진보)

연방
청소년･가족･
보건부

장관

1986

연방
청소년･가족･
여성･보건부

장관

1987

연방
청소년･가족･
여성･보건부

장관

1991 헬무트 콜
(보수)

1999

연방 여성･
청소년부

연방 가족･
노인･여성･
청소년부

1994

게르
하르트
슈뢰더
(진보)

특 징

연방 가족･
노인･여성･
청소년부

∘ 1970년대 독일 신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성평등을
위한 조직의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자 1979년 ‘성
평등과’에서 ‘성평등실(Arbeitstab Frauenpolitik)’
로 승격

∘ 1985년 독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 이전 성평등실 업무 및 연방 노동･사회부, 연방내
무부 등의 성평등과 여성지원 관련 업무와 권한 이
양받음
∘ 발안권, 진술권, 조정권 등을 갖고 권한이 강화됨

장관

∘ 1990년 독일 통일
∘ 연방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가 3개 부처로 분리
확대됨(연방 보건부, 연방 가족･노인부, 연방 여성･
청소년부)

장관

∘ 여성, 청소년에 가족, 노인 추가
∘ 1명 장관과 2명 차관
∘ 1992년 임산부 및 가족지원법 개정
∘ 1994년에 제정된 남녀평등실현법 제1조 여성지원
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모든 행정
기관에 여성담당관임명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차원 성평등담당부서 설립

장관

∘ 콜 정부의 형태가 유지
∘ 1999년 여성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1998년 평등정
책으로 변경되면서 여성국(Abteilung Frauen)의 명
칭이 평등국(Abteilung Gleichstellung)으로 변경
∘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이후, 성 주류
화 도입을 결정
∘ 2000년 연방부서 공동직무규정에 성 주류화 의무화
∘ 2001년 성주류화 원칙을 남녀평등실현법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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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5

정권

기관명

메르켈
(보수)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지위

특 징

장관

∘ 슈뢰더 정부의 형태가 유지
∘ 정무차관 2, 행정차관 1
∘ 2009년 평등국에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
(Gleichstellungspolitik für Jungen und Männer)’
과(Referat) 신설

자료: 김복태 외(2016), pp.101-108; 김선욱(1998), pp.203-215; 사순옥(2006),
pp.198-202; 독일 정부 홈페이지(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
federal-government/ministries)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4) 중앙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독일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를 조직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권한과 기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독일
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는 중앙국･민주주의 참여국, 가족국, 인
구변화･노인･복지국, 평등국, 아동･청소년국 등 총 5개의 국(Abteilung)이 있
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중앙국, 민주주의 참여국, 가족국, 인구
변화･노인･복지국 모두 두 가지의 정책 주제로 세부팀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2개, 10개, 12개, 12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아동･청소년국은 두 가
지의 정책 주제로 1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 3개의 팀으로 구성
된 프로젝트 부서가 속해 있다. 마지막으로 평등국도 두 가지의 정책 주제로
구성된 10개의 팀과, 2개의 팀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평
등국의 10개 팀은 정책문제･디지털 평등사회, 인신매매･매춘여성 보호, 여성
폭력 보호, 유럽/국제 평등정책, 여성 우선순위･평등법, 협력/평등정책, 사회
전문직 감사, 노동시장, 임신･성교육･장애여성, 참여 및 언론, 소년 및 남성의
평등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부서에서는 연방재단, 무자녀 및 여성의
건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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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https://www.bmfsfj.de/bmfsfj/ministerium/
organigramm(접속일: 2021.8.5.)

[그림 Ⅲ-6]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평등국의 조직도
또한,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평등기회 담당관을 갖고 있으며, 유아
성희롱 문제를 맡는 독립적 담당관(Unabhängiger Beauftragter für Fragen des
sexuallen Kindesmissbrauchs)과 연방 차별금지소(Antidiskrimierungsstelle
des Bundes)가 소속되어 있다. 독립적 담당관과 연방 차별금지소는 <연방 가족･
노인･여성･청소년부>에 속하지만, 업무는 부처와 독립적으로 이행한다.
현재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업무실은 베를린과 본에 자리잡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약 700여 명이고 이 중 72%가 여성이다(2019
년 6월 30일 기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2018년부터 2020년
의 총 세출액은 각각 약 120억 달러, 123억 달러, 160억 달러60)로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61) 독일의 중앙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60) 2021년 8월 23일 환율(1달러: 1,183.5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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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에 대해
서 독립적인 관할권과 책임을 갖고 있고,62) 연방정부의 평등 관련 정책형성과
법을 위한 발의권, 발언권, 연기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법률안 제
출과 더불어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연방
의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수정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홍일선, 2015: 21). 독일
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성평등 관련 정책의 형성부터 집행까지
총괄하며, 연방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발의권, 발언권, 연기권을 행사할 수 있
다. 더불어 연방부처들의 성주류화 정책 이행을 총괄하며, 다양한 비정부형태
의 여성단체의 활동과 네트워크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엔연합의 협약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국내외 연대를 담당하고 있다.
<표 Ⅲ-4>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권한 및 기능
구분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성평등 정책 추진 권한 및 기능

1

∘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에 대해서 독립적인 관할권과 책임을 가짐
∘ 연방정부의 평등 관련 정책형성과 법을 위한 발의권, 발언권, 연기권을 가짐

2

∘ 연방 부처들의 성주류화 이행을 관할하고 조종하는 주무부처의 위치
∘ 연방의 다른 부처들과 함께 성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연구그룹 또는 프로
그램 등을 진행

3

∘ 독일 사회의 성평등 실태와 문제점 파악, 현행 평등정책의 재평가 및 검토하는 보고서
제작･간행

4

∘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거나 실시

5

∘ 다양한 비정부 여성단체의 활동과 연방차원의 여성조직 네트워크를 재정적, 제도적으
로 장려･지원

6

∘ 유럽연합, 유럽이사회, 유엔의 위원회 등의 협약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
으로 연대

7

∘ 연방의 성평등정책을 통해 연방 주들과 지방자치의 성평등정책에 영향력 행사
∘ 주 정부의 평등정책들로부터 연방 정부의 평등정책 개발을 위한 수단을 제공받음

자료: 독일 정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themen(접속일: 2021.8.22.)
61)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75833/
umfrage/ausgabenstruktur-im-bundeshaushalt/(접속일: 2021.8.23.)
62) 독일은 ｢독일 기본법｣ 제64조에 근거하여 ‘부처원칙(Ressortprinzip)’이 적용되고
있다. 부처원칙은 각 장관이 자신의 책임 아래 소관 업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연방수상도 장관의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정재각, 2011: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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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
1) 정치 및 행정체계63)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국가로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지위 및 책임은 헌법수
호, 국가의 정상적 운영, 프랑스의 독립 및 영토보존 등이다. 프랑스의 행정부
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는데,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부를 총지휘하고
국방 및 법률 집행에 대한 책임, 내각 조직 및 장관 인선, 정책 선언에 대한 승
인을 하원에 요구할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각료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
이 임명하며, 모든 각료는 의원직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총리실, 내무부, 유럽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총 17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
다. 프랑스는 보건연대부 산하 사회통합총국(DGCS)에서 성평등, 어린이, 가족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2020년 총리실 내 성평등관련 장관대표(minister
delegate)실이 설치되어, 사회통합총국과 성평등, 기회의 다양성과 평등 등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uvernement.fr/composition-du-gouvernement
(접속일: 2021.7.21.)

[그림 Ⅲ-7] 프랑스 정부 조직도
63) 외교부(2018b) 프랑스 개황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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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는 정부 조직 관련한 법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의회가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선출
될 때마다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고 그에 따른 대규모의 조직개편이 반복되었
다(김석은, 2017: 266). 프랑스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징은 총리에 의해 개각
이 이루어지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우선순위와 국정운영 철학의 영향력이 크다
는 점, 장관의 남녀 성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점, 장관 임명에 지난 정부의
각료나 반대당 당원, 정적을 기용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김석은,
2017: 267-268). 프랑스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 제정이 가능
하고, 일반생활에 대한 사항은 대체로 행정명령으로 대체하고 있다(외교부,
2018b: 37).

2) 성평등관련 입법과 정책64)
프랑스의 성평등 관련 법률적 전통성은 고용과 직업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1972년 12월 22일 남녀 동일 임금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최소
12개의 관련 법률이 채택되었으며, 프랑스 노동부는 2019년 2월 직장 내 성
별 임금 차이 등 성과 관련된 불평등을 측정하고 대응하기 위해 ‘성평등지수
(Index'Egalite de General)’를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성평등 입법의 기록이 있지만, 국가 정책 문서에서 성 주류화에 대
한 최초의 명시적인 언급은 2000년이 돼서야 등장했고, 성 주류화는 1990년
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와 공공정책의 성평등을 촉진하는 방법
으로 발전되었다.
2001년부터는 성평등 정책의 요약본이 ｢재정조직법(Loid'Orientation de
lload finance, LOLF)｣에 수록되었으며, 2010년에는 성평등에 관한 포괄적
인 횡단정책문서로 변경되었다. 2001년도의 유기적인 법률은 공공정책의 목
표에 따라 재정 정보를 제시하도록 정부에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정부 예산법
초안 별첨에는 성평등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137’의 연례 이행보고서
와 함께 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한 부처 간 정책의 실천사항을 정리한 ‘통합정책

64) EIGE 홈페이지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countries/
france를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하였음을 밝힙니다(접속일: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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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 우리나라 「양성평등기본법」에 해당되는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평등
에 관한 법률」은65) 모든 정책 분야에서 성평등의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성평등
을 위한 입법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은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성평등 분야에서 이전의 모든 관련 법을 수집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성평등을 다루는 공공정책 분야를 정확히 규정하고, 성평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권리본부(SDFE)는 성 주류 차원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현재 성 주류화 접근법에 기인하는 성평등의 국가 실천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2016-2020년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제1차 부처 간 계획
(plan interministériel en faveur de l'égalité professionn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PIEP)은 고용 중인 여성과 남성 사이의 구조적
불평등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SDFE, 사회부, 복지부, 그리
고 기타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성 주류화 접근 방식에 근거하여 직업적 분야의
수준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 및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SDFE는 여러 부처 내에서 성평등에 관한 계획을 시작한다. 특히 문화
부는 적극적으로 2018-2022년에 걸쳐 성평등 로드맵을 개발하고, 장관과
노동조합이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성별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도 개발되었다(예: 개인 또는 디지털 부문에 관한
개인적인 서비스). 디지털 분야의 성 다양성 전략은 지난 2014년 시작됐으며,
이후 2017년에 디지털 분야(2017-2020)의 성 다양성 발전 부문 계획이 체결
되었다.

3)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변화 과정
프랑스는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추진 기구의 권한 및 위상
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구조가 빈번하게 변화하였
으나, 담당 장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바탕으로 40년 가까이

65)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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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SDFE)가 유지되고 있다.
우파 정권이 집권한 1970년대 성평등의 발전이 있었지만, 프랑스 성평등
정책 관련 기구는 통합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었으며 업무의 중복성 문제로
성평등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다.
프랑스에서 성평등 추진 기구가 장관직의 기구로 승격된 것은 여성노동위원
회가 만들어지고 20년이 지난 1985년 여성권리부라는 기관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최초의 통합적인 성평등 담당부서인 여성권리부는 장관이 장으로서 부서
를 통솔하며,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동시에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권한 또한 소유하고 있었다.
미테랑 대통령의 당선에는 좌파 계열의 페미니스트 운동, 이베트 루디를 중심
으로 한 좌파계열의 여성운동 중심의 지원이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여성
권리부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관계를
통한 부처 설립의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여성권리부의 예산 및 권한의 범위
가 크지 않았으며, 상징적 성격이 강한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파 정권의 집권과 신자유주의적인 물결과 맞물려 성
평등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동, 주택 등 사회문제부서와 결합시키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미테랑 대통령과 시라크 총리의 동거정부하에서 우파정부는
공공정책의 신자유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전 사회당 정부의 아젠더를 모
두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부개혁이 이루어졌다. 특히, 1986년 새로운 시락총리
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권리부와 관련
지방조직이 모두 폐지되었으며, 여성을 가족돌봄자 및 어머니로서 인식하고 작
업장에서의 남녀평등이나 사회활동에서의 남녀평등적인 정책지향을 폐기하였
다. 더불어 성평등 전담기구가 여성조건담당관으로 그 위상이 낮아짐에 따라
정책 결정 참여권도 없어지게 되었다(김복태 외, 2016: 76).
1990년대를 지나면서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중앙행정부처와 더불어
위원회가 공존하는 형태가 되면서 중앙행정부처 내에 여성권리본부(SDFE)를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회가 자문과 부처 간 조율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김민정, 2017: 225). 1984년에 설치된 여성권리본부(SDFE)
는 지속적으로 남아서 때로 독립부처형의 성평등전담기구에서 핵심부서로서
아니면 하위조직형의 경우에는 그 조직의 중심부서로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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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김민정, 2017: 226).
또한, 1990년대 중반 사회당 정부에서 설치한 총리 산하의 동수감시소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들과 여성권리본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젠더관점에서 정책을 입안, 추진하고 있다(김민정, 2017: 226).
1990년대에 오면서 정부 내에서 성평등 관련 부서는 여러 형태를 가지게 되었
다. 때로는 독립부처형이었던 시기도 있었고 주로 장관실 산하 차관 혹은 위임
장관의 형태 아니면 그 하위조직으로 존재하였다.
2000년 중반부터 프랑스는 사회통합에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았
던 시기로, 사회통합과 연관성이 높은 도시부와의 통합이 논의되었으며, 2010
년대에 들어서 <노동･사회관계･연대･도시부>라는 기관명을 갖게 되었다(이향수･
이성훈, 2017: 98). 정무차관이나 위임장관이 통솔하는 정부의 한 부처로
자리잡았으나, 여성권리부보다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의 부처로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부처가 되었고, 각료회의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으나 의결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2012년 진보성향의 올랑드 대통령 당선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올랑드 정부
하에서 루디 이래 30년 만에 다시 장관급인 여권부가 다시 등장하였고, 성평
등 추진도 활발해졌다(김민정, 2017: 219). 이 기간 동안 성평등의 기본법이
되고 있는 ｢진정한 성평등법(True equality law)｣이 2014년 통과되면서 프랑
스 성평등은 성주류화 정책 추진에 앞장서게 되었다(김민정, 2017: 219).
2016년에 개편된 <가족･어린이･여성부>는 장관급의 부서인데 이와 더불어 성
평등고등위원회, 양성직업평등고등위원회 및 성폭력 방지대책을 준비하는 특
임대 등의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김민정, 2017: 224). 이것은 최근의 추세가
성주류화 정책으로 성평등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위원회를 통한 정책추진
이 필요했고, 프랑스에는 아직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활동도 필요했던 것이다. 프랑스는 병립형 모델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김민정, 2017: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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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프랑스 성평등 정책 담당부서의 변화
연도

1965~
1974

정권

드골

1974~
1976

1978~
1981

지스카르
데스탱
(보수)

1978~
1981

상위부처

부처명

특 징

여성노동
위원회

∘ 노동시장 성불평등을 없애는 해결정책을 제안
하는 것이 주 임무
∘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
∘ 여성노동위원회 1972년 동등임급법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

대통령

여성조건
담당
정무차관

∘ 정부의 공식적인 한 부처로 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
게 됨
∘ 진보계통 인사인 프랑소와즈 지로를 차관직으
로 임명
∘ 정책을 집행 할 예산과 인력 배정

노동부

여성고용
담당
정무차관

∘ 기존의 여성노동위원회와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
되면서 여성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킴

수상

여성조건
담당 장관
(1980년
개명:
가족담당
장관)

∘ 출산장려정책과 가족정책을 맡음
∘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음
∘ 성평등 관련 기구들이 중첩적으로 산재해 체계
가 잡히지 않음

노동부

1981~
1986

미테랑
1기
(진보)

여성권리부

장관

∘ 장관이 장(長)으로 부서를 통솔하고, 장관은
각료회의 참석할 수 있으며 발언할 수도 있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권한 소유
∘ 여성노동위원회, 여성노동정무차관, 여성조건
담당장관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조직들을
여성권리부로 통합
∘ 장관으로 임명된 이베트 루디는 미테랑의 오랜
된 측근이며, 프랑스 여성계의 중요 인사임
∘ 1983년 여성노동위원회를 대체한 직업평등
고등위원회 운영
∘ 1984년 여성권리본부(SDFE) 신설
∘ 지방에 여성권리 담당부서 신설
∘ 법적 기반이 취약

1986~
1988

미테랑
2기
(보수)

사회문제･
고용부

여성조건
담당관

∘ 시라크 총리와 동거정부 하 신자유의적인 입장
을 표명하면서 여성권리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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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권

1988~
1988
1988~
1991
1991~
1992

미테랑
2기
(진보)

1992~
1993
1993~
1995
1995
1995~
1997

1998~
2002

부처명

사회문제와
노동부

가족, 여성의
권리, 연대,
귀환자
담당장관

미테랑
2기
(보수)
시락
1기
(보수)

시락
1기
(보수)

특 징

∘ 정부 내에서 여성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떨어짐
∘ 사회문제, 보건, 도시부, 세대간연대부, 노동사
회문제부 등이 포함
∘
여성의 권리 광범위한 형태의 사회문제 담당 부처를 두고
노동, 고용, 및 일상생활 성평등문제를 담당함
∘ 예산과 인력이 풍부한 각 부처 장관의 의지에
직업교육부
담당
따라 성평등문제의 큰 진전 기대할 수 있음
정무차관
여성권리 담당 정무차관

경제･재정부

1997

1997~
1998

상위부처

여성권리･
소비
정무차관

사회문제･
보건･도시
장관
세대간
연대장관

∘ 1995년 베이징 선언, 1999년 5월 암스테르
담 조약 발효 등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상응하
노동･사회문제
는 조직구조 미비
장관
∘ 법과 조직에 근거한 성평등 정책 추진보다는
고용･연대
장관역량에 따라 결정됨
장관
∘ 1993년 사회문제, 보건, 도시부 장관인 시몬
베유는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우파 정치인
여성권리
으로 가족관련법 개정을 주도함
정부 간
∘ 정권교체나 총리교체에 따른 여성성책 전담기
심의회
(Délégation 구가 변해도 여성권리본부(SDFE)가 유지되어
수상
ministérielle 성평등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감
aux droits ∘ 2000년 남녀동수법 제정
∘ 2001년 완전한 지방자치를 제도화함
des
femmes)
고용･
연대부

여성권리
담당
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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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권

2002~
2004
2004~
2005

시락
2기
(보수)

2005~
2007

부처명

사회문제,
노동, 연대부

여성권리와
평등 담당
위임장관

동수,
직업평등부

장관

고용,
사회단결,
주택담당부

기회평등
증진 담당
위임장관

노동과
여성권리와
사회관계,
평등처
가족, 연대부

2007~
2009
2009~
2010

상위부처

사르코지
(보수)

노동,
가족, 연대
사회관계,
담당
연대, 도시부 정무차관

2010~
2012

연대,
사회단결부

2012~
2014

여권부,
(정부대변인
겸직)

2014~
2016

올랑드
(진보)

2016

2019
마크롱
(진보)
2020

특 징

∘ 정무차관 혹은 위임장관에 의해서 통솔
∘ 정부의 한 부처이지만 여성권리부보다는 한
단계 낮은 급의 부처로 가장 많은 형태로 성평
등 추진
∘ 각료회의에 참여와 발언의 권한 있으나, 의결
에는 참석할 수 없음
∘ 보수정권의 정치적 제약
∘ 잃어버린 30년

장관

∘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
을 여권부 장관으로 임명
∘ 2013년 동수감시소를 성평등고등위원회로 전환
사회보건
여성권리
∘ 2013년 성폭력 방지대책을 준비하는 특임대
여성권리부
정무차관
신설
∘ 2014년 우리나라 성평등기본법에 해당되는
가족, 어린이,
장관
‘진정한 성평등법’ 통과
여성권리부
∘ 법에 근거한 조직신설 및 개편
아동･가족･
∘ 상원의원 출신으로 사회당 소속인 로랑스 로
보건
시뇰을 가족어린이여성권리부 장관으로 임명
보건연대부
연대부
∘ 병립형 모델 추구
국무장관
∘ 엘리자베스 모레노를 총리실 산하 성평등, 다양
성, 기회평등 장관직에 임명
총리실 산하
무임소 장관
성평등부서

자료: 김원홍 외(2008), pp.44-45; 김복태 외(2016), pp.72-81; 김민정(2017), pp.212231;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uvernement.fr/composition-dugouvernement)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종합하면, 프랑스는 대통령이 지니는 성평등 및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가 독립된 부서로 하나의 장관이 임명되느냐, 아
니면 하나의 장관 하부에 담당장관 혹은 부장관으로 여성권리를 담당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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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 혹은 권한이 더 적은 정무차관으로 담당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경우, 여성장관을 주로 임명하였
으나, 보수주의 정권에서는 담당 장관이나 정무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4) 중앙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프랑스는 보건연대부(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내 사회
통합총국에서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였으나, 2020년 총리실 산하에 <성평등,
다양성 그리고 기회평등(Ministre délégué chargé de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e la Diversité et de l'Égalité des chances)>
이라는 무임소장관66)이 설치되어 사회통합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hesion sociale)과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통합총국은 가족, 아
동, 여성권리 그리고 성평등과 동수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가족정책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일을 하
며 가족, 아동, 청소년, 부모, 세대 간 연대를 지원하고 사회문제, 보건부와 청
소년범죄예방정부 간 위원회와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담당하
며 사회문제, 보건부와 함께 가족수당과 관련된 규칙을 발전시키고 집행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이 기구는 사회 속 여성권리 존중이 증진되는 일을 담당하고
관련된 모든 차별을 철폐하며 정치, 경제, 직업, 교육, 사회, 보건, 문화 분야의
평등을 보장하는 일을 한다. 또한, 관계된 다른 부처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여성의 권리 진작, 성희롱 감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무력화하고 폭력에 관한
여성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 등에 관여한다. 직업의 평등과 공기업･사기업에
서의 임금 평등을 진작하고 직업의 성분리를 해결하는 일 또한 담당한다. 총리
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에 관한 부처 간 위원회의 활동을 준비하고 수행한다.
사회통합총국은 사회의료･정책과, 정책지원과, 여성권리 및 성평등 담당과
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의료･정책과는 사회참여/빈곤퇴치, 사회 긴급지원, 저작

66) 별도의 부처 없이 장관급 직책만 존재하는 경우 이를 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
Minister without portfolio)이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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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사회통합 및 경제, 사회적 연대, 아동가족, 개인보호, 아동보호, 가족 및
육아 지원, 장애인 및 노인 자립, 국민의 독립성 및 삶의 질 유지, 시민권 및
장애인 지원, 보상권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지원과는 사회적 전문
직･하위직 지원, 고용 및 임금 정책, 지역 활성화, 성과예산, 사회 및 의료
거버넌스, 유럽 및 국제 이슈, 정보관리 거버넌스, 해외 선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권리 및 성평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프랑스의 전반적
성평등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
직장생활에서의 여성과 남성 평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 프랑스 사회통합총국 홈페이지 https://solidarites-sante.gouv.fr/ministere/organisa
tion/organisation-des-directions-et-services/article/organisation-de-la-direc
tion-generale-de-la-cohesion-sociale-dgcs(접속일: 2021.10.17.)

[그림 Ⅲ-8] 프랑스 사회통합총국(dgcs) 아동･가족･성평등 담당 조직도(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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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0년 총리실 산하에 <성평등, 다양성 그리고 기회평등(de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e la Diversité et de l'Égalité des
chances)> 조직의 무임소장관이 설치되어 사회통합총국과 함께 성평등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장관은 성평등, 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평등한 기회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LGBT(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증오에
대한 정부 정책 개발 및 이행을 하고 있다. 또한, 중앙 부처 사회통합총국
(DGCS) 및 사회부 사무국(SAMAS)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이사회(DRDFE),
여성권리 평등을 위한 부서 대표(DDDFE), 청소년, 스포츠, 사회연대를 위한
지역 이사회(DRJSCS), 지역보건청(ARS) 등의 지방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이외
에도 직업평등을 위한 최고위원회(CSEP),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연합(MIPROF), 여성, 가족관련 국가정보센터(CNIDFF/CIDFF)
등 다양한 연합단체들이 무임소장관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다67).
이 외에도 프랑스 성평등 정책추진 관련 기구에는 <성평등고등위원회>, <양성
직업평등고등위원회>, <폭력희생여성에 대한 보호와 여성인권침해와의 전쟁에
관한 부처간특임대>, <여권가족정보센터> 등이 포함된다. <성평등고등위원회
(Haut conseil à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HCEfh)>는
성평등관련 모든 법안 심의 평가를 담당한다. <성평등고등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정치 분야에서 평등법 시행을
모니터링하는 <동수감시소(Observatoire de la parité, OP, 1995년 창설)>
를 대체했다. 동수감시소가 주로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이었다면, <성평등고등위원회>는 성평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고 평가하고 그 영향을 모니터하고 연구
한다(김복태 외, 2016: 87-88).
<양성직업평등고등위원회(CSEP, Conseil supérieur de l'égalité professionn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는 남녀의 직업적 평등에 관련한 모든 법안
과 행정명령과 관련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SEP의 총재와 부총재는
각각 성평등을 담당하는 국무장관과 고용부 장관이다.
67) 성평등, 다양성 그리고 기회평등 무임소장관 홈페이지 https://www.egalitefemmes-hommes.gouv.fr/le-ministere/acteurs-et-partenaires/(접속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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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희생여성에 대한 보호와 여성인권침해와의 전쟁에 관한 부처간특임대>
는 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분석, 사회에 확산하는
역할과 여성폭력과 관련된 공적 사적 영역의 활동 및 정책에 관하여 연구하고
평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여권가족정보센터>는 여성의 권리
에 관한 각종 정책 및 정부의 활동, 정보 등에 관하여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표 Ⅲ-6> 프랑스 성평등 정책추진 관련 기타 기구
기구명

주요 임무

성평등고등위원회

∘ 총리직속 기구로서 총리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
는 법안에 대한 심의 기구임
∘ 성평등전반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법안을 심의하고 평가, 영향
을 연구하고 입법부에 권고를 하는 임무를 가짐. 성평등 관점에서 평가
하고자 하는 법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법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음
∘ 정치 영역, 성에 기반한 폭력, 성적 및 재생산 관련 보건, 성고정관념,
국제적 혹은 유럽 이슈 관련 영역에서의 진보를 모니터하고 연구함

양성직업평등고등
위원회

∘ 행정부처인 성평등 관련 행정부를 위한 자문기구임
∘ 법적인 권한으로 남녀의 직업적 평등에 관련한 모든 법안과 행정명령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가짐. 직업평등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과 그 성과
에 대해서 평가하는 임무를 가짐. 마지막으로 직업활동의 성평등에 관
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개발된 새로운 정책 및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임무를 가짐
∘ 시간활용, 가족돌봄과 육아휴가, 기업 이사직의 남녀평등, 성희롱, 소녀
와 소년의 직업선택의 다양성, 여성들에 의한 창업 등에 관하여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총재와 부총재는 성평등정책담당 장관과 고용부 장관

폭력희생여성에 대한
보호와
여성인권침해와의
전쟁에 관한
부처간특임대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여성인권유린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임
∘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분석, 사회에 확산하
는 역할과 여성폭력과 관련된 공적 사적 영역의 활동 및 정책에 관하여
연구하고 평가하는 일을 담당함
∘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여성폭력 문제 전담 전문가를 육성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 유럽평의회(Conseil de l’Europe)의 2005년 인
권헌장에 맞추어 국내적인 조정을 하는 일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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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명

주요 임무

여권가족정보센터

∘ 여성의 권리에 관한 각종 정책 및 정부의 활동, 정보 등에 관하여 일반
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함
∘ 제도 및 시민과 협력함. 여성폭력에 대하여 내무부와 법무부가 함께 활
동함. 일자리와 창업, 직업선택의 다양성 및 성인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보건 및 사
회보장 영역으로 가족수당, 주택수당에 관한 정보 및 가족건강보험센터
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의 임무를 가짐. 공교육, 차별 영역의 임무도 담
당함

자료: 김복태 외(2016), pp.87-90 참고하여 연구진이 요약정리함.

라. 스웨덴
1) 정치 및 행정체계68)
스웨덴의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로서 국왕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존재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외교부, 2018a: 20).
국왕의 주요 역할은 의회 개원 및 내각 변경 시 특별각의 주재, 3군 최고사령관,
외교사절 임명 및 접수 등의 의례적 직무행사이며, 그 외 정치적 성격의 결정
사항에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스웨덴의 행정부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며, 각료는 의회 의원 또는 외부인
사로 구성된다. 행정부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내각)와 정부를 대표
하는 정당에 있으며, 대체로 총리 및 장관은 의회 의원 출신이 임명되고 있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재무부 등 총 12개의 부처로 구성
되어 있다(외교부, 2018a: 24). 특히, 스웨덴의 고용부는 고용부 장관과 성평등
/주택부 장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평등･주택부 내 성평등과에서 실질적
성평등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68) 외교부(2018a) 스웨덴 개황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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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웨덴 정부(2020). Swedish Government Offices Yearbook 2020. p.5.

[그림 Ⅲ-9] 스웨덴 정부조직

2) 성평등 관련 입법과 정책69)
스웨덴도 헌법의 이념에 기초하여 성별, 인종, 국가 또는 민족적 기원, 언어
적 또는 종교적 관계, 기능 장애, 성적 지향, 연령 또는 그 밖의 모든 개인적
상황을 근거로 차별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제2조). 스웨덴은 대표적
으로 1997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1992년 근로와 노동
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권에 관한 법률70)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성별,
트렌스젠더의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종교 또는 기타 신념, 장애, 성적 지향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공통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차별에 맞서고 동등한 권리
와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스웨덴은 성평등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몇 가지 실천계획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69) EIGE 홈페이지.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countries/
sweden을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하였음을 밝힙니다(접속일: 2021.10.17.).
70) 2008년 차별법으로 대체

Ⅲ.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사례조사 ❚ 133

∘
∘
∘
∘
∘

매춘과 인신매매(2018년 2월)
여성 할례(2018년 6월)
남녀 동등한 연금(2017년 1월)
남녀 동등한 생활 소득(2017년 12월)
여성주의 외교 정책 2015-2018(2018년 2월)

또한, 스웨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목표, 성평등
기관, 10년 전략을 설명하기 위하여 ‘권력, 목표 및 기관-성평등 미래를 위한
페미니스트 정책’이라는 제목의 서면 발표를 통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초점을
제시한 바 있다.
스웨덴 성평등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사회와 그들 자신의 삶을 형성하도록 투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6가지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
∘
∘
∘

권력과 영향력의 동등한 분배
경제적 평등
성평등 교육
무급 가사 노동의 균등 분배와 돌봄 제공
동등한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3)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변화과정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은 국제사회의 성평등 규범과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성평등 정책의 체계성과 실용성을 확보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성주류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를 재무부 및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운영하였
으며, 이후 사회문제와 결합된 교육, 보건, 노동부를 통하여 성평등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 담당기구는 1974-1991년도에 고용부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 언급을 시작으로 1983년 성평등국이 스웨덴 정부 내각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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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1991년도에는 사회부와 함께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서가 신설되었다.
1994년도에 <성평등부>에서 성평등장관이 독립적으로 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정책 분야에 성평등적 시각이 적용되었고, 국가사회통계에 성인지적 통계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1995년에는 대대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성평등국장을 임명하였고,
1998년도에 재무부가 성평등 업무를 주관하게 되면서 독립장관을 임명하게
된다. 당시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에 따라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베이
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성주류화 정책 시행을 천명하며, 사회적 분위기가 집행
실행 가능한 주요 분석 도구에 집중되었다. 이에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
평가, 성인지 통계 등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재무부로 이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03년에 법무부 산하로 이관되어 법무부 내에서 자체 부서가 운영하였
으며, 2007년에 이르러 <사회통합과 성평등부>가 새롭게 설립되었다. 2011년
도에는 교육연구부에 의해 성평등 관련 업무가 수행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보건사회부 내에 <성평등국>이 설치되어 아동･노인･성평등 특별장관을 보건
사회부 소속으로 임명하여 성평등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성평등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기관의 부재로 성평등 정책의 산발적 추진에
대한 시민단체 및 학계의 반발이 제기되었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그동안의 성평등 정책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효과적인 성평등 정
책 이행을 위해서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2018년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성평등청>이 설립되었고, 2020년 노동부가 성평등
을 주관하게 되면서 성평등/주택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 변천 과정은 국제사회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 담당기구의 변천은 성 주류화에서 성평등으로 이
동하는 독일과 프랑스와는 다른 발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성주류화가 제도
적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은 <성평등청> 도입으로 알 수 있으며, 성평등은 아동/
노인/청소년을 포괄하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회문제
영역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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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스웨덴 성평등 정책 담당부서의 변화
연도

정권

기관명

1983

올로프
팔메
(진보)

성평등국(Division
for Gender
Equality)

1991

칼빌트
(보수)

사회부

1994

잉바르
칼손
(진보)

1998

성평등부
(Ministrer for
Gender Equality)

재무부
예란
페르손
(진보)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2003

사회통합과
성평등부(Ministry
2007
of Integration and
프레드릭 Gender Equality)
에인펠트
교육연구부
(보수)
(Ministry of
2011
Education and
Research)

2016

스테판
뢰벤
1기
(진보)

보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지위

특 징
∘ 1980년 성평등 옴브즈맨 신설
∘ 스웨덴 정부 내각에 성평등국(Division for
Gender Equality) 설립
∘ 사회부와 함께 성평등 관련 부서 신설

∘ 성평등장관(Ministrer for Gender Equality)
이 독립적으로 성평등 업무를 담당
∘ 모든 정책 분야에 성평등적 시각이 적용됨
장관
∘ 국가사회통계에 성인지적 통계를 산출하도
(부수상)
록 함
∘ 글로벌 성평등 규범에 적극 동참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성평등국장 임명

독립
장관

∘ 재무부가 성평등 업무를 주관하면서 독립장
관이 임명
∘ 성주류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재무부
로 이관
∘ 1998년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산하로 이관
법무부
되어 법무부 내에서 자체 부서가 운영
내에서
∘ 2003년 여성폭력방지법에 접근 금지명령
자체 부서
조항 신설

장관

∘ 2005년 페미니스트 정당 출현
∘ 2008년 차별금지법 제정

장관

∘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 의해 성평등 관련 업무가 수행

특별
장관

∘ 2014년 세계 최초로 페미니스트 정부 선언
∘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에 성평등국(Division for
Gender Equality)이 설치되었으며, 아동노
인성평등 특별장관(Minister for Children,
the Elderly and Gender Equality)을 보
건사회부 소속으로 임명하여 성평등업무를
관장
∘ 2016년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 10년 전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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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8

2020

정권

기관명

지위

특 징

성평등청

∘ 성평등 정책 시행을 위하여 성평등정책전담
기구인 성평등청(gender eqaulity agency)
신설
∘ 장기적인 정부의 성평등정책의 조정 능력과
영향력 개선
∘ 2018년 7월 성관계 동의법 시행

노동부

∘ 노동부 장관과 도시개발 및 성평등을 담당
하는 성평등/주택부 장관이 있으며,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주택부의 성평등국(Gender
Equality Division)에서 전담

장관

자료: 김복태 외(2016), pp.174-175; 홍세영(2018), pp.65-76;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4) 중앙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가)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
2021년 기준, 스웨덴 노동부에는 노동부 장관과 도시개발 및 성평등을 담당
하는 성평등/주택부 장관이 있으며, 성평등정책은 성평등/주택부의 성평등국
(Gender Equality Division)에서 전담하고 있다. 성평등국은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성 주류화 및 기타 방법 개발을 포함하여 성평등 정책
문제의 조정 및 발전에 관한 문제 및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청>
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노동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문제와 국가적 차원에서 성
평등 및 인권증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종 차별 및 차별을 퇴치하고,
아동 및 LGBT(성소수자)의 권리를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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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https://www.government.se/
government-of-sweden/ministry-of-employment/organisation-of-the-mi
nistry-of-employment/(접속일: 2021.7.25.)

[그림 Ⅲ-10] 스웨덴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 조직도
스웨덴의 고용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와 자신의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6가지의 하위 목표를 제시하였다.
<표 Ⅲ-8> 스웨덴 성평등 정책 목표
구분

내용

균등 분배
권력과 영향력

여성과 남성은 반드시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받아 적극적인 시민이
되어 사회 모든 부분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경제적 성별
평등

여성과 남성은 반드시 제공하는 유급 근로에 대해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부여 받아야 함

교육 평등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은 교육, 학습 옵션 및 개인 개방 등에 대한 균등
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

가사노동에 대한
균등한 분배

여성과 남성은 반드시 가사노동에 대한 동일한 책임이 있음

보건 및
사회서비스 평등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은 평등한 돌봄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

여성폭력에 대한 근절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 신체적 완전성에 대해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함

자료: 스웨덴 고용부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se/49c604/contentassets/
efcc5a15ef154522a872d8e46ad69148/gender-equality-policy-in-sweden210608-ny.pdf(접속일: 20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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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웨덴 성평등청(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스웨덴 <성평등청>은 2018년 1월 1일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성평등청>의 주요 임무는 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관련 지식을 조정하고 추적하며 후속 조
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관의 업무는 다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 시
민사회, 기업 및 산업과 긴밀한 협력을 조정하고 있다. <성평등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 목표에 달성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들이 채택한 조치를 발표, 수집, 분석해야 한다. <성평등청>은 정부의 성
평등 정책의 우선순위가 스웨덴 성평등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대한다. 고용부의 성평등주택부 장관은 성평등 정책의 큰 그림
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성평등청>은 성평등 관련 다양한 의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근거 자료 수집하여 각 기관 및 대중에게 제공한다.
<표 Ⅲ-9> 스웨덴 성평등청의 기능
∘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문제 관리
∘ 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과 지원을 제공하고 전략적인 지속 가능한 거버
넌스 및 양성평등 정책시행
∘ 성평등 정책관련 정부 지원
∘ 성평등청은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담당하며, 국가(중앙/지방)와 사회
의 모든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평등 정책 이행 촉진
∘ 정부 기관의 업무 지원
∘ 성 주류화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작업
∘ 성평등 정책의 촉진
∘ 현행 법령에 근거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컨설팅
∘ 남성폭력에 대한 예방 조치와 여성, 명예 관련 폭력 및 억압, 매춘 및 인신매매, 동성 관계
등의 폭력 예방
∘ 국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근절 조정
∘ 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고려하고 기관의 모든 부분에서 성 주류화 적용
∘ 성별에 따른 전원 구성표, 사회적 배경,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종교 또는 기타
신념, 장애, 성적 취향 또는 연령 등의 우선 순위를 적용한 성평등 정책 시행
∘ 양성평등 정책목표 보고 및 조치결과 분석

자료: 스웨덴 성평등청 홈페이지 https://www.jamstalldhetsmyndigheten.se/files/
2018/01/Jamstalldhetsmyndighetens-instruktion-uppdaterad_-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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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고문 & GD
어시스턴트

성평등청

사업지원

커뮤니케이션

성평등 정책
지원 및 조정

여성폭력예방 및
철폐를 위한
국가전략 이행
관리

성평등 정책분석
및 후속 관리

자료: 스웨덴 성평등청. https://www.jamstalldhetsmyndigheten.se/om-oss/organi
sation(접속일: 2021.4.12.(업데이트))

[그림 Ⅲ-11] 스웨덴 성평등청(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마. 소결 및 시사점
1) 중앙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프랑스, 독일, 스웨덴 행정부 중앙부처 내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담당기구는
변화과정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특정
부처가 국을 갖추고 있는 경우 두 번째, 담당기구가 위원회의 형태를 갖춘 경우
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어 세 번째, 여성부(혹은 성평등부/성평등청)의 형태
인 경우 네 번째, 보건･노동 등 상위 부서와 함께 공존하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아동･노인･청소년을 포함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성평등 정책 담당기구의 변화과정을 통해 나타난 다섯 가지 형태 중
에서 프랑스는 이 모든 다섯 가지 형태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스웨덴은 두 번째
를 제외한 총 네 가지의 유형을 보였고, 독일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즉 두
가지 형태만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성평등 정책 담당
기구의 변화과정에서는 네 번째, 즉 보건･노동 등 상위 부서와 함께 공존하는
경우를 제외한 총 네 가지 형태의 성평등 정책 담당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행정부 중앙부처 내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담당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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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며, 모두 5가지 형태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정부의 한 조직으로서 성평등 전담부서의 역할을 담당하면
서도 여성부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부처에 해당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경우
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부처는 한 개의 국으로서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 부처의 통솔자 역시 장관이 아닌 부장관 혹은 국장이 역할을 맡아 이들이
부처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가지지 못한 채 위원회 수준으로
설치된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은 먼저 언급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와 같이 설
치되거나 유형이 없이 위원회 수준으로만 등장하기도 한다. 위의 기구들은 정
책 집행을 위한 조직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관련 부처의 연관된 공무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각 부처에서 성주류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 정책은 프랑스 사회가 내포한 여성의 고용 문제나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일･가정 양립 등 직접 수행해야 할 분야가 있으므로 위원회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노출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여성부이다. 프랑스에서는 1985년에 설치된 이 부서는 행정
부의 한 부서로서 장관이 장으로 부서를 통솔하였고 여성고용 관련법과 낙태
비용의 보험적용 등을 통해 중요한 정책적 진보를 이룩할 수 있었다. 여성권리부
장관은 각료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발언할 수도 있었으며, 정책 결정에 참여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네 번째의 형태는 장관이 통솔하는 부서이지만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
면서 여성 및 성평등 문제도 그 한 부분으로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
다. 프랑스도 1993년의 <사회문제･보건･도시부>나 1995년의 <세대 간 연대
장관>, <노동･사회문제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서는 예산 및 인원
또한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 장관이 여성문제에 관심이 높고 이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는 경우에는 성평등 문제의 큰 진전을 보
일 수 있었다. 스웨덴도 고용부 아래 고용부장관과 성평등주택부장관을 두어
고용, 주택, 사회통합, 성평등 분야의 이슈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을 수립하고 있다.
다섯 번째 형태에서는 우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를 보건･노동･교육 등의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상위 부서와 분리하고, 정책의 핵심에 여성･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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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정책 연계성이 밀접한 노인･아동･청소년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여 여성･가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포괄하고 이를 종합
적으로 다루는 부서로서 설치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1986
년부터 청소년, 가족, 보건 분야 등과 통합되어 성평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2016년부터 가족, 어린이 분야와 통합된 성평등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Ⅲ-10> 변화과정 형태 비교

구분

특정부처의
국/과의 형태

독일

○

프랑스

○

스웨덴

○

한국

○

위원회 형태

보건/노동 등
여성부/성평등
큰 부서와 함께
부/청 형태
하는 형태

여성, 가족,
아동, 노인,
청소년을
포함하는 형태
○

○

○

○

○

○

○

○

○

○

2) 성평등 정책 추진전략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평등 정책의 추진전
략은 크게 통합형과 병합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통합형은 하나의 기관이 여성
을 중심으로 가족, 청소년, 아동, 노인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조정기능인 성 주
류화 정책도 함께 담당하는 기구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반면, 병합형은 집행기
능을 담당하는 부서와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면, 독일과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통합형이지만, 프랑스와 스웨덴은 성주류화 정책은 별
도로 조직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병합형 모델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통합형 또는 병합형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지방 정부 간
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추진의 체계성 및 통합성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통합형에 가까운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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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관련 담당관 및 협의
체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표 Ⅲ-11> 성평등 정책추진 유형
병합형
구분

통합형
(여성가족부
중심)

독일

○

여성 및 가족
정책은
복지 및 고용
관련 부서

성주류화
정책은
독립부서
(위원회)

프랑스

○

○

스웨덴

○

한국

여성 및 가족
정책은
여성가족부

성주류화
정책은
독립부서
(부/청)

○

○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독일과 유사한 통합형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독일처럼 여성, 가족, 청소년, 노인 등이 통합된 형태가 아니며,
여전히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지 못한 ‘어정쩡한’ 통합형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성 주류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과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의 발전 방향에 독일 스웨덴, 프랑스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독일과 같은 통합형 모델의 경우는 성평등 정책 관련 집행업무 영역
확대를 통한 부처의 규모와 위상을 확보하고 성주류화의 주도적 추진을 담당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정권교체에 따른 조직개편이
빈번한 국가들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일관성이 확보된 국가의 경우에는 통합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병합형 모델에 속하는 스웨덴과 같이 고용부의 성평등주택부 장관은
성평등 정책의 목표 등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성평등청에서 성평등 관련 다양
한 의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근거 자료 수집하여 각 기관 및 대중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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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원화 구조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정책 개발 등이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성평등 정책추진 기구에 아동･노인･청소년을 포괄하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젠더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부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를 필요로 하고, 그 규모가 안정성을 보장하기도 한다는 점
에서 쉽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지에 따라 추진기구
의 권한 및 위상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구조가 빈번하
게 변화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형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조직의 안정
성은 담보하기 어려워 정권변화에 따른 정책추진의 일관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는 현재,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는 특징이 있다. 보건연대부 내 사회통합총국과 총리실 산하 <성평등, 다양성
그리고 기회평등> 중심으로, 총리직속 기구로서 총리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심의기구인 <성평등고등위원회>와 성평등 관련
행정부를 위한 자문기구인 <양성직업평등고등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총국은 가족, 아동, 여성권리, 그리고 성평등과 동수에 관한 정부 정
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성평등, 다양성 그리고 기회평등>은
성평등, 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평등한 기회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성소
수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처럼 프랑스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다원화된 역사적 맥락이 있겠지만, 기능
과 역할에 충돌과 중복 등의 문제와 함께 일관된 성평등 정책 목표 속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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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 방안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의 변천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성평등 정책 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여성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통로로서 각 부처 간의 정책조정을 통
해 여성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고자 조직된 심의･의결기구였다.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존의 부녀복지 차원을 넘어 성차별 해소를 위한 조직이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구로 만들어진 정무
장관(제2)실은 참모조직으로서 실질적 조정을 행사할 권한은 충분하지 않았지
만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률상 최초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주요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신설하여 초보적 수준이지만 정책의 성 주류화
에 기여했다.
여성부의 신설은 이전의 정무장관(제2)실이나 <여성특별위원회>가 행정조직
으로서 갖는 조직적 한계와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여성정책 전담기구 강화 요구,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독립된 부처로서 완결된
구조를 지닌 여성부가 설치되면서 여성부는 조정기능과 함께 집행기능을 갖게
되었다.
여성부 신설 이후 성 주류화 전략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로서 기존의 <여성
정책담당관>에 더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까지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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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능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정책의 성 주류화는 진전되지 못했다. 그 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이 법제화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의 조정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가지게 되었지만,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와의 사이에 성주류화 전략은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여성정책
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여성정책책임관>이 <양성평등
정책책임관>으로 변경되었다. <양성평등책임관>의 배치 범위도 기존의 중앙행
정기관에서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양성평등 정책 전담전문인력의
경우도 기존의 4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지정
되어 운영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성평등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
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노정했던 문제인 실질적 조정보다는 형식적 제도 운영
이라는 한계는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이후 분야별 특성을 고려
한 성희롱･성폭력 대응과 부처 내 성 주류화를 위해 2019년에 교육부･법무
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다.
한편,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집행기능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해 출범한 여성부는 출범 이후 집행기능의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며 변화･발전
해 왔다. 여성부(2001.1.29.)는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하여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성차별금지･구제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소관 업무로 하였고, 참여정부
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관장하였다. 이후
2005년 3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을 여성부로 이
관하여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였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가족 및 보육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여성
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 개편하였다. 그 후 정부는 2010년 1월 보건복지가족
부의 청소년 및 가족정책을 다시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같은 3월에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다.
이처럼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기능 확대와 축소 과정은 중앙행정조직으로
서 여성가족부의 규모 확대와 저출산 위기로 인한 보육정책과 가족정책의 중요
성 부각 등 주변적 정책 환경 요인, 정권의 조직개편 방향 등에 따른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변화 과정 속에서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정책집행과 조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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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외연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정
기능은 여전히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고, 집행기능은 확대와 축소를 거듭
하면서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정체성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 한계, 과제
델파이조사 결과를 통해 본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 한계와 과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성평등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가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도입과 제도화를 주요한 성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과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하고 동의 정도
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이 여성가족부의 주
요한 성과라는 데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의 성과로 간주했다.
둘째, 전문가들은 20년간 여성가족부 업무 범위 조정과 부처명칭 변경 등
각 단계별 추진체계 개편과정에 관한 적절성을 묻는 항목에서 2001년 여성부
출범이 가장 적절했다고 보고 있었다. 반면 2005년 남녀차별 시정업무 이관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권한의 축소를 초래한 것과 2008년 여성부로 명칭
을 변경하면서 보육,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 시정기능과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
견이 우세하고, 보육, 청소년, 가족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상반된다. 타 부
처와 중복되는 업무를 분리하고,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여성 업무만으로 부처 형성은 어렵다는 점
을 고려하여 보육, 청소년, 가족 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현재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여성
가족부 기능별 업무 분야 중요도에 대해 평정한 결과 양성평등 업무와 성주류
화 업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적절성
을 보였다. 하지만, 보육, 청소년, 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 등은 상대적으
로 낮은 적절성을 보이고 있다. 양성평등 및 성 주류화와 관련하여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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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업무 모두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는 권익증진, 아동･청소년 성 보호 모두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성 주류화 업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계획, 성별영향평
가, 공직분야 성인지교육 및 성평등교육, 국가성평등지수 및 (광역)지역성평등
지수,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인지예･결산 시행 협조 순으로 적절하다고 보았
다. 국가성평등지수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제외하고는 법령･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형식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성가족부 정책 수행에 있어 한계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다는 것과 성차별 시
정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보고 있었다. 성 주류화라는 본연의
업무 수행 부족, 타 부서를 조정하는 기능의 부재, 성평등 의제를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 주류화 직제
의 적절성과 관련하여서는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운영과 양성
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 입안 시 여성가족부 장관과 사전협
의(｢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30조) 항목이 높은 평점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적절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고, 추후 제도 확대와 함
께 권한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와 시･도지사 성평등 정책 협의체 설치, 지방자치단체 젠더전문가
인력 및 예산 지원이 높은 평점을 보였다.
다섯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
적 개편에 높은 동의를 보였다. 반면, 현행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유지 보
다는 전면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명칭 개편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로 ‘성평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현
행 여성가족부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을 유지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성가족
부 장관직의 부총리급 격상 및 소관 업무 범위 확대,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사업부서로서 ‘여성가족부’ 병립)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이외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예산 전담부
서 설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전 부처 확대,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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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소관 업무 및 설치 근거 법률 제정,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강화(국장급 이상), 국무조정실에 성평등정책조정 담당 직제 설치 등의 순으로
전문가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예산제 전담부
서 설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의 전 부처 확대와 각 부처에 <양성평등정
책담당관> 소관 업무 및 설치 근거 법률 제정이 높은 평점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델파이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는 성평등
정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발전에 기여했
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가족부 한계점은 권한과 위상이 취약하다는 것과 성차
별 시정기능의 부재와 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의 어려움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경우, 성 주류화 기능 강
화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에서는 부처 명칭에 ‘여성’ 표기를 삭제하고 소관 업무를 전면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예산 확대는 소관 기능의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전문가들은 성 주류화와 소관 업무의 확대 방향으로 기구가 재편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화 과정 및 사례 분석
2020년 기준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는 194개국이다.
아프리카 53개국, 아메리카 39개국, 아시아 46개국, 유럽 43개국, 오세아니아
13개국에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가 설립되어 있다. 조직 유형으로는 독립부처
(부/청) 형태가 가장 많고(160개국) 하부조직 형이 13개국, 위원회 형이 17개
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이다. 독립부처형이 많다는 것은 성평등 의제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의제화되었다는 것이고, 행정권한을 통해 성평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중앙부처 내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담당기구는 변화과
정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특정 부처가 국을 갖추
고 있는 경우 ② 담당기구가 위원회의 형태를 갖춘 경우 ③ 여성부(혹은 성평등
부/성평등청)의 형태인 경우 ④ 보건･노동 등 상위 부서와 함께 공존하는 경우
⑤ 여성･가족･아동･노인･청소년을 포함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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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스웨덴, 한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역사와 현황을 보면
성평등 정책의 추진전략은 크게 통합형과 병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통합
형은 하나의 기관에서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조정기능인 성 주류
화 정책도 함께 담당하는 기구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반면, 병합형은 집행기능
을 담당하는 부서와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는 이원적 또는 다원
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보면, 독일과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통합형이지만, 프랑스와 스웨덴은 성주류화 정책을 다
른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병합형 모델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
형 또는 병합형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지방 정부 간의 유기적
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추진의 체계성 및 통합성도 확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통합형에 가까운 성평등 정책을 추
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관련 담당관 및 협의체가 마련
되어 있으며, 해당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독일과 유사한 통합형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
하고 있지만, 독일처럼 여성, 가족, 청소년, 노인 등이 통합된 형태가 아니며,
예산과 권한이 취약하다. 또한, 정책의 성 주류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정 능력 역시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발전 방향에 독일 스웨덴, 프랑스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과 같은 통합형 모델의 경우는 성평등 정책 관련 집행업무 영역
확대를 통한 부처의 규모와 위상을 확보하고 성 주류화의 주도적 추진을 담당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따른 조직개편이
빈번한 국가들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독일과 같이
집행기능을 확대하고 조직 규모와 예산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성 주류화를 통합
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병합형 모델에 속하는 스웨덴은 중앙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은 성평등 정책의 목표 등을 수립하고 <성평등청>에서는 성평등 관련 다양
한 의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각 기관 및 대중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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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원화 구조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정책개발
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스웨덴은 아동･노인･청소년 등을 포괄하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젠더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의 전담기구로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젠더 의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유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부처가 부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를 필요로 하고, 그 규모가 안정성을 보장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쉽게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의 성평등에 대한 의지에 따라 추진기구의
권한 및 위상이 결정되어 왔고, 이로 인해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구조가 빈번
하게 변화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조직의
안정성은 담보하기 어려워 정권 변화에 따른 정책추진의 일관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프랑스는 현재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특징
이 있다. <보건연대부 내 사회통합총국>과 총리실 산하 <성평등, 다양성 그리
고 기회평등>을 중심으로 총리직속 기구로서 총리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의회
에서 논의되는 법안의 심의기구인 <성평등 고등위원회>와 성평등 관련 행정부
의 자문기구인 <양성직업평등 고등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
총국>은 가족, 아동, 여성권리, 그리고 성평등과 동수에 관한 정부 정책을 수
립하고 집행하고 있고, <성평등, 다양성 그리고 기회평등>은 성평등, 평등, 젠더
기반폭력철폐, 평등한 기회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정부
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는 다원화된 역사적 맥락과 정치행정 구조면
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각 기구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돌과 중복
등의 문제와 함께 성평등 정책의 목표 속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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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환경
진단
가. 성평등 정책의 환경 변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계를 둘러
싼 환경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방향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 변화로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젠더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의 젠더 관계의 재편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영향은 결코 성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여기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역시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팬데믹과 디지털 경제
로의 전환이라는 변화는 결국 노동시장에서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술 매개 젠더폭력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도 기존의
로컬, 즉 지역, 국가, 연령 등에 국한된 인간관계를 넘어서 무한한 커뮤니케이
션이 가능해지면서 폭력 경험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김유빈 외, 2020:
42)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일상의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넷째, 채용 성차별,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성별임금격차와 유리
천장 등은 노동시장에서 젠더 불평등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해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빠른 속도로 진행된 저출산
저출산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우리 사회에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로서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경력단절 없이 평생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청년여성
들의 삶의 조건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성차별적 구조와 제도의 산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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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정책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김유빈 외, 2020: 119).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최근 3년 연속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가장 빠른 하락 속도를 보이고 있다.

자료: 통계청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 https://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3(접속일:
2021.10.30.)

[그림 Ⅳ-1]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2000년-2020년)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도(합계출산율 0.98명) OECD 회원국 중 유일
한 1명 미만인 국가였고,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김경수, 2021: 1).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김경수(2021). p.1 재인용

[그림 Ⅳ-2] OECD 국가 합계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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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함께 만혼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남성 29.3세, 여성
26.5세였던 혼인연령은 2019년 남성 33.4세, 여성 30.6세로 증가했다. 천 명
당 혼인인구인 초혼인율 역시 2000년 7명에서 2019년 4.7명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과 결혼 비율의 감소, 출산연령의 증가는 여성들의 생애주기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높고, 우리
나라 고용률 증가를 견인하는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여성을 돌봄의 주체가 아
닌 경제활동의 주체로 변화시켰다.
반면, 후술하는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과 가족 내 젠더 규범 등으로 인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갈등하는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미
루거나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애 설계를 기획하게 된다. 그
결과가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이 경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출산은 전술한 대로 ‘성차별적 구조
와 제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코로나19와 여성
가) 여성의 일자리 위기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성 취업자 수는 남성 취업자 수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Ⅳ-3]을 보면 남성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최대
2.4% 감소에 그쳤다. 반면, 여성 취업자 수는 최대 5.4%까지 감소하였다. 또
한 [그림 Ⅳ-4]를 보면 성별 고용충격의 격차는 방역대책이 강도 높게 시행되
는 시기에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팬데믹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성고용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오삼일･
이종하, 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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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오삼일･이종하(2021). p.2 재인용

자료: 오삼일･이종하(2021). p.2 재인용

[그림 Ⅳ-3] 코로나19 이후 성별
취업자수

[그림 Ⅳ-4] 방역강도와 남성･여성
취업자수 배율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고용의 악화는 남성고용이 더 큰 충격을 받았던 일반
적인 경기침체기와 비교할 때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시에는 남성 고용률이 더 크게 하락하고 남성 실업률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서는 반대 양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동안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0.9%p 더 하락하였으며([그림 Ⅳ-5]),
[그림 Ⅳ-6]을 보면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보다 1.7%p 더 상승하였다
(오삼일･이종하,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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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오삼일･이종하(2021). p.3 재인용

자료: 오삼일･이종하(2021). p.3 재인용

[그림 Ⅳ-5] 성별 고용률 하락폭 차이

[그림 Ⅳ-6] 성별 실업률 상승폭 차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고용 타격을 준 것은
여성 집중도가 높은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직종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및 소득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했기 때문이다(김난주･이선행,
2020: 73).
취업자 감소 비율은 비정규직의 고졸 20대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71)에 의하면, 20대, 저학력일수록 코로나 시
기 퇴직을 경험한 적이 더 많았다. 30~50대 응답자 중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
는 경우는 18~20%지만 20대는 29.3%였고, 고졸이하(24.7%), 초대졸(22.0%)
여성이 대졸(19.9%), 대학원졸(15.9%) 여성보다 코로나 이후 퇴직을 경험한
비중이 더 많았다. 코로나 이후 퇴직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임시･
일용직으로(퇴직경험 유 48.6%, 퇴직경험 무 28.1%),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경험 유 45.8%, 퇴직경험 무 32.4%) 근무했던 비중이 더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일자리 위기는 기존 노동시장의 성별화된 이중구조
71) 이 조사는 전국 만 20세~59세 여성 중 현재 임금노동자 또는 2020년 3월~11
월 사이 임금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직자 3,007명 대상으로 2020.11.26.
∼ 12.11.에 실시된 온라인 조사 결과이다. 김원정(2021). 코로나19 1년-여성의
일･돌봄 변화와 전망①: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
선 과제. KWDI Brief. 2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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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대면업종, 비필수업종이라는 여성 일자리의 특성
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돌봄의 여성편중과 돌봄위기
UN Women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방역 종사자 중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보건의료 종사자를 둘러싼 성 불평등이 존재
하는 것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됨 보건 종사자의 71.8%가
여성이었으며, 미국은 73.0%, 이탈리아는 69.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ILO,
2020; 심예리, 2020: 75 재인용).
또한, ILO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에게 가중된 돌봄노동이 증가하고
있어 돌봄 관련 성 불평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돌봄 노동에 할애되는 시간이 1일 기준 164억 시간으로,
그 중 70% 이상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어 이미 여성의 돌봄노동은 가중된 상태로
볼 수 있다(ILO, 2018: 심예리, 2020: 76 재인용).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
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학교, 보육시설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고 가사노동자
들의 고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돌봄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들의 돌봄 노동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심예리, 2020: 76).
UNESCO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 세계 학생 인구 90% 이상이 일시적
학습 공백을 겪었으며(UNESCO, 2020; 심예리, 2020: 76 재인용), 미취학 아동
에 대한 홈스쿨링의 비율도 증가하여 여성에 대한 돌봄 노동업무를 가중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업무, 돌봄,
가사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들이 가족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청년여성의 정신건강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20대 여성들에게 집중된 것과 함께 코로나는 20대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우울증
진료인원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5-29세 여성환자가 3만 9
천 8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20대 후반 여성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
다. 최근 5년간 전체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7년 상반기 49만 3천 445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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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65만 1천 810명으로 늘어 32.1%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25-29세 여성 환자 수는 1만 4천 478명에서 3만 9천 850명으로 175.2%
증가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남인순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21).72)
자살률 역시 증가했다. 통계청의 <2020년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 2010
년부터 작년까지 전체 자살자는 1만5천566명에서 1만3천195명으로 15.2%
감소했고,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자가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전
체 자살자 수에는 10대는 245명에서 315명으로 28.5%, 20대는 1천87명에서
1천471명으로 35.3% 각각 늘고 30대는 1천926명에서 1천874명으로 2.6%
감소했다. 이 기간 20대 남성 자살자는 709명에서 849명으로 19.7%, 20대
여성 자살자는 378명에서 622명으로 64.5%나 급증했다.73)
일반적으로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높지만, 최근 4년간 20대 여성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 이전부터 나타난 추세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
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은 세대･계
층･성별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요인 등이 중층적으로 병합된 결과로
보인다.

3) 디지털 경제와 여성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전반적 경제체계가 정보통신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노동플랫폼, 스마트 물류, 스마트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예
상할 수 있는 동시에 고용 감소, 산업 간 양극화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
다. 특히, 여성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포럼
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The Future of Jobs)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비중
이 높은 제조업 및 생산직 분야에서 여성의 일자리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72) 남인순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2021.9.26.). “올해 우울증 환자, 올해 우울증 환
자, 20대 후반 여성 가장 많다”. https://blog.naver.com/nisoon/222517574
102(접속일: 2021.11.7.)
73) 통계청 보도자료(2021.9.28.).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https://kostat.go.kr/
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03046(접속
일: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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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2018; 김유빈 외, 2020: 49 재인용). 독일의 연방노동사회부의 보고서
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여성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산업에서도 여성고용 비율의 감소를 전망하였다(독일 연방노동사
회부, 2016; 김유빈 외, 2020: 46 재인용). 또한, 긱 경제(Gig-economy)74)
의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 유연근무제 등의 확대는 전통적 성역할을
고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강이수, 2018; 김유빈 외, 2020: 51).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는 기술변화, 자동화, 새로운 직업군, 플
랫폼 노동의 확대 등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경제는 일과 생활의 분리를 어렵게 한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유연한
방식의 근무 확산은 일터와 집,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 결
과가 일･생활 균형과 시간주권의 강화로 이어질지, 여성의 돌봄부담이 더 강화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젠더화 된 노동시장과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의 전담,
유급돌봄노동의 저평가라는 젠더 불평등이 플랫폼 노동에서의 저임금 및 불안
정 노동 증대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탈경계화’ 현상과 만나면
서 젠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4) 디지털 기술 발전과 젠더폭력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성과 영속성으로 인해 초국가적인 문제가 되었고, 청년
여성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스마트폰 카메라 및 SNS를 활용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젠더폭력(디지털 성범죄)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
표현물 생산･유통･소비 간 경계와 놀이･폭력 간 구분은 해체되었다(김소라,
2018: 163).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N-번방’ 사건이다. 이 사
건은 디지털 시대 젠더폭력 양상의 복잡성과 다양한 기술적 요소,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잔인하게 보여주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은 10-20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가해자의 연령이 낮다는
74) 긱 경제는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근로자와 단기 또는 임시로 계약을 맺고 고용하는
경제 형태로서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우버(차량 공유), 우버이츠(음식 배달),
아마존플랙스(일반인 배송기사) 등이 긱 경제의 대표적인 예임(이재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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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디지털 문해력만 있으면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
죄 특별수사본부(3. 25.~12.31.)｣가 발표한 피의자 연령별 검거 현황을 보면
3천 575명 중 10대 이하가 1천 90명(30%), 20대가 1천 448명(41%)으로
10-20대가 전체의 71%를 차지했다(경찰청 보도자료, 2021.12.30.: 4).75)
한편,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흉악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건수는 1999년
5천 811건(69%)이던 것이 2019년 2만 9천 303건(83.5%)으로 증가했다.76)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유형은 촬영, 촬영 및 유포, 유포 및 재유포 등으로 구
분되는데 윤덕경 외(2020)에 의하면 촬영 범죄의 비율(82.0%)이 가장 높았으
며, 피의자는 남성(94.0%)이, 피해자는 여성(80.3%)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윤덕경 외, 2020: 2).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
구하고 발생하는 디지털성폭력범죄 발생비율이 62.6%에 달하였으며, 특정 범
행동기도 없이 발생한 사건 비율이 83.5%로 높게 나타났다(윤덕경 외, 2020:
3). 피의자 및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피의자는 20-30대 비율(54.9%)이
높았으며, 피해자는 10-20대 비율(37.0%)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범행동기는
기타/미상 비율이 8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덕경 외, 2020: 3).

자료: 윤덕경 외(2020). p.1.

[그림 Ⅳ-7] 디지털 성범죄 피해유형 및 피해자･피의자 성별분포
75) 경찰청 보도자료(2021.12.30.).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3. 25.~12.31.)
결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007
(접속일: 2021.12.7.)
7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강력범죄 피해 건수”. https://gsis.kwdi.
re.kr/gsis/kr/stat/StatDetail.html?stat_seq=18&menuId=2003102&rootId=
2003000(접속일: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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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2020년 9월까
지 진행된 지원 건수는 10만 468건으로 2019년 전체 지원 건수인 10만 1천
378건에 육박했다. 2020년 1일당 평균 지원 건수는 전체지원 366건, 상담지
원 28건, 삭제지원 337건으로 4분마다 1건 꼴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이루어졌다(임오경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20).77) 이와 같은 현실은 여성,
특히 청년여성의 일상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표 Ⅳ-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건)

구분

지원 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2018
(4.30~12.31)

33,921

4,787

28,879

203

52

2019
(1.1~12.31)

101,378

5,735

95,083

500

60

2020
(1.1~9.30)

100,468

7,706

92,347

379

36

주: 센터 개소(’18.4.30.) 이후 실적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임오경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2020.10.27.) 재인용

5) 여전히 강고한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은 2000년 50.1%에서 2020년 56.7%로 지난 20년
간 6.6%p 증가하였다. OECD 평균 여성고용률 5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한국의 고용률 증가는 여성의 고용률이 견인하고
있지만, 성별 고용률의 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77) 임오경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2020.10.27.). ‘올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만 468건 지원. 4분마다 1건 수준’. https://blog.naver.com/oklim777/22
2127306883(접속일: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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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고용률 = (15-64세 취업자수 ÷ 15-64세 인구) × 100
2) 고용통계의 모수인구가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2000.7-2017.12)
자료를 보정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
4212(접속일: 2021.11.11.)

[그림 Ⅳ-8] 성별 고용률 추이
연령별 여성 고용률의 M자 곡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었지만, 임신, 출산,
양육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에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 이 시기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여성가족부.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재
인용.

[그림 Ⅳ-9]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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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시장의 젠더불평등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성별임금격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주: 정액급여+초과급여(상여금과 특별급여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실태조사(1인 이상 기준); 통계청 e-나라지표. https://www.
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접속일: 2021.11.
5.)

[그림 Ⅳ-10] 남성 대비 여성임금비율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아래 표
와 같이 2018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4.1%로 OECD 평균 13.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
서는 성별임금격차는 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7% 증감률을 보인 데 반해
OECD 국가 평균은 –13.3% 증감률을 보여 개선의 속도도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성별임금격차가 낮은 수준이었던 일본,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서도 성별임금격차 증감율은 우리나라보다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성별임금격차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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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OECD 주요국의 성별 임금격차
(단위: %)

구분

2007

2018

증감율

Korea

38.2

34.1

-10.7

Japan

31.7

23.5

-25.9

Austria

21.6

14.9

-31.0

United Kingdom

21.6

16.3

-24.5

Finland

21.4

18.9

-11.7

Canada

20.8

18.5

-11.1

Israel

20.4

22.7

11.3

United States

19.8

18.9

-4.5

Slovak Republic

17.5

15.7

-10.3

Czech Republic

16.9

15.1

-10.7

Germany

16.7

15.3

-8.4

Australia

15.4

11.7

-24.0

Portugal

15.3

9.6

-37.3

OECD - Average

15.0

13.0

-13.3

France

14.0

13.7

-2.1

Mexico

12.5

14.0

12.0

Sweden

11.8

7.1

-39.8

Greece

11.6

4.5

-61.2

Norway

10.8

5.8

-46.3

Belgium

9.9

4.2

-57.6

Denmark

9.9

4.9

-50.5

New Zealand

7.1

7.9

11.3

주: 중위 임금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남성임금-여성임금)/남성임금*100으로 구함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접속일: 2021.10.27.)

여성가족부가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큰 구간일수록 해당
구간의 기업 내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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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성별임금격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클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일부 개별 기업별로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평균보다 낮아도 성별 임금격차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
도 나타났는데, 이는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 직급과 근로형태 등 다양한 변인들
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9.1.).78)
<표 Ⅳ-3> 2020년 성별 근속연수 격차별 기업 및 성별 임금격차
(단위: 개, %)

남성 근속연수가 여성
성별 근속연수 격차 구간
근속연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남성 근속연수>여성 근속연수

남성 근속연수=여성 근속연수

기업 수(개)

성별
임금격차(%)

50% 이상

240

46.1

30% 이상~50% 미만

438

39.3

0% 초과~30% 미만

882

34.5

0%

46

28.7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9.1.).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5.9%, 전년대비 감소
하였으나 여전히 커”

<표 Ⅳ-4>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직장 내 성차별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일자리에서의 직장 내 성차별 경험과 인식은 20대
보다는 30대에 재직하는 여성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채용과 해고에서
성차별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았다. 20대 여성의 업무 배치에서 직장
내 성차별 인식은 2012년에 16.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면 2018년에는
21.4%로 더 높아졌다.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은 질문 방식에 따라 현실의 성차별
인지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김경희 외(2019)에 따르면, 직장인 대상으로
채용 성차별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했을 때 40% 이상이 채용 상
성차별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여러 취업 시도
과정에서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으로 드러난 성차별 사건에의 노출이 누적
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7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9.1.).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5.9%, 전년대비 감소
하였으나 여전히 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
newsId=156468940(접속일: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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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여성 임금 근로자의 직장 내 성차별 인식/경험 여부
(단위: %)

2012
구분

채용

승진

급여
지급

업무
배치

교육
연수
기회

그렇다

2014

2016

2018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않다

그렇지
않다

소계

14.8

85.3

13.3

86.7

11.7

88.3

13.4

86.6

19~29세

11.6

88.4

12.6

87.5

8.1

91.8

11.9

88.1

30~39세

16.9

83.2

17.3

82.6

13.0

87.0

15.7

84.3

40~49세

15.4

84.6

11.7

88.3

13.1

86.9

12.9

87.1

50세 이상

15.6

84.4

11.9

88.1

12.2

87.7

13.1

86.9

소계

15.8

84.1

14.9

85.1

14.3

85.7

14.6

85.4

19~29세

12.1

87.9

17.3

82.7

20.2

79.8

17.9

82.1

30~39세

20.0

80.0

18.7

81.3

13.2

86.7

15.5

84.5

40~49세

15.1

84.9

12.6

87.4

12.3

87.8

12.9

87.1

50세 이상

16.9

83.1

11.7

88.3

12.1

87.9

12.9

87.1

소계

18.7

81.4

15.6

84.3

14.1

85.9

15.2

84.8

19~29세

19.4

80.6

14.3

85.8

11.7

88.3

15.3

84.7

30~39세

19.9

80.0

17.9

82.1

15.6

84.5

16.3

83.7

40~49세

16.9

83.1

15.9

84.1

16.0

84.0

16.8

83.2

50세 이상

18.3

81.7

14.6

85.4

13.0

87.0

12.7

87.4

소계

20.1

79.9

19.0

81.0

18.5

81.5

19.3

80.7

19~29세

16.1

83.9

13.6

86.3

17.3

82.7

21.4

78.6

30~39세

23.0

77.0

19.9

80.1

16.9

83.1

19.4

80.6

40~49세

19.5

80.5

18.1

81.9

20.3

79.8

19.7

80.3

50세 이상

22.6

77.4

23.6

76.3

19.0

81.0

17.3

82.7

소계

11.7

88.3

11.2

88.8

9.6

90.3

10.3

89.7

19~29세

10.1

89.8

11.6

88.5

9.7

90.3

11.6

88.4

30~39세

12.3

87.6

13.2

86.7

10.3

89.6

10.0

90.0

40~49세

11.9

88.1

9.6

90.4

10.9

89.1

10.5

89.5

50세 이상

12.4

87.6

10.5

89.5

7.8

92.3

9.2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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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구분

해고
및
퇴사

그렇다

2014

2016

2018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않다

그렇지
않다

소계

13.5

86.5

12.1

87.9

12.0

88.0

12.6

87.4

19~29세

11.6

88.4

11.6

88.4

6.9

93.2

12.6

87.4

30~39세

15.7

84.3

16.1

83.8

16.1

83.8

14.1

85.9

40~49세

12.2

87.7

10.5

89.6

13.0

86.9

11.9

88.1

50세 이상

14.9

85.1

10.5

89.5

11.5

88.5

12.0

88.0

주: 재직자의 현재 일자리의 성차별 인식
자료: 여성가족패널조사 각년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아이슬란드(1위), 스웨덴(2위) 등의 북유
럽국가들이 상위 그룹에 분포하였으며, 대한민국은 9년째 “꼴등”을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 이사회 진출(on board)은 감히
다른 국가들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최저 스코어”라고 한다.
2021년 현재 국내 상장법인 2천246개의 전체 임원 3만2천5명 중 여성은
5.2%로 OECD 여성임원 평균 25.6%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소폭 증가 추세
에 있지만, 상장기업 지배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79)

7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8.5.), “2021년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5.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
707978(접속일: 2021.11.7.)

170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Ⅸ)

자료: The Economist. Glass-Ceiling index.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20/03/04/iceland-leads-the-way-to-womens-equality-in-the-work
place(접속일: 2021.10.27.)

[그림 Ⅳ-11] OECD 국가 유리천장 지수
이처럼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지수와 성별
고용률의 차이, 여전히 유지되는 여성고용률의 M자 곡선, 고용성차별의 경험과
인식 등은 노동시장의 젠더불평등이 여전히 강고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6) 기후변화와 여성
유엔은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들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취약한
집단에 대하여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아동･노인이며, 사회경제적으로는 빈곤층/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 빈곤인구의 70% 이상이 여성임을 고려할 때,
여성이 받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발
생하는 다양한 현상이 성 몰인지적(gender-blindness) 측면으로 발현되고 있으
며, 결국 이러한 성별 불평등은 일상생활로 이어져 성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사회적 위험 대응에 성인지적 전략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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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정필･박진희, 2010: 4-5).
전술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UN Women,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대비
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표 Ⅳ-5>와 같이 기후변화를 천연자원, 토지, 자연
재해, 건강, 인구증가, 도시화, 이주와 이동, 가족구성원, 갈등과 폭력의 측면
에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의 생존과 직결된 일반적인
생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기존 가부장제 구조에서 발현
되었던 다양한 불평등과 연결된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현존하는 젠더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인지적 차원으로 기후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정필･박진희, 2010: 4-5).
<표 Ⅳ-5> 기후변화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이슈

기후변화의 영향

∘
천연 자원,
식량, 물,
∘
연료
∘

기온변화와 불규칙한 날씨로 인한 가뭄
그리고/또는 홍수
토양 비옥도 감소
작물 수확 감소 또는 흉작

여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 물, 식량과 땔감 같은 연료 확보를 위
한 가사노동 부담과 시간 증가(이 때문
에 취학률 감소, 맹률 증가, 조혼 증가
를 초래하기도 함)
∘ 여성의 기아와 영양 섭취 감소

∘ 자원 희소성
∘ 깨끗하고 음용가능한 물 부족

∘ 오염된 수자원에 노출
∘ 토지권이 제한된 지역에서 여성은 잠재
적으로 비옥한 토지의 접근을 불가능하
거나 제약
∘ 전통적인 토지보유 상실

자연
재해

∘ 해양 온난화
∘ 날씨 패턴과 계절 변화
∘ 불규칙하고 이상 기후 증대

∘ 날씨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접근 부족
∘ 대응능력 제한(예컨대 여성은 남성의
동행 없이 집을 떠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수영이나 나무타기 같은 소년들에게 정
규적으로 가르치는 생존능력의 부족
∘ 여성은 일반적으로 재앙극복 의사결정
에서 배제됨

건강

∘ 전염병, 수인성 질병, 매개성 질병 증 ∘ 노약자와 마찬가지로 임산부와 수유 여성
가(예컨대 기온 변화와 강한 폭우로 말
은 건강위협에 가장 취약함
∘ 재앙지역의 의료서비스, 면역, 가족계획,
라리아 증가)
∘ 온열질환
생식건강서비스 부족 심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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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후변화의 영향
∘ 대기오염, 알레르기와 천식 증가
∘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신질환

여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 건강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어머니와
아이 사망률 증가 가능성
∘ 대피소에서 임산부, 수유 여성, 월경
여성에 대한 서비스와 위생공급 부족

인구
증가

∘ 행정과 천연자원 부족 심화로 인한 경쟁
∘ 심각한 기후변화에 위험한 지역과 생존
∘ 가장 취약한 인구(예컨대 여성)는 계속
을 위해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지역에서
위협에 처함
인구증가 예상
∘ 높은 출산율은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줌

도시화

∘ 주거지가―때론 비공식적으로―비위생
적이고 위험하고 상하수가 부족하며 취
∘ 환경악화로 인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
약한 토지에 세워짐
주 증가, 생산성 감소, 자원을 둘러싼
∘ 도시의 공식 시장은 남성에게 유리함
갈등
∘ 비곤한 도시 여성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
∘ 비공식적인 대피소와 공동체 확대
함
∘ 도시 빈곤 증가

이주와
이동

∘ 세계 이주 인구의 최소 절반이 여성이
지만, 이주 정책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 재난으로 임시적･영구적 그리고 국내･
것은 우선되지 않음
국제적 이주 발생
∘ 여성은 이사할 자원도 부족하지만, 재난
∘ 환경 악화와 자원경쟁은 남성과 여성의
후의 가정을 꾸릴 자원도 부족함
이동을 촉발함
∘ 강제 이주는 여성의 취약성을 악화시켜
∘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강제 이주
자원과 생계 수단의 접근도 부족하게
만듦

가족
구성원

∘ 여성가구주의 증가
∘ 남성을 우선하는 회복/보험 프로그램
또는 펀드에서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원
제한
∘ 이주/이동 그리고/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 여성의 식량과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사망으로 가족 구성원의 상실 및 변화
토지권 부족
∘ 강제적인 젠더화된 노동분업
∘ 재난으로 인한 여성 사망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 여성수 감소

갈등과
폭력

∘ 새로운 갈등으로 기존의 젠더 불평등을
∘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갈등이나
증폭시킴
이주를 촉발함
∘ 남성은 싸움 때문에 사망하거나 다치기
∘ 강수와 천연자원 부족으로 내전이
쉬운 반면, 여성은 강간, 폭력, 걱정과
50% 증가할 가능성
우울과 같은 다른 갈등의 결과에 시달림
∘ 생계 불안에 대한 걱정과 곤경 증대
∘ 가정과 재난대피소에서의 폭력 수준
높아짐

자료: UNFPA･WEDO(2009: 3); 이정필･박진희(2010: 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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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WOT 분석을 통한 여성가족부 현황 진단
여성가족부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
등을 탐색하기 위해 제Ⅱ장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SWOT 분석을 시도한다.
SWOT 분석은 전략 수립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조직이나 단체가 처한
상황을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요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전략 수립을 위해서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여 조직이나 단체 외부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들을 해당 조직
의 내부적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전략의 방향과
세부 전술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한상만 외, 2004).

1) 강점요인: 체계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
여성가족부라는 독립부처가 존재함으로써 여성 및 성평등 관련 업무를 통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대표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제 폐지, 여성폭력피해지원, 여성인권 보호, 여성대표성 확대, 성별영향평
가 및 성인지예산의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사회
전반의 여성참여 확대, 통합적 성평등 정책 추진, 성평등문화 확산, 성주류화
정책의 확립, 정부부처의 성평등 전담부서 설치, 성평등 관련 법제화 확대 등
을 이루어낸 것은 여성가족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존재함으
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 인권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정책으로 의제화되어 통합적 관점에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여성가족부의 존재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연계체계 확립, 여성가족부 중심의 공론화 확대,
시민사회 분야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성 및 성평등 이슈
를 수립할 수 있었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법체계 구축
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여성,
가족,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대안 설계가 가능할 수 있었다.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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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각 중앙 및 지방정부에 설치된 양성평등 전담기구와 시민사회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균형 있는 성평등 정책의 추진이 가능했다. 평가 및
환류단계에서는 법체계를 통한 성평등 정책 평가가 이루어졌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 등을 통해 성평등 정책의 환류가 가능한 점도 여성가족부
의 강점으로 볼 수 있다.
<표 Ⅳ-6> 여성가족부의 강점요인
구분

주요 내용

여성 및 성평등
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

∘ 여성폭력 피해 지원 사업 지속적으로 이행
∘ 여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 기구의 구성･운영. 성폭력･가정폭력, 최근
디지털폭력에 이르기까지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함
∘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과 가족업무를 관장. 여성에 초점을 둔 정책뿐 아
니라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수 있음
∘ 양성평등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
∘ 여성친화도시 구축 및 지역에서의 여성참여를 통한 지역의 변화 추진
∘ 국가 차원에서 성주류화 개념 및 제도를 소개하고,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를 확장할 수 있음
∘ 8개 부처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자체에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
∘ 성차별 관련 법령을 점검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
∘ 젠더 의제가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고민되고 환기될 수 있는 기반 구축함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성인지 통계 구축 등 정부의 정책과
제도 실행
∘ 조직 규모, 예산 등 정부부처로서 점진적 확대
∘ 여성단체, 기타 관련 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 및 확대
∘ 여성인권 관련 법제도 집행의 주무부처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확대
∘ 2019년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되면서 타부처에 성평등정책
실현의 토대를 구축
∘ 국립여성사박물관 설립
∘ 여성직업훈련 등 국제사회의 ODA 사업에 기여
∘ 호주제 폐지, 여성폭력 관련 법제의 정비 등 여성 관련 법령 제･개정
∘ 여성정책을 국가 정책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성평등을 국가
정책의 기본 조건으로 공식화
∘ 성차별적인 제도개혁과 일상의 성평등 문화 확산
∘ 가족정책, 젠더폭력정책, 고용정책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완
하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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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점요인: 작은 부처로서의 제약과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한계
여성가족부의 기능, 성평등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
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전 부처를 포괄하는 성주류화 정책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성가족부가 전 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는 것이다.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니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주류화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성
평등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과 주요 업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성평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이다. 법적 체계성이 확보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은 형식적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무자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해 업무 수행의 비효율성
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부를 포함한 8개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양성
평등정책관은 대부분 기획조정실에 편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의 책임
자로서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8개 부처에만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의 파급력이 높지 않으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지 않은 중앙부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성
평등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이 부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전체
중앙부처를 포함한 정책공유협의체로 확대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여성가족부라는 명칭과 소관 업무를 둘러싼 논란과 한계가 있다는 것
이다.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이 부처명에 제시되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특정 성
별만을 위한 정책과 업무를 이행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또한 여성부, 여성
가족부로 여러 번 부처명이 변경되고, 가족 및 보육 업무 등을 포괄하면서
부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가족 및 보육 업무를 포괄하면서 가족
및 보육 업무가 여성의 업무라는 인식을 재생산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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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여성가족부의 약점요인
구분

주요 내용

작은 부처,
상대적으로
신생부처로서의
한계

∘ 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이나 제도가 많으
나 협력을 주도하기 어려움
∘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위상
및 권한이 제한적임. 예산과 조직 규모가 작은 부처로서 성평등 정책 목표
의 추진과 달성을 위한 전달체계가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구조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가족, 청소년, 보육 등의 업무까지 포괄하면서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이나
분리의 문제가 발생.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성평등 노동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업무로서 여성가족부의 노동영역 관련 업무
는 보조적, 주변부 업무로 한정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차별 관련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차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 집행 부서로서의 ‘여성가족부’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모든 생활영역, 전
정부적 업무에 걸친 ‘성평등, 성주류화 사업’이 주변부화할 가능성이 존재함

성평등 정책
실효성의 한계

∘ 성인지 예결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 성별영향평가 시행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성별영향
평가를 제외하고는 법령･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
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성주류화 관련 프로그램의 중복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
∘ 정부 내에서 성평등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작동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성평등 정책 추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존재하지만 양성평등 정책 책임관이 기획조정실장으
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책임자로서 역할이 모호함

∘ 여성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부처명이 여러 번 변경되는 등 부처명과 부처
업무의 변화가 있었음
∘ 보육, 가족, 청소년, 여성노동 등으로 업무를 확장해 나가면서 여성의제를
부처명, 소관
주도해 나가거나 성평등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
업무에 대한
향이 있음
변화 속에
∘ 여성가족부가 보육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여성이 보육을 담당한다는 성별고정
정체성의 혼란과
관념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음. 남녀차별 시정업무를 이관하면서 차별 문제
대중적 저항이
발생 시 적극적 개입이 어려워져 피해 구제에 있어서 실질적 역할을 하지
발생
못하고 타 부처에 요구만 하는 부처라는 인식도 존재함
∘ 부처명에 특정 성별이 포함되면서 특정 성별의 권익에만 집중하는 부처라는
인식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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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회요인: 젠더 갈등의 의제화와 정권교체기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노력으로 젠더폭력 및 채용 등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여성가족부의 기회요인이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 체계적
인 성평등 교육, 인구 감소 등 사회 변동에 따라 성역할이나 가족 구성 다변화,
성평등 의식의 확대 등 국민들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되어 왔다. 특
히, 몇 년간 지속된 미투에서 조직사회 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이나 성
차별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례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성평등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증가하였다.
또한, MZ세대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언택트(untact)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기여도에 대한 분석이 증가하고 있
으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젠더 관련 정책 및 공약 개발 수요가 발생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공감대와 국내외적 시대적 변화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의 권위와 역할
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여성가족부의 양적, 질적 확대가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Ⅳ-8> 여성가족부의 기회요인
구분

주요 내용

∘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포함한 미투운동의 확산, 학교와 직장 내 성
차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성평등 정책을 확대할 수 있
는 기회가 마련됨
∘ 젠더 폭력 및 채용 성차별 등의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 형성
∘ 성평등 의식을 갖춘 2030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세대 남성 중
미투 이후 성차별,
에도 비슷한 의식을 갖춘 집단들이 형성되고 있음
성평등에 대한
∘ 여성가족부가 설립되면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실행해왔고, 성평등, 성주
사회적 공감대 확산
류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왔음
∘ 2018년 #미투운동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젠더 의제에 대한 관심
증가
∘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흐름과 추세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여성폭력, 남녀 간 젠더 인식격차 이슈의 확대와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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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대두
여성의 사회참여 ∘ 여성의 젠더감수성 고양(젠더폭력 민감성 및 신고 증가)
확대, 의식 향상 등 ∘ 한국사회 내 다양한 여성청년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그동안 남성이 과대
젠더문제를 논의할
대표된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등장과 세력화가 시도되고 있음
필요성과 요구 확대 ∘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대해 민감한 세대가 등장
∘ 2030 여성의 대중적 자각 및 성평등 주체로서의 발화 및 행동으로 담보
되는 실천력
∘ 대선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표출될 가능성 높아짐
∘ 정권 교체기인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임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관련 주
요 이슈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정치 공간에서 성평등 의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 가능성이 커짐
선거, 코로나19
∘ 인구 감소 등 사회 변동에 따라 성역할이나 가족 구성 다변화
등의 상황에서
∘ 코로나19 위기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위협임
젠더 이슈의 부각
과 동시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마주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 대두
∘ MZ세대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언택트(untact)
사회로의 빠른 변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기여도에 대한 분석이 증
가하고 있음

4) 위협요인: 성별 및 세대별 성평등 인식 격차와 백래시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위협요인 또한 적지 않다.
첫째,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성 주류화 정책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과
같은 여러 집행업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
아질 수 있다. 성평등 정책은 중앙의 모든 부처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
의 성평등을 도모해야 하는 정책으로서 여성가족부의 본연의 업무이자 존재
이유이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가족과 청소년 업무 등을 포괄하면서 성평등
관련 업무가 여러 업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거나 여성가족부의 본연의 기능
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둘째, 청년세대 및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의식이 향상되고 있지만, 동시에 청년
세대 간의 성별 갈등, 세대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성평등 이슈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발도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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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 등으로
청년 세대의 성별 격차가 적지 않다(마경희 외, 2020: 380). 한국의 ‘이대남
(20대 남성)’이라 불리우는 남성들은 국방의무, 취약집단 기준의 할당제, 여성
중심의 정부 부처의 존재 등에 대하여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지난 4.17.
재보궐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표면화되기도 했다(홍찬숙, 2021: 31).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갈등과 공격이 확대되고, 인터넷･사회관계
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증폭･확산됨으로써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성평등 및 젠더 이슈
를 페미니즘, 여성혐오 등의 패러다임으로 치환하려는 언론매체, 세대･젠더 갈
등 등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정당 정치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여성가족부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Ⅳ-9> 여성가족부의 위협요인
구분

주요 내용

∘ 가족, 청소년 등 집행업무를 병행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여성의제
를 선도하는 측면이 떨어지고, 성평등 업무가 본연의 업무인데도 여러 집
행업무 중의 하나로 격하됨
∘ 여성가족부 정책 및 업무가 다른 부처와 일부 중복되고 분리되면서 본연
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부처 간 협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국가인권위
원회, 복지부, 고용부 등의 업무과 연결성, 중복성의 문제가 대두)
타 부처와 업무의
∘ 타 부처의 주된 정책에 대한 협조 및 보완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성평등
중복이나 분리로
목표 달성이 어려움
인해 정책 수행의
∘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부처 성평등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
한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전 부처 설치 및 성평
등 정책 추진체계의 개편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공무원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성인지역량과 성 주류화제도 이해
및 수용도
∘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부처별로 확대될 경우 정책부서로서의 여성가
족부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큼
성별, 세대별
성평등 의식
차이

∘ 20-30대 여성들의 디지털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됨
∘ 20-30대 남성들의 50%가 성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여성들에게 느
끼는 적대감, 혐오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가부장성도 강화되는 점
∘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역차별 논쟁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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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청년세대의 경제적 위기, 세대 격차 등을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언설
∘ 이미 성평등이 이뤄졌다거나 남성이 역차별 당한다는 허위의식의 확대
∘ 저성장 시대 도래로 파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남성 청년의 우경화 현상

∘ 미투 이후 사회 전반의 백래시 경향 강화
∘ 개발, 경제,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성평등정책을 낭비로 보는 시각
∘ 성평등 정책 및 페미니즘에 대한 강력한 백래쉬의 등장 및 정치권에서의
활용으로 ‘여성’특화 정책 및 부처명에 대한 저항감 등장
∘ 20-30대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발, 여성가족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높아지고 있음
∘ 성별 갈등 구조가 여성들의 인권과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시도
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면서 젊은 세대들이 노인층에 대한 불평불만도 커지면서 세대 간 갈등까
성평등이슈에 대한
지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음
사회적
∘ 성평등에 반대하는 보수세력 및 과잉 대표되는 온라인 반대 세력이 가시
저항과 백래시
화되어 여론을 주도하는 국면이 형성됨. 예를 들면, 기독교계의 반발로 차
별금지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음
∘ 코로나 국면 등 경제적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성차별 문제 등이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
∘ 여전히 조직별 기득권이 남성이 다수이고 인식의 변화가 확고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시점에서 성평등 이슈에 대한 합의도출이 여전히 쉽지 않음
∘ 성평등한 변화에 대한 반발과 공격(백래시)이 확대되고, 인터넷･사회관계
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증폭･확산됨으로써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반대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다. SWOT 분석 요약
여성가족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적 성평등 정책 추진, 성평등문화 확산, 성주류화 정책의 확립, 성평등 관련
법제화 확대 등은 여성가족부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독립된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고,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책의 이
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도 여성가족부의 강점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의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여성가족부 업무의 타 부처 업무와의 중복이나 연결성
문제 등은 여성가족부의 약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상대적으로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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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로서 권한이 제한적이고, 타 부처와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젠더폭력 및 채용 시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성평등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확대된 것은 여성가족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 사회로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많은 영역에서의 여
성의 대표성 증가 등 성평등 문제가 더 이상 주변화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공약이 대두
되면서 성평등 정책의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여성가족부의 기회
요인이다.
넷째,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성 주류화 정책이 여성･청소년･가족 정책과 같은
여러 집행업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젠더 이슈를 둘러싼 성별, 세대별 격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별, 세대별 갈등을 전면화하며 활용하는 언론,
정당의 정치 전략 등이 여성가족부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Ⅳ-10> 여성가족부의 SWOT 요약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 호주제 폐지, 여성폭력 피해지원, 여성인권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전 부처를 포괄하는
보호, 여성대표성 확대, 성별영향평가 및 성
성주류화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인지예산의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친화
가 전 부처의 성주류화 정책을 총괄하고 타
도시 이미지 제고, 사회전반의 여성참여 확
부처와의 협력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대, 통합적 성평등 정책 추진, 성평등문화 확
조직규모, 예산 등이 작은 부처로서의 한계가
산, 성주류화정책의 확립, 정부부처의 성평등
있음
전담부서 설치, 성평등관련 법제화 확대 등은 ∘ 양성평등관련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
한 문제가 대두됨(양성평등관련 제도의 형식
여성가족부의 성과로 평가됨
∘ 독립된 부처가 존재함으로써 여성 및 성평등
적 운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의 파급력
정책의 의제설정, 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집
미비,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업무 중복 및 비
행, 평가 및 환류가 가능해짐
효율성)
∘ 여성 관련 법을 제･개정하여 여성인권 및 권 ∘ 양성평등정책 실행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익보호의 기반을 축적함
의 시각 차이나 현실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부족, 양성평등정책담
당관제도의 중앙-지방 연계체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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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젠더폭력 및 채용 성차별 등의 문제에 대한 ∘ 여성뿐 아니라 가족, 청소년 업무를 포괄하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서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성주류화
∘ 여성대표성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
정책이 여성･청소년･노인･가족 정책과 같은
로 성평등 이슈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됨
여러 집행업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 및 가족구조의 ∘ 성별, 세대별 성평등의식 차이가 존재하면서
변화에 따른 성평등 정책 재편 요구
성별, 세대별 갈등이 증폭됨. 세대･젠더 갈등
을 정치권 및 언론사의 정치적으로 활용으로
∘ 언택트(untact) 사회로의 빠른 변화로 인해
인하여 다양한 갈등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
여성의 사회참여와 기여도 변화
∘ 2022년 대선의 젠더 관련 정책 및 공약 개
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발 수요 발생 및 대선 후 정책 추진동력 확보 ∘ 저성장 경제, 코로나19 등으로 삶의 어려움
이 지속되면서 성평등 이슈나 차별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
방안
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향80)
이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천 과정,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한계･과제와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환경 및 SWOT 분석을 통한
여성가족부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후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었다. 그 후 같은 정부
에서 다시 여성가족부로 변화되면서 기능도 보건복지부의 보육, 가족정책이 이관
되었다가 다시 보육,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또 다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등 정권의 성격에 따라 그 기능에 대한
부침을 반복하였다.
이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제Ⅱ장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성평등 정책

80)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라는 조직 전체에 대한 개편 연구가 아니라 성평등 정책 추
진체계로서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정부
조직법｣상 여성가족부의 사무 중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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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는 ① 성주류화 도구의 도입 및 정책적 실행 ② 젠더
이슈 공론화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기반 마련 ③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한 것 등에 대해서는 주요한 성과이자 여성가족부의 강점으로
보았다. 즉, 국가 차원에서 성평등을 의제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런 성과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중앙행정조직으로
존재하여 성평등 정책을 기획･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었다.
하지만, 2005년 남녀차별 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관한 것은 결과적
으로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권한의 축소를 가져왔고, 보육, 가족, 청소년 업무
등에 대한 기능 조정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로서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데 장애가 된 측면이 존재한다.
성평등 정책은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미니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타 부처와 정책통합과 조정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청년세대 및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의식이 향상되었지만 동시에 청
년세대 간의 성별 갈등, 세대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성평등 이슈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발 등은 여성가족부의 약점이고 위협요인이다.
여성가족부의 위협요인으로 지적된 성별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가족부 폐지는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흐름마저 존재한다.81)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지만,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단순
히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젠더 이슈’가 되었다.
국민청원에 등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의 이유는 ① 여성들은 더 이상 약자
81)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다. “여성 관련 업무
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으므로 따로 여성가족부를 둘 필요가 없고”,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을 맡
도록 하겠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
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
가, 여성의 취업, 직장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
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
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순봉(2021.7.6.).
“유승민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공약 낸 이유”. 경향신문. https://www.khan.
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7061131011(접속일: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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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데 여성편향 정책을 위해 사용되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여성복지는
과잉 수준이다 ② 여성가족부의 정책들은 효과가 없고, 여성가족부는 세금을
낭비하는 기관이다 ③ 여성가족부는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고, 급진 페미니즘
이념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 등이다(정사강･홍지아, 2019: 201).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존치를 주장하는 청원에서는 ①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성‘만’을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② 오히려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성차별을 해소하고,
기존의 정책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법 테두리 내로 포용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③ 여성가족부가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족 업무와
여성 업무를 더 늘리는 동시, 권한을 강화하여 주어진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때에 폐지론자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82)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그 기능을 둘러싸고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다 여성
가족부 존폐가 공론화를 넘어 젠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첫째, 정부조직
중 대상중심 조직이 가지는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 노동, 복지정책
등과 같은 기능중심 정책과는 달리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등 대상중심 정책
은 대상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정은진･김기현, 2018: 118).
둘째,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2001년과 비교해 청년여성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보다 높은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사법, 입법, 행정부의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등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가
가시화 된 반면 여성들의 구조적 취약성, 즉 채용 성차별, 성별임금격차, 일과
돌봄이라는 이중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은 비가시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별할당제 폐지 등 한국식 공정 담론과 ‘여성복지는 과잉 수준’이라는 여성특
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른바 ‘이대남’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더해 일자리와 권력의 연령별, 성별 비대
칭 문제, 세대별 정책 욕구의 성별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
등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중심 정책 중에서도 성평등
정책은 세대별, 계층별 정책 욕구가 다양하여 정책 효과를 정책 대상자가 체감
82) 해당 청원글 2021.7.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706(접속
일: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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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워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지지받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기구)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는 첫째, 전술한 여성가족부의 강점과 위협요인 등으로 고려할 때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편이 아니라면 가급적 조직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여성가족부가 정권의
성격에 따른 부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재설계하여
본연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의 재구조화에 있어서 여성은 단일집
단이 아니고 세대별, 계층별로 생애 설계와 이해가 다양하고, 젠더 관계를 둘
러싼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런 변화에 따른 정책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여성특화 정책만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이 아니고,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이라는
것을 가시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세대
와 다른 2030 청년세대의 생애 설계와 정책 욕구, 디지털 경제화,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된 성평등 정책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에 부합되는 조직
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성평등 가치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성과 정
책수요자 중심의 정책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건 마련은 견지되어야 한다.
셋째, 대상중심의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통합과 조정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기능중심
으로 편재되어 있고 국가정책을 성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여성가족부 중심의 성평등 정책이 공격과 고립의 대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젠더 관계의 변화를 추동하는 성평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통합과
조정기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이상과 같은 추진 방향에 터잡아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여성가족부의 발전
방안은 여성가족부 설립 목적과 중앙행정조직으로서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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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연의 기능인 성평등 정책 집행과 조정기능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01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여성특별위원
회>라는 행정위원회에서 중앙부처인 여성부로 개편된 이유 중 하나는 성평등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의제화하고, 부처별로 추진돼 온 여성정책을 종합적･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국가정책으로 의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의 극복, 즉 국무회의 의결권･법안제안권･부
령제정권 등을 필요로 했다. 중앙부처로서의 여성부는 이런 권한이 부여되는
조직으로 그 권한으로 인해 20년간 출범 당시 5개 법률이었던 소관 법률이 현
재, 26개가 되었다. 소관 법률의 증가는 소관 업무의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써
제Ⅱ장의 델파이조사 결과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성평등을 의제화하고, 성평등
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에 ｢성매매특별법｣83)이 제정되었다. 윤락(淪落)이라는 개념을 폐기
하고 성매매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
자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였다.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
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
선등 행위와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조국, 2004:
46-48).
2008년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 제정
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의제화되었고, 정책적 개입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경력단절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포섭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에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84)을 목적으로 ｢성별영향평가법｣이
8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칭함.
84) 국가법률정보센터. ｢성별영향평가법｣ 제정이유. https://www.law.go.kr/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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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었다. 이 법 제정에 따라 국가정책의 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령, 법정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제도화되어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추진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2014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 변경을 포함하는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전환되었고, 성주
류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성별통계, 성인지교육 등이 명문화되었다. 여성정
책의 발전론적 패러다임은 형식적, 기계적 평등이라는 결과에 머물 위험이
크다. 따라서, 여성 집단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젠더 관계 변화를
위한 전략, 즉 정책의 성 주류화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전이었다. 또한, 정책명도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시책(성주류화), 양성의 균등한 참여를
위한 시책,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등으로 구분하여 현재까지의 여성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모두 포괄
하였다는 것이다(박선영, 2014: 11-13).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은 이 법의 목적 조항85)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은 개별적
인 법률체계 속에서 관련 정책이 발전되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절성이라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 법 제정에 따라 이런 분절성을 극복하고,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중장기적 목표 하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
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 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설치되었고, 5년마다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5년에 UN인신매매
방지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관련 법률과 소관 부처가 산재되어 있어서 인신매
lsRvsRsnListP.do?lsId=011459&chrClsCd=010202&lsRvsGubun=all(접속
일: 2021.11.7.)
8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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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86)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되었다. 이 법 제정으로 인해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
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주무부처
가 되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과 젠더폭력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왔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대 강화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성가족부가 집행기능을
갖는 중앙행정조직으로의 위상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기능이 확대되었지만, 여성
가족부 출범에서 20년이 경과 한 현재, 성평등 정책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노동시장에서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성차별 구조와 제도의 산물로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20대 청년들의 생애 설계는
탈 젠더화가 진행되고 있다.87) 기후위기와 재난 역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OECD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 등은 기존의 여성노동 정책으
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 문화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동의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과반 정도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88)는 것은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여성가족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6) 국가법률정보센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1723&lsId=&efYd=20230101
&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
Chk=0#(접속일: 2021.11.7.)
87) 김은지 외(2019)의 청년 약 6,500명을 대상으로 한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
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 모두 청년들은 일, 개인생활, 파트너십, 자녀
순으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청년 여성들
은 동년배 남성들과 생애과업 비중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노동중심적 생애
과업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88) 민정혜(2021.11.2.). “30대男 86.0% “페미니즘 부정적”… 女 46.9% “긍정””. 문
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020103040
3350001(접속일: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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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성평등 정책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의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 성평등 정책 집행기능 강화 방안
가) 여성가족부 현황: 조직, 기능, 소관 법률
｢정부조직법｣상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제41조) 하는 중앙행정조직이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2실 2국 3관 1대변인 1단 27과 3팀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 조직 및 기능. 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
(접속일: 2021.10.5.)

[그림 Ⅳ-12] 여성가족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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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상의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위의 직제를 보면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은 양성평등, 젠더폭력방지, 가족, 청소년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별 소관 법률은 2021년 10월 기준, 26개이다.
<표 Ⅳ-11> 여성가족부 주요 기능 및 소관 법률
주요기능

소관 법률

∘ 양성평등 정책 총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 양성평등기본법(2014.5.28. 여성발전기본법
예산･결산 제도 운영 지원
전부개정)
∘ 여성인재 육성,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 ∘ 성별영향평가법(2011.9.15. 제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008.6.5.
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분석, 기관
제정)
별 개선계획 수립 지원, 사업 총괄 및 진단도구
개발 등
∘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특화교육 기획･관리
∘ 여성폭력방지정책 총괄, 일본군‘위안부’ 명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회복 및 피해자 지원
(2010.4.15. 제정)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 예방교육,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2004.3.22. 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2.3.
및 취업제한
∘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기획･관리
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1993.6.11.
제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12.24. 제정)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4.20. 제정)
* 시행일: 2023.1.1.
∘ 청소년정책 총괄,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청소년 수
련활동 안전관리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
경 개선,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 치유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 기본법(1991.12.31. 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2004.2.9. 제정)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1969.7.28.
제정)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981.4.13
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2004.2.9. 제정)
∘ 청소년 보호법(1997.3.7. 제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8.
제정)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
법(2018.12.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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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소관 법률

∘ 가족정책 총괄,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이행 및 지원
∘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가족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결혼중개업
등록･신고 관리

∘ 건강가정기본법(2004.2.9. 제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007.12.14. 제정)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99.2.8. 제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3.24. 제정)
∘ 아이돌봄 지원법(2012.2.1. 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1989.4.1. 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 제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12.14.
제정)

자료: ｢여성가족부 직제｣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소관 법률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접속
일: 2021.10.1.)

이와 같은 여성가족부 업무 중 성평등 관련 정책은 여성인재 육성,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결산 제도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보호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 아동･여성폭력 등 예방교육,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이다.
이처럼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은 여성특화 정책과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폭력 정책과 성 주류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여성
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은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Ⅳ-12>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상의 소관 업무
구분

여성정책

주요 내용
∘
∘
∘
∘
∘
∘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양성평등기본법령의 관리･운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제도의 운영
여성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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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영향
평가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

주요 내용
∘
∘
∘
∘
∘
∘
∘
∘
∘
∘
∘

여성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연차보고서 발간
여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여성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여성 관련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지도･감독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여성 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
∘
∘
∘
∘
∘
∘
∘
∘
∘
∘
∘
∘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성별영향평가법령의 관리･운영
법령과 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운영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분석 지원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담당 공무원･관계자 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성인지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관한 사항
성평등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시책 협의･조정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 개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의 지원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사업 지원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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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 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총괄 및 추진상황 확인･점검

경력단절
등 여성
경제활동
촉진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취업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 경력단절여성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추진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평가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여성폭력
정책의
기반 구축

∘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조정
∘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추방주간 등 여성폭력 방지 관련 홍보 및 포상
∘ 여성폭력방지기본법령의 관리･운영
∘ 여성폭력 통계 구축 총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연구
∘ 여성 권익증진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및 실적 평가･분석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도･감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
∘
∘
성희롱/
∘
성폭력 방지
∘
및
∘
피해자 지원,
∘
디지털
∘
성범죄
∘
방지 및
∘
피해자 지원
∘
∘
∘
∘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성폭력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과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 총괄 및 이행 점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총괄 및 이행점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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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
∘
∘
∘
∘
∘
∘
∘
∘
∘
∘
∘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및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근절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
∘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육성
성매매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와 그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폭력등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에 관한 사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상담소 등 교육기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열람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우편고지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시행
∘ 성범죄 가해･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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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보급에 관한 사항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 등 성교육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공표

자료: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접속일: 2021.11.1.)

나) 성평등 정책 집행기능 강화 및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이와 같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에서 발견되는 문제로는 ① 성차
별시정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여성노동정책이 여성인재 육성과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이라는 협소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③ 성재
생산권을 포함하여 여성건강정책이 부재한다는 점 ④ 기후변화, 재난 등 새로
운 환경에 대한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이 없다는 점 등이다.

(1) 성평등 정책 집행기능 강화 방안
(가) 성차별 시정 정책
제Ⅱ장의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시정
기능 부재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2005.3.24.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 폐지에 따라 ｢남
녀차별금지법｣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관되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대중
매체의 성차별 개선,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적극적
조치 총괄업무 정도의 성차별 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2005년에 폐지된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 분야를 포함한 교육에서의
차별,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법과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에서의 차별 금지(제3조~제7조), 그리고 남녀차별의 조사
시정은 여성부 산하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전담기구가 되어 수행하도록 하였
다(제9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은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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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남녀차별적 법령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
지침의 수립 보급 등이었다(제10조). 또한, 위원회는 조사 결과 남녀차별사항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
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
여야 한다. 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 대하여 내린 시정조치 권고는 ①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② 재발 방지
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③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이었다(제28조). 또한 남녀차별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성발전기
금으로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5조).
이런 기능을 이관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②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③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④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⑤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⑥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⑦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⑧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⑨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⑩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이 중 성차별시정업무는 ①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② 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③ 성차별 및 성희롱 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및 조사 관련 정책･제도
의 개선 ④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증인의 보호 ⑤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국내외 홍보･
협력 등이다(｢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2제6항).
｢남녀차별금지법｣ 상의 차별시정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두 차별시정
을 권고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차별시정권고의 이행
을 강제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을 할 수 있는 반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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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는 권고 불이행 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성별임금격차와 9년째 ‘꼴
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리천장,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일자리 감소, 채용 성
차별과 조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고용 성차별, 디지털 공간 등에서
의 여성혐오와 비하의 일상화와 젠더폭력 등은 차별이 구조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적 구조의 변화와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89) 등의 차별시정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그 기능을 강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시정업무는 차별에 대한 구제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시정정책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젠더 불평등한 상
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한 정책 영역이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기능과 법률로 편재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성차별시정업무를 위해
서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시정정책의 추진 및 피해자 구제 조치
를 강화하기 위한 실체법이 필요하다.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시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성차별시정
정책기능은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 성평등 노동정책
다음으로는 실질적 성평등노동정책의 부재 역시 여성가족부의 한계로 지적
된다. 우리나라 중앙행정조직에서 여성노동 정책이 소관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여성노동정책은 다음과 같다.

89) 성차별 구제업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
전과 같은 차별시정위원회의 기능을 여성가족부가 단기간에 복원하기는 어렵다.
성차별 중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일정 요건 속에서 시정
명령권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고용성차별 등의 구제 업무를 여성
가족부로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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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여성노동정책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여성고용정책과>
∘ 고용평등촉진 정책의 총괄･조정
∘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조정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
된 제도개선과 법령의 제･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조정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추진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평가
∘ 사업장의 일･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
악 및 개선
∘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
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5장에 따른 여성근로자 근로
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운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
을 위한 정책 개발
∘ 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 개발
∘ 민간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인력개발과>
∘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 협의･조정
∘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생활 양립정
책 개발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 기업내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
∘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의 지원
∘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사업 지원
∘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 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총괄 및 추진상황 확인･
점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
의 수립･총괄 및 조정
∘ 고용노동 분야 성차별적 정책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1절과 관련
한 내용은 제외한다)
∘ 고용노동 분야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성인
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
한 관리 및 지원 총괄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취업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 경력단절여성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추진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평가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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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
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
업의 선정･지원

자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을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접속일: 2021.1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의 여성
노동정책은 남녀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
호에 관한 정책,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 경력단절여
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성차별 구제와 관
련해서는 2022년 4월부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차별과
함께 고용성차별 구제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에 설치되어 있는 <양성평등정책담
당관>은 고용노동 분야 성 주류화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
지원과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여성노동정책은 고용평등촉진과 여성의 고용촉진, 직업
능력개발 및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다. 고용노동부 여성노동정책
이 가지는 실효성과 고용노동부 내 주변화로 인한 한계는 별론으로 하고,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의 특성 등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청년여성
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여성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외부의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
절여성 취업지원과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정책이라는 협소한 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Ⅱ장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여성가족부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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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여성노동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낮게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가족부 여성노동정책은 소관 법률의 한계로 인해 여성 일반에 대한 여성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어렵고 여성의 생애주기별 접근도 어려웠다.
그러나 2021.11.1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
성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명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
로 변경되었고, 내용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여성의 노동시
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이 이동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 이외에 근로조건을 추가
하고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 후 취업촉진을 여성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이라는 구조
속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연령별･혼인상태별･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로 각기 다른
조건과 상황에 처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돌봄 등 생활 전반을 고려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불평등과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신경아, 2017: 30-41). 이에 더해 젠더폭력방지 정책 중 공공
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90)
상의 정책은 성평등 노동정책으로 편재하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노동정책의
콘트롤 타워로서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가정양립 정책은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지향을 명확하게 하고, 남녀 모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주요한 정책대상
은 2030 청년세대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
대상중심 정책은 대상이 가지는 정책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의 여성노동정책 기능을 새롭게 편재하고 강화함으로써
90)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국가과제
로 일과 삶의 조화, 미래세대의 육성, 기업의 직원 만족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
화 등을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러한 국가 미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성가족
부 보도자료(2007.12.10.). “가족･기업･마을 모두 행복해 진다-｢가족친화사회환
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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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심으로 생애를 설계하고 있는 2030여성들은 물론 남성들의 삶에 구체적
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 여성건강정책
사회환경의 변화는 여성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청년여성의 우울증과 자살률 증가는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 개인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가 예측하지 못했던 팬데믹과 조우할 때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년 여성의 증가는 골다
공증, 우울증, 대사증후군 등 노년 여성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원인이 되
었고, 만혼화는 고령 임신(35세 이상)의 위험을 증대시켰다. 또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건강의 불평등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 취약계층 중
여성 비율의 증가를 가져왔다. 개인주의의 심화는 가정 내 유대관계, 공동체
약화와 소통의 부재를 가져와 여성, 청소년의 우울감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여성건강은 여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사
건9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태내기간 위해한 노동 환경의 노출경험은 자녀
세대의 생후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임도희 외, 2014: 14).
이처럼 여성건강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하는 성으로서의 여성의 특성이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여성건강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는 물론
사회경제적 차이를 근간으로 여성의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건강정책은 주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성건강에
91)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던 사건
이 ‘제주의료원 사건’이다. 제주의료원에서 2009년에 아이를 임신한 간호사 중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5명은 유산했다.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역학조사 결과 간호사들이 임신 중에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태아 및 임산부에게 해로운 약물취급 등 유해 요소에 노출된 것이 원
인으로 지목되었다. 박선영(2020.5.11.). “[여성논단] “태아의 질병도 산재”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
View.html?idxno=198906(접속일: 2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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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쳐왔다. 이는 여성의 건강을 임신과 출산이라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대상
화했기 때문이다(김동식 외, 2018).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성과 재생산건강은 임신과 출산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
하였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건강 사무가 명문화 되어 있는 부처는 존재하지 않지
만,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
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제38조)하는 보건
복지부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사무를 관장
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건강 의제를 다루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8항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여성건강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소관 사무이다. 출산정책과에서는 출산, 모자보건, 난임, 인공임신
중절의 예방대책,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전히 인구정책과 모자보건정책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
<표 Ⅳ-14> 보건복지부 여성건강정책
복지부 인구정책실
∘
∘
∘
∘

여성･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모자보건법령 운영
산후조리원의 관리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출산정책과
∘ 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및 조정
∘ 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 출산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재정･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
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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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
∘
∘
∘
∘
∘
∘
∘
∘
∘
∘
∘
∘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여성･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자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접속일:
2021.11.1.)

여성가족부는 여성건강이 소관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주요
사무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와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서비스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건강정책을 일정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처로서 여성건강정책에 대한 정책발굴과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1, 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중 여성건강 관련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Ⅳ-15>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1-2차) 중 여성건강 관련 과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년)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6-1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 성별 건강 불평등 관련 연구 지원 및 실태조
사 실시
∘ 양성평등한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남녀건강에 유해한 사회환경 개선

5-4-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인지적 건강 관련 연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이행
∘ 지역 건강정책 추진의 성인지 관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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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년)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6-1- 성별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5-4-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 서비스업 등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직종종사 ∘ 외모중심의 사회인식 및 관행 개선
∘ 질병에 대한 성별고정관념 개선
자의 건강장해 예방 지원
∘ 청년기 여성의 건강지원 확대
∘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
6-1-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취약지역 및 특수직종 모성건강 보호 강화

자료: 여성가족부(2015), 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p122; 여성가족부
(2018),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p112.

여성건강정책은 생물학적 특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한 생애
주기별 건강정책이 되어야 함은 물론, 사회의 전 영역에서의 젠더 관계 변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여성의 지위와 권한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상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이 소관 사무인 여성가족부가 여성건강정책의 조정기능을 강
화하는 것이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보건부와 여성지위처에서 여성건강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호주 정부는 여성 건강 관점에 있어, 여성 건강을 생물학적인
보호를 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라는 젠더적 관점에 의해 접근하며, 이에 부합하는 국가 정책과 건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임도희 외, 2014: 21).

(라) 위드 코로나, 기후변화 등 재난 대응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라는 지구적 차원의 위기는 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에도 불가피한 변화를 촉구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적으로 3억 8천 100만 명에 이르는 돌봄영역 종사자 중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2/3에 달하는 상황에서 돌봄은 사회를 하나로 잇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임에도
돌봄의 실천은 무시되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들에게 가중된 돌봄노동의
성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ILO, 2018: 12). <COVID-19 Global Gender
Response Tracker>92) 조사 결과, 전 세계 보건 및 돌봄종사자 70% 이상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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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8개국만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서 50-50 젠더 균형
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UNDP･UN Women, 2021: 1). 우리
사회도 여전히 주양육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부과된 ‘독박돌봄’으로
인한 ‘돌봄위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위한 정부 정책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방역 대응 단계별로 코로나19 시기 한국의 경험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 ‘기저의 불평등’으로서 젠더 구조의 중요성과 작동방식에
대한 탐색과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중보건 비상 대응의 모든 단계
에서의 성주류화를 강조하고 있다(Saerom, Kim, 2020: 528-529).
이미 도래한 기후변화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실상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젠더 연관성 역시 갑자기 닥친 새로운 위기라기보다 지난
50여 년간 제기되어 사안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도래한 것일 수 있
다. 1972년 ‘성장의 한계’를 말하는 로마클럽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1988년 <기
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설립되었고, 1992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
었다. 2007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젠더정의 없는 기후정의 없
다(No climate justice without gender justice!)”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2015년 UN총회에서는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DGs>에 성평등(target 5.) 목표와 성주류화가 통합되었다. 2017년 유엔기후변
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3)에서는 ‘젠더행동계획’이 채택되어 각국 정부가 기
후행동의 모든 요소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하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젠더행
동계획 이행에 참여하고 관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93) 2019년 유엔기후변
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5)에서도 젠더와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Presidency

92) UNDP와 UN Women이 협력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219개 국가 및 지역에서
3,100개 이상의 사회경제적, 리더십 및 정치참여 조치를 추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93) 젠더행동계획이 다루어야 할 우선영역으로는 1.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knowledge-sharing and communication), 2. 젠더균형, 참여 그리고 리더십
(Gender balance, participation and women’s leadership), 3. 일관성
(Coherence), 4.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Gender-responsive implementation
and means of implementation), 5. 모니터링 및 보고(Monitoring and
reporting)를 제시하고 있다.: FCCC/CP/2017/11/Add.1, Decision 3/CP.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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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s on COP Agenda Item 13 Gender and climate change)
94)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15년 파리협정(신기후체제)의 2℃ 목표 이후

2018년에는 <1.5℃ 특별보고서>가 논쟁 끝에 채택되었고, 2021년 8월 IPCC
발표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계는 10년 더 당겨졌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할 권리가 없다”.95) 그리고, “젠더평등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허구”(조효제, 2020: 336)다.
이러한 위기의 대처를 위해 2021년 9월 UN Women은 <지속가능성과
사회정의를 위한 새로운 페미니스트 로드맵(Beyond Covid-19: A Feminist
Plan for Sustainability and Social Justice)>을 제안하고 있다(UN
Women, 2021). UN Women에 의하면 2019~2020년 기간 세계적으로 여
성들은 5천 4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2021년 말까지 남성들의 일자리는
회복되지만 여성고용은 여전히 1,300만 명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여성은 환
경 악화로 인해 불균형한 영향을 받는 동시에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재정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일자리, 돌봄, 기후라는 연결된
위기는 체계적으로 성평등을 악화시키고 사람과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시급하며, 배제된 집단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효과적인 성주류화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관계의 전환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96)
한국의 경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젠더 관점에
서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정부합동으로
2020년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젠더 관점에서의 개입을 찾아보
기 어렵다. 넷 제로(Net-Zero)를 향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국제재생에너

94) FCCC/CP/2019/L.3 참조.
95) 우리 모두의 일(Notre affaire à tous)의 기후정의선언(2020) 한글번역본
부제로 달린 문장에서 따온 표현이다.
96) 기후위기 대응의 경우 경제적 영향과 맞물려 일자리 위기와도 연결이 되는 사안
으로, 기후일자리 정책도 핵심적이다. 예를 들어, 2021년 출발한 미국 바이든 행
정부는 첫 행정명령으로 기후위기 대응(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을 발표하면서 ‘기후시민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일자리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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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는 연차보고서에
서 재생에너지 일자리 성장세가 지속되어 2019년에는 1천 150만 개로 재생에
너지 일자리의 63%가 아시아지역에 속하고 여성이 32%라고 밝히고 있는데
(IRENA, 2020: 6-13), 한국은 재생에너지 일자리 추정치의 성별통계조차 확보
되고 있지 못하다.
위기는 불평등하게 다가오고 그 자체로 가능성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페미
니스트 경제학자 엘슨(Elson, D., 2010: 201-212)은 경제위기가 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위기는 사회적 규범 전환이라는 기회의 가능성을 열기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라투르(B. Latour)는 감염병 펜데믹이 ‘기후위기의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언급하면서, 기후변화라는 인류 절체절명의 위기뿐 아니라
이미 심화된 불평등 등이 복합적으로 몰려 닥치고 있는 오늘날을 ‘신기후체제’
(New Climatic Regime. 라투르, 2021: 122-128)로 규정하면서 전환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도 직면한 위드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정책 전환의 과정에
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기후
위기 등 재난이 성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여성가족부에 요구되는 정책통합과 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 성주류화 강화
성 주류화 강화 역시 필요하다. 성 주류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의 제도화는 여성가족부 20년의 주요 성과로 이 제도의 법정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제도적 진전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중심
의 성 주류화가 갖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및 확대
를 통해 부처별 성 주류화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성과를 실질화 하는 방안이다. 특히 <양성평등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부처에는 우선적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향후 전 부처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부처에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본연의 기능인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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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업무 등을 명문화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2) 성평등 정책 집행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방안
(가) 성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시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차별금지법이 제정
되어야 한다. 성차별금지법은 폐지된 ｢남녀차별금지법｣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복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법률 제정안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97).
<표 Ⅳ-16> 성차별금지법안의 체계
구분

주요 내용

총칙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범위

성차별의 금지

∘ 고용에서의 성차별 금지
∘ 교육에서의 성차별 금지
∘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성차별 금지
∘ 사회보장에서의 성차별 금지
∘ 행정･사법절차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서의 성차별 금지

성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 진정
∘ 직권조사
∘ 성차별시정소위원회
∘ 권고의 통보
∘ 시정명령
∘ 시정명령의 확정
∘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점검
∘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
∘ 성차별 피해구제 활동 지원 등
∘ 성차별 실태조사
∘ 성차별 신고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손해배상
∘ 입증책임의 배분

97)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3.25.),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2019.2.27.),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18.3.26.)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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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벌칙

주요 내용
∘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성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이 법의 의무주체로 이들에게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및 행정･사법절차와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성차별을 금지한다.
둘째,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사･연구,
제도 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셋째, 성차별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성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 성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차별행위자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여성가족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자등에게 그 이행상황
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차별피해자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을 배분한다.
다섯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성차별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 피해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벌칙 규정을 마련한다.
여섯째,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차별 피해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성차별 피해 상담 및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3년마다 성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 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여성가족부가 여성건강정책을 성인지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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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4조(건강증진)
①･② (생 략)
< 신 설 >

제34조(건강증진)
①･② (현행대로 함)
③ 여성가족부 장관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
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정부조직법｣ 개정
성차별 시정업무를 여성가족부로 편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표 Ⅳ-18> ｢정부조직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
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
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성차
별금지･구제,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
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성평등 정책 통합과 조정기능 강화
가) 현행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필요성과 방향
기능중심 정책이 아닌 대상중심 정책은 이를 담당할 중앙정부의 조직형태가
부처인지, 위원회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성 뿐 아니라 청
소년, 청년정책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고 거치고 있다. 대상중심조직으로 탄생
한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 설립 당시부터 여성부는 정부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타 부처에서 집행되는 여성정책과의 통합과 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논의가 계속되었다.
문제는 정책통합과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한 정책의 성 주류화 추진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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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라는 행정부처 안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행정부처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집행업무와 조정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지만 “집행업무
가 축소되면 부처의 위상이 낮아지고, 집행기능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조정기
능이 축소되는 악순환”(김민정, 2009: 187)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성별영향평
가, 성인지통계, 국가성평등지수라는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도구를 가지고 있
음에도 수평적인 행정부처 간 정책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또한, 양
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되어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도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성평등위원회>가 2107년까지는 평균 2-3번
개최되었고, 출석과 서면회의를 병행하였다. 2018-2019년에는 서면회의만 개
최되었고, 2018년에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가 한 차례도 제대로 열리지 않
은 것은 그 당시가 30만의 여성들이 불법촬영 규탄을 위해 모였던 혜화역 시
위와 미투 운동이 벌어진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성평등위원회>의 형
식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본계
획의 심의기능 이상을 하고 있지 않고, 정책통합과 조정 등의 안건을 주무부처
인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여성
가족부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안과
통합하는 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나) 정책통합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이원화 방안
(1)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 기능 및 구성
<양성평등위원회>가 갖는 권한과 조정의 한계, 형식적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현행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제고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정책의 성평등 통합 기능과 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성 주류화 추진체계에 적합한 방식인
가이다.
｢정부조직법｣상 정부위원회는 행정기능과 준입법권･준사법권을 갖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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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와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자문･심의 등을 하는 자문위
원회로 구분된다.98) 자문위원회는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로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서, 그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집행한다.
자문위원회는 업무 내용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기관 간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집행기능을 갖는 행정위원회와는 달리 자문 기능만 수행하며 위원회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홍성일, 2002).
한편,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의 의사
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이다. 이로 인해 행정
집행 기능과 함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심의･이의의 결정 등
을 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며, 합의제로 운영된다.99)
이런 정부조직상의 위원회의 기능 등을 생각할 때 <양성평등위원회>의 성격
역시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자문위원회로 할 것인지, 행정위원회로 할
98)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
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
관을 둘 수 있다.
9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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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별도로 <양성평등위원회>를 확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타 부처와의 정책통합
과 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구로의 개편을 통해 조정기
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여성가족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
기 위한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사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
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업무
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②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고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고 ④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이런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법적 성격으로 인해, <양성평등위원회>를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업무가 존재해야 한다. 현재의 여
성가족부의 집행업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2022
년 5월부터)의 성차별 구제업무를 이관받아 준사법권을 보유하고, 성주류화를
위한 총괄조정 업무를 강화하는 안100)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의제
행정위원회안의 배경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격상해도 자문
기구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조정기능의 실질화가 어렵다는 점을 중시한 것
으로 보인다. 자문위원회가 갖는 한계는 후술하는 지방분권위원회와 같이 의결
기능을 포함하고, 의결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부터의 업무 이관이
100) 박진경(2021).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새로운 상상”. ｢제31차 젠더와 입법포
럼-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9.9. 49-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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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성차별 구제업무와 성평등 정책 조정･총괄업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 통합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이 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이 안의 현실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와 별도로 집행업
무를 수행하는 행정위원회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안의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참고가 될 수 있다. 각각의 위원회의 설치근거법,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Ⅳ-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근거법, 구성 및 기능, 사무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근
거
법

구
성
및
기
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법｣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
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등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
∘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
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
조정에 관한 사항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 8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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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기획 ∘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
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8명으로 하되, 대통령이 위촉
∘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하는 자
∘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
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부 장관으로 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전문요원을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
∘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과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
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 위원회는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
용을 지체 없이 통보
∘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
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또
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위원회는 수립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
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
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
원회에 통보
사
무
국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 ∘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위원회에 자치분권기획단을 둠
회에 사무기구를 둠, 사무기구의 장은 ∘ 기획단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 - 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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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검토 및
공동으로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조정
-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하 “자치분권”이라 한다)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조정
- 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인력
및 재정 소요비용의 조사 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
이행의 점검･평가 지원,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
- 그 밖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 기획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됨. 단, 업무
의 전문성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
획단의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음.
∘ 대통령비서실의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은 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음.
∘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
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토대로 연구진이 영역별로 재구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공통점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라는 것이다. 그 밖에 기능 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 기구인 반면, 자치분권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이며,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반면,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
은 민간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전문
요원과 별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마친 때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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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수립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
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
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계 법령 개
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처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자치분
권위원회는 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감안하여 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자문기구
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위원회>도 자치분권위원회와 같이 심의･조정･의결기관으로 권한
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 또는 민간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
가족부 장관과 민간위원 공동으로 구성하며, 의결사항에 대한 대통령보고 등이
이루어지게 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할 수 있
다. 또한, 정부 내 성주류화 및 조정기능 강화나 콘트롤타워 역할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 등에 대해 타 부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을 <양성평등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처로 확대한 후에
점차적으로 전 부처로 학대하고, 현재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협의체 운영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산하로 편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행정조직인
사무국 등을 설치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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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소속

대통령

성격

자문위원회

기능

∘ 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의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
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성주류화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구성

∘ 위원장: 대통령 또는 민간위원
∘ 부위원장: 민간+여성가족부장관
∘ 위원: 30명 아내로 구성
∘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사무국

사무국 설치

(2) 관련 법제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표 Ⅳ-21>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
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
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대
통령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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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 (생 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개정안
1~4. (현행대로 함)
4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의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의4 성주류화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또는 민간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 부위원장 1명은 민
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1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현행대로 함)
1･2 (생 략)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 신 설 >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
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④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한다.
< 신 설 >

제12조의 2(양성평등위원회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경우 현행
<양성평등위원회>와 다른 점은 조정기능이 강화되고 민간 젠더 전문가의 참여
가 확대되고 상시적인 실무행정기구를 가동하는 다원적 조직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위원회>와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갈등과 대통령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는 대통령이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부침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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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가족부 집행과 조정기능의 통합
(1) 여성가족부 소속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직
전술한 바와 같이 성평등 정책 조정 기구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
될 경우 여성가족부와 자문기구 간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고, 대
통령이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 여부에 따라 자문기구의 역할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를 여성가족
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설치할 경우, 집행과 조정
기능을 통합할 수 있고,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타
부처와의 정책통합과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과 기능 중심으로 중앙행정조직이 편재되는
나라에서는 부처 간 정책통합과 조정이 동일한 위상을 갖는 조직 사이에서 이
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 2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김민정 외(2007)는 “효
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강력하게 타부서에 대해서 조정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여성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문제는 비단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만이 아니라 연금문제, 국방력, 경제
의 활성화, 노인 인구의 증가 등 많은 문제를 가져옴으로써 한국 사회의 심각
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부총리에게 저출산의 해결
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고 여성부 장관을 겸직하게 하는
문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김민정 외, 2007: 192-193).
현재 저출산 정책 조정 업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조로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구상하기 어려울 수 있고
행정부처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이 성차별적 구조와 제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저출산 대책은
성평등 정책이어야 하고, 저출산 정책 담당 부총리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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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
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제19조). 정부
조직에 부총리제를 두는 이유는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 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실 가능
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부처의 장관급 위상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시켜도 부총리의 권한이 동일 권한의 행정부처 장관을 조정할 능력
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예산편성권이나 인사권 혹은 행정조직 개편의 권한 등
각 부처들로 하여금 조정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제가 부족한 상황에
서 단순히 부총리급 여성가족부 장관이 조정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미약”하기
때문이다(이숙진, 2012: 88-89).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양성평등
위원회>의 형식화에는 여성가족부가 타 부처 정책통합과 조정 안건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젠더전문가의 참여와 상시적인 실무행정기구를 가동하는 다원적 조직구조가
실효적일 수 있다.

(2)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이 안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수반
되어야 한다.
<표 Ⅳ-22>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
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
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여
성가족부에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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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1~4. (생 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1~4. (현행과 같음)
4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
항
4의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의4 성주류화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부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 여성가족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② (생 략)

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
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④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Ⅳ-23> ｢정부조직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
각 겸임한다.
④･⑤ (생 략)
< 신 설 >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부총리 3명을 둔다.
② (현행대로 함)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여성
가족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⑤ (현행대로 함)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저출산 대책 정책에 관하
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을 총괄･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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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델파이조사 질문지(1차)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Ⅸ)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델파이조사 1차 질문지❚

※ 문항1-3은 정부 내 독자적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설치 20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입니다. 질문을 읽고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델파이문항1.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래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처
로서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독자적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의 주요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 의견을 간략히 서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성과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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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문항2. 다음은 지난 20년간 독자적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의
주요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o.

주요 성과

1

국가 성평등 수준 향상 및 평등문화 확산

2

정부 내 성 주류화와 동등참여 강화

3

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과 성평등 노동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

5

아이돌봄, 가족 지원 등 가족정책 확대

6

여성평화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

7

여성친화도시 등 지자체 성평등정책 지원

8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과 단체협력 증진

높음
5

낮음
4

3

2

1

추가의견
※ 주요 성과 관련 의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델파이문항3. 여성가족부는 20년간 소관 업무범위 조정 및 부처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각 시기별 변화의 적절성 여부를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o.

주요 변화

1

2001년 ‘여성부’ 출범

2

2004년 보육 업무 이관 받아 업무 확대

3

2005년 남녀차별시정업무 이관(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

4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

5

2008년 여성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 (보육･가
족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6

2010년 여성가족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청소
년･가족업무 이관 받음)

높음
5

낮음
4

3

2

1

추가의견
※ 주요 변화 관련 의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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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4-7은 현재 여성가족부 업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입니다. 질문을
읽고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델파이문항4. 다음은 여성가족부 기능별 업무 분야입니다. 각 업무분야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o.

주요 기능

1

양성평등 및 성주류화

2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4

아이돌봄, 가족 지원 등 가족정책

높음
5

낮음
4

3

2

1

추가의견
※ 기능별 업무의 중요도 관련 의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델파이문항5. 다음은 여성가족부가 정부 내 성주류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무 분야입니다. 각 업무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o.

성주류화 업무 분야

1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성별영향평가 시행

3

성인지예･결산 시행 협조

4

공직분야 성인지교육 및 성평등교육

5

성별분리통계 생산

6

국가성평등지수 및 (광역)지역성평등지수

높음
5

낮음
4

3

2

1

추가의견
※ 성주류화 업무의 적절성 관련 의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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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문항6. 다음은 여성가족부가 정책과정을 통하여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 존재하는 한계점입니다. 내용을 읽고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o.

한계점

1

정부직제 상 여성가족부의 취약한 위상

2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및 예산규모 부족

3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미흡

4

실질적 성평등 노동정책의 부족

5

성차별 시정기능의 부재

높음
5

낮음
4

3

2

1

추가의견
※ 한계점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델파이문항7. 다음은 정부 내 성주류화를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직제 및
기능입니다. 각 직제 및 기능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길 바랍
니다.
no.

직제 및 기능

1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2

8개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운영

3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여성가족부훈
령 제142호)

4

중앙부처･지자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양성평등
기본법 제13조)

5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
책 입안시 여성가족부장관과 사전협의(양성평
등기본법시행령 제30조)

높음
5

낮음
4

3

2

1

추가의견
※ 직제 및 기능의 적절성 관련 의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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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8-10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입니다. 질문을 읽고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델파이문항8. 다음은 정부가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적절성 여부를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o.

지원 확대 방안

1

정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와
시･도지사 성평등정책 협의체 설치

2

지방자치단체 젠더전문가 인력 및 예산 지원

3

여성친화도시 정책 확대 및 지원 강화

높음
5

낮음
4

3

2

1

추가의견
※ 지원방안의 적절성 관련 의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델파이문항9. 정부가 정책과정을 통하여 성평등 사회 실현하는데 적합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o.

추진체계 개편방안

높음
5

낮음
4

3

현행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 유지를 전제로 한 경우
1

여성가족부 장관직의 부총리급 격상 및
소관업무 범위 확대

2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사업부서로서
‘여성가족부’ 병립)

3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업무 기능강화 및 예산
확대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고려한 경우

4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전환

5

명칭 ‘여성’표기 포함 및 소관업무 확대

6

명칭 ‘여성’표기 삭제 및 소관업무 전면재편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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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추진체계 개편방안

높음
5

낮음
4

3

2

1

여성가족부 이외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관련
7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전 부처 확대

8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강화(국장급
이상)

9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
근거 법률 제정

10

국무조정실에 성평등정책조정 담당직제 설치

11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예산제 전담부서 설치

추가의견
※ 전면적 개편을 고려한 경우(5번~6번) 확대 및 신규로 필요한 소관업무에 관한 의견
이나 기타 위 내용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직제개편 관련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델파이문항10. 정부 내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추진
하는데 있어 외부적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간략히 서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방형 질문)
※ 기회요인

※ 위협요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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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델파이조사 질문지(2차)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Ⅸ)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델파이조사 2차 질문지❚

※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는 1차 응답의 통계치와 귀하의 의견을 비교하여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응답요령을 확인하신 뒤 각 내용을 읽고 적절성
(or 동의정도)을 5점 척도로 평정하여 2차 응답칸(노란색 칸)에 1~5점 중
하나의 점수를 숫자로 표기 및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응답요령

파란색글씨

파란색 글씨는 전문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항목입니다. 재평정 후 삭제
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란에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정색볼드

검정색 볼드처리 된 내용은 전문가 합의에 도달한 항목입니다. 재평정 후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란에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황색부분

1차 델파이조사 결과 추가된 항목

회색부분
대각선
표시

사분범위: 전문가 전체 응답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위 25%, 하
위 25%의 응답을 제외한 중간 50%의 응답이 존재하는 범위(중앙값은
굵은 글자로 표시)
해당하는 내용이 없거나 평정이 필요하지 않은 칸입니다.

3.63
2.78
3.97

정부 내 성 주류화와 동등참여 강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과 성평등 노동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
주요 성과 아이돌봄, 가족 지원 등 가족정책 확대

3.35
4.53
3.44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과 단체협력 증진

2001년 ‘여성부’ 출범

2004년 보육 업무 이관 받아 업무 확대

2008년 여성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보육･가족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2.69

3.48

2.81

3.41

여성친화도시 등 지자체 성평등정책 지원

2005년 남녀차별시정업무 이관(남녀차별금지 및
여성가족부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
변화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

2.72

여성평화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

3.72

3.66

국가 성평등 수준 향상 및 평등문화 확산

내용

응답자
높음 ----------------- 낮음 전체
평균
5
4
3
2
1

적절성(or동의정도)
1차

2차

귀하응답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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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

- 권익 증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아래 권익증진, 아동
청소년성보호 각각의 기능을 평정)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아래 여성
여성가족부 인력개발, 경력단절여성 지원 각각의 기능을 평정)
기능별 업무
- 여성인력개발
분야
- 경력단절여성지원

- 성별영향평가

- 여성정책

양성평등 및 성주류화(아래 여성정책, 성별영향평가
각각의 기능을 평정)

- 2010년 가족업무를 이관받음

- 2010년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음

2010년 여성가족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청소년･
가족업무 이관 받음)(아래 청소년, 가족 업무 각각
의 변화를 평정)

내용

4.59

3.88

4.78

3.16

응답자
높음 ----------------- 낮음 전체
평균
5
4
3
2
1

적절성(or동의정도)
1차

2차

귀하응답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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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4.03
4.53

성차별 시정기능의 부재

4.00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및 예산규모 부족

실질적 성평등 노동정책의 부족

4.66

정부직제 상 여성가족부의 취약한 위상

3.97

4.44

국가성평등지수 및 (광역)지역성평등지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미흡

4.16

성별분리통계 생산

4.44

3.91

4.44

성별영향평가 시행

성주류화 성인지예･결산 시행 협조
업무 분야 공직분야 성인지교육 및 성평등교육

4.63

3.66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가족관련 정책 및 지원업무

- 청소년관련 정책 및 지원업무

아이돌봄, 가족 지원 등 가족정책(아래 청소년,
가족 각각의 기능을 평정)

내용

응답자
높음 ----------------- 낮음 전체
평균
5
4
3
2
1

적절성(or동의정도)
1차

2차

귀하응답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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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3.63

3.97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여성가족부훈령 제142호)

중앙부처･지자체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
입안시 여성가족부장관과 사전협의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30조)

개편방안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

현행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 유지

3.31

3.75

3.91

4.25

8개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운영

정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와 시･도
지사 성평등정책 협의체 설치 - 2020년 지방자치
지역
성평등정책 법 전부개정을 통한 분권강화와 연계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 젠더전문가 인력 및 예산 지원
강화방안
여성친화도시 정책 확대 및 지원 강화

성주류화
직제 및
기능

3.47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내용

응답자
높음 ----------------- 낮음 전체
평균
5
4
3
2
1

적절성(or동의정도)
1차

2차

귀하응답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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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외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4.03
4.39
4.09
4.38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국무조정실에 성평등정책조정 담당직제 설치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예산제 전담부서 설치

4.29

3.70

2.83

2.97

4.23

4.13

3.19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강화(국장급 이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전 부처 확대

명칭 ‘여성’표기 포함 및 소관업무 확대
현행
추진체계의 명칭 ‘여성’표기 삭제 및 소관업무 전면재편
전면적 개편
‘여성가족부’ 명칭 개편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전환

여성가족부 장관직의 부총리급 격상 및
현행
소관업무 범위 확대
추진체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사업부서로서 ‘여성
기본구조 및
가족부’ 병립)
명칭 유지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업무 기능강화 및 예산 확대

내용

응답자
높음 ----------------- 낮음 전체
평균
5
4
3
2
1

적절성(or동의정도)
1차

2차

귀하응답
의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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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 related Laws (Ⅸ):
Ways to Streamline Laws for
Strengthening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Policy
Seon-young Park
Bok-soon Park
Bok-tae Kim
Hyeon-seung Ko
Eun Hee kim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ministry
dedicated to gender equality policy, and then explores ways to
develop a gender equality policy promotion organization and the
measures related to legal improv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 policies and strengthening of gender mainstreaming.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s:
Chapter I describes the purpose, contents, and method of the
study.
Chapter II reviews th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task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at exclusively deals
with gender equality policy. First, this part examines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paradigm of women policy 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ministry.

Second,

this

part

analyzes

the

aforementioned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tasks through the
Delphi method surveyed on experts. Then, it draws implications
for ways to advance the system of gender equality policy
promotion.
Chapter III investigates and analyzes cases of overseas countries’
gender equality policy promotion systems in a bid to find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this chapter classifies those foreign
practices according to the general status, organizational type, and
organizational name in a bid to understand their current status.
Then, this section sheds light on the transition processes of gender
equality organizations of France, Germany and Sweden. In doing
so, it analyzes the gender-equal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of
each of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in those countries as
well as the way that associates the two different layers of
government systems each other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IV suggests the development of a gender equality policy
promotion system by diagnosing the changed environment of the
gender equality policy landscape. This chapter conducts the SWOT
analysis 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ased on
the Delphi survey outcome. Then, it proposes the direction which
the development of the gender equality policy should go in the

ways to develop the policy as well as the ideas to streamline
relevant legal provi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way to develop a gender equality policy
promotion system,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 reserved organization for gender equality
policy, should be restructured to secure organizational stability
and strengthen its identity. It is necessary to seek a change in the
promotion system, as small as possible, if such restructuring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of the times, so that the ministry can
restructure its function and serve its original role as consistently as
possible, independent of the ideology of its umbrella government.
Also, the strengthening of functions of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related policies is essential for the effectiveness
and experience of the target-centered gender equality policy to be
escalated. In order for gender equality policy to promote changes
in gender relations, related polic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functions should be put in place in a way that can bring in
practical

impacts.

And

the

promotion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to increase the level of policy experience.
Second, as a way to develop a gender equality policy promotion
system, the function of executing gender equality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first. For that to happe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eeds to strengthen its function as a ministry
in charge of correcting gender discrimination, such as changes in
the gender discrimination structure and effective relief for victims
of gender discrimination. In order for the ministry to carry out
policy tasks to correct gender discrimination in Korea, wher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e composed of functions and laws,
practical laws are needed to promote the policies to correct

gender discrimination in all areas and strengthen the measures to
rescue victims. In addition, anti-gender discrimination act should
be enacted as a way to lay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ministry to
promote policies that correct gender discrimination.
Gender-equal labor policy should be strengthened. The absence
of this practical policy is the limitation of the ministry. It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to address gender inequality and
bridge gender gap in the labor market, taking into account the
overall working conditions and care duty of women laborers.
Women's health policy should be a life-cycle one that considers
women's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In
addition, this policy should strengthen women's status and
authority through policy interventions that are designed to change
gender relations in all areas of societ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ould be in charge of coordinating women's
health policies, preparing the ground where women's health
policies by life cycle effectively function.
Also, gender mainstreaming needs to be reinforced.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that promotes gender mainstreaming by ministry and
agency, by way of expanding the authority of gender equality policy
officers, is an actual way that produces concrete institutional
outcomes of the mainstreaming. In particular, such ministries that
automatically participate in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are in
need of first creating the position of a gender equality policy
officer. And this policy has to be adopted by other ministries and
agencies.
Next,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functions of gender
equality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As a way to integrate
policies

and strengthen coordination functions,

there

is

a

dualization plan that sets implementation away from coordination

functions. It is about establishing a gender equality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

in

hopes

of

polic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is committee playing as a decision maker as
well as reviewer and coordinator.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the
head of it should be the president or a person from the private
sector, while the vice head will be shared by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er and the committee’s members from the
private sector. If those determined topics are reported to the
president, it would bring in a similar effect of the president
chairing

the

committee.

In

order

to

strengthen

gender

mainstreaming and coordination functions within the government,
or to serve as a control tower for the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enfor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s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to other ministries
and agenc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policy officers currently put in place in eight
ministries and agencies to those automatically participating in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before it is gradually adopted by all of
the ministries and agencies. Operating the consultative body of
gender equality policy officers, which is currently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needs to be
structured under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And, a secretariat
and other steps should be prepared so that the committee’s
functions are effectively performed. If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is granted by greater authority and reorganized into a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its coordination functions will be
reinforced, with more gender experts of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ng in it and with multi-dimensional organizational structure
operating regular working-leve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ll of
these are the benefits that are not within reach under the current

gender equality committee. Howev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are at
odds over status and role, and the Presidential Gender Equality
Committee has limitations in that the function and role of it may
change depending on the president's will.
The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 functions should be
integrated, largely centered 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f a gender equality policy coordination organization is
established within one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s,
conflicts are expected between the ministry and the advisory body,
and the role of the advisory body may change depending on the
president's political will for gender equality. An alternative to this
problem is to establish a gender equality policy coordination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f
it is organized as such, the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
functions can be integrated. Also, this organizing idea will form a
structure that can practically drive the implementation and policy
coordination with other ministries and agencies regardless of the
president's political will. However, in countries wher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e governed by laws and functions,
such as Korea, it is difficult for organizations with similar status to
achieve polic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mselves.
In order to efficiently promote policies and serve strong
coordination functions for other ministries, it could be a solution
to put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n the same
level with Deputy Prime Minister and let the minister also serve as
Deputy Prime Minister. Yet, aside from the feasibility of this
proposal, the question is whether a deputy prime minister can
adjust different authorities of other ministers who are given the
same power with the deputy minister even if the status of a

minister is raised to that of a deputy prime minister.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lack of specific mechanisms that allow ministries
to respond to reconciliation, such as authorities related to budget
allocation, human resources, or organization structure, it is
unlikely that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ll
reconcile those situations even if his/her status is promoted to
that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already put in place, though, to
fail to make a practical outcome is tha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not been able to integrate and coordinate
policies of other ministries. For addressing this problem, a
multi-faceted organizational structure where gender experts from
the private sector take part in and which operates regular
working-level administrative bodies can make effective outcomes.

Research areas: health,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law and
plan, gender equality culture and awareness, labor and
employment, gender violence and safety
Keywords: gender equality policy,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gender equality polic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Gender Equalit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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