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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성인지 예산 분석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분석방법론

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 유형별로 예시적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을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성인지 예산 분석방법의 핵심은 구조화된 남성과

여성 간의 정책수요에 대한 격차를 반영한 성별 형평화 수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성인

지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과 연관시켜 분석하는 것이다. 성별 형평화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불

평등의 실태 파악 뿐 아니라 구조화된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불평등의 원

인 요소가 반영된 지표, 즉 성별격차요인 지표를 통하여 구조적 불평등 원인을 통제하였고 다른

세 가지 지표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를 활용한 단계적 분석방법도 제시하였다. 또한 선

행연구들에서 사용된 기법들과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된 기법은 유의미하게 다른 실증분석

결과를 산출해 냄을 예시적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성인지 예산서, 성별격차요인, 지표개발】

Ⅰ. 서 론

Holvoet (2007)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은 “정부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성평등 (gender equality)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인지

적 관점을 예산문서 및 절차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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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특정집단 간 격차와 충족되지 못한 정책수요의 존재를 강조하여 정부의 자원배분을 

보다 공평한 방향으로 이끄는 효과와 함께 국가적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이슈와 

다루어지지 않은 이슈를 명확히 분류해 줌으로써 여성운동의 도구로서도 기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fbauer,2002).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기능

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6년 새롭게 제정된 ｢국가재정법｣제26조 및 제57조에 정부의 성인

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마경희 외 (2010)에서도 

지적되듯이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초기의 경험은 이러한 입법의도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성과

목표, 성별 수혜분석, 성평등 효과분석 등을 위한 체계적 분석기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경희 외 (2010)에 따르면 본격적 시행 첫해인 2009년도에 작성된 ｢2010년도 성

인지 예산서｣작성 과정을 모니터링 한 결과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은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산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러한 배경에는 성평등의 

목표를 수량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분명한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성인지 예산제도를 일찍이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성인지 예산분석 방법이 개발되어 제안․활용되고 있으나 역시 우리나라의 성

인지 예산서 작성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점, 즉 구조화된 성별 차이를 반영하는 성과지

표 및 성평등 목표치 제시에는 큰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성인지 예산 분석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 유형별로 예시적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성인지 예산 분석방법의 핵심

은 구조화된 남성과 여성 간의 정책수요에 대한 격차를 반영한 성별 형평화 수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성인지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과 연관시켜 제시하는 것이다1). 이러한 연

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내용 및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소개하

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들에 소개된 성인지 분석방법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지표를 

1)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핵심개념인 성별 정책수요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구조화된 요인은 여성학이나 젠

더 사회학에서 논의하는 구조적 불평등 (structural inequality) 과는 다른 개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

다. Frias (2008)에 따르면 ‘구조적 불평등’은 “사회의 구조적 시스템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사회생활

의 여러 측면에서 형평성의 상태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흔히 가부장적 남성지배와 동의어

로 쓰인다고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성별 정책수요의 차이와 관련된 구조화된 요인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의 차이 또는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교호작용 

(interaction)을 갖는 여러 특성들의 구조적 차이에 의해 남성과 여성이 특정에 정책에 대해 다른 정도

의 수요를 갖게끔 하는 요인을 일컬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제III장 2-나-(1)에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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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새로운 단계적 분석기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구조화된 성별 격차요인을 통제하는 방

법을 단일의 격차요인과 복수의 격차요인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

에서 소개된 새로운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성인지 예산 분석을 예시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역

시 단일의 격차요인과 복수의 격차요인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제5장에

서 결론과 함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Ⅱ. 성인지 예산제도

1. 성인지 예산의 내용 및 현황

앞서 논의한 Holvoet (2007)의 정의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성인지 예산은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예산을 위한 ‘성인지 분석’ (gender analysis)으로 성적 형

평성이라는 정책목적에 비추어 보아 국가적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

이고 둘째는 성인지 관점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성인지 예산’ (gender budgeting)으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전자

를 성인지 예산분석 (gender budget analysis)라는 용어로 부르고 후자를 성예산 (gender 

budgets), 성민감 예산 (gender-sensitive budgets), 성인지 예산 (gender-responsive budgets), 여성

예산 (women’s budg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Holvoet, 2007; Rubin & 

Bartle, 2005). 그러나 양자의 개념은 상호 배타적으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제도

의 공식적 도입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개념들이다. 따라서 성인지 관점을 명

시적으로 예산제도에 통합한 성인지 예산의 경우에도 성인지 예산분석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핵심적 개념이며, 실제적으로 예산안 준비단계에서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성인지 분석

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2). 

성인지 분석이 성인지 예산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정책이 대부분의 

경우 성중립적 (gender-neutral)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여성과 남성은 각기 다른 정

2) 여성의 권익증진, 정치참여,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조성된 유엔 산하 유엔여성개발기금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으로서 세계 20여 개국에서 성인지 예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UNIFEM 
(2006)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활동은 정부의 예산과 정책 또는 사업이 다른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수요와 이해관계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개인이 

여성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분석하는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Hofbauer (2002)도 성인지 예산은 “사회에 내재하는 성별 격차를 감안하여 남녀 간 발생

하는 예산정책 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주류 예산을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여 역시 ‘성인지 분

석’을 성인지 예산의 핵심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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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수요, 임무, 시간배분, 기회, 장애요인 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받거나 정부의 예

산지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선호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Holvoet, 2007). Elson (1999; Rubin 

& Bartle, 2005에서 재인용)은 이를 ‘성 맹목성’ 또는 ‘몰성성’ (gender blindness)이라는 용어

로 표현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산편성 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성 중립성’이라기보다는 ‘성 맹목성’으로 볼 수 있다. 성 맹목성은 성별에 따른 경제

적․사회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차이에 따른 

정책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성인지 분석이다3). 

학문적인 관점에서 성적 불평등성을 정책분석에 고려하는 시도는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

다 (Stotsky, 2007).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연구한 Oaxaca (1973)의 연구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도농 이주행태가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 연구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

로 공식적인 예산과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그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다. 정부적 차원에서 

최초로 성인지 예산활동을 시작한 나라는 호주로 1984년에는 연방정부에서 1985년에는 전

국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호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책과정에 성인지 분

석을 주류화 (mainstreaming) 과정을 거쳐 통합함으로써 성형평성의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로

서 전 연방정부의 부처와 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여성예산서 (Women’s Budget Statement)

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여성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향상시키는 방

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호주와 함께 성인지 예산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필리핀으로 이들 국가들은 1995년부터 성

인지 예산활동을 시작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연구중심의 비정부기구 (NGO)

가 주축이 된 Women’s Budget Initiative (WBI)에 의하여 성인지 예산활동이 이루어졌는데, 

WBI는 매년 정부의 27개 전부처의 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필리핀 역시 1995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반세출예산법 

(General Appropriation Act)의 제정을 통하여 정부의 전 기관으로 하여금 전체예산의 5%를 

성인지 예산활동을 비롯한 성 개발 예산으로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

국, 필리핀의 성인지 예산활동은 주로 개발도상국가들에 영향을 미쳐 현재 약 70개 국가에

서 성인지 예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정부차원의 활동보다는 비정부 기관이나 

3) 성인지 예산분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개념이 성별영향평가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여

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성 평등한 효과를 가지

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도구”를 가리키며 유럽의회의 성별영향평가 개념정의에 따르면 성

인지 예산분석은 성별영향평가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마경희 외 (2008)의 

연구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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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들에 의한 정부외적 활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단계이다 (Rubin & Bartle, 2005)4). 

성인지 예산은 예산안 준비, 예산안 승인, 예산 집행, 감사 및 평가 등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서 성인지적 관점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Rubin & Bartle, 2005). 이 중에서 본 연

구의 초점인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예산안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사업부처에 대한 예

산지침 및 재량에 따라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도 네팔, 멕시코, 탄자니아, 우간다, 이

집트 등의 국가들이 예산지침서에 성인지 예산을 규정하고 있다 (UNIFEM, 2003). 

2.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 

우리나라는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비교적 앞서 있는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

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화 노력이 처음으로 구체화된 것은 2005년 국회의 요구에 응하여 기

획재정부가 예산안 작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부터이다. 이후 2006

년 새롭게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2010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에 제

출하도록 규정하였다. 2008년도에는 구체화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및 양식을 개발하여 

25개 정부기관의 105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가 시범적으로 작성되었다. 2009년에는 ｢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서가 29개 부처 195개 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마경희 외, 2010). 2011년부터는 예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성인지 예

산제도를 공공기금의 주요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규모를 확대하고 분석내용을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강하였다 (기획재정부, 2010). 

2011년에는 처음으로 2010년도 성인지 결산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며 2013 회계연도

부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희경, 2011).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70여개 국가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에서 소수의 

성평등 관련 특정사업에 대한 과거 성과를 간략히 서술하는 수준에서 성인지 예산서가 작

성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에 의해 심도있는 분석 (예: 사업별 성별 수혜분석)을 

4) 성인지 예산의 기초를 마련한 범 국가적 활동은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회 UN 여성 국제회의

가 계기가 되었다 (Rubin & Bartle, 2005). 베이징 회의에 참가한 171개 UN 회원국들은 예산제도의 

설계, 예산절차, 예산집행 등 예산제도 전반에 걸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적절한 자원 및 예

산의 배분을 통하여 성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활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UN 차
원에서 이루어진 성인지 예산의 본격적인 이니셔티브는 UN 여성개발기금 (UNIFEM)을 통한 활동들

이다. UNIFEM은 성주류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지원하여 왔으며, 2001년에는 에쿠

아도르, 모로코, 모잠비크, 세네갈 등 20여개 저개발국가들을 대상으로 예산제도에 성인지 관점을 통

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였다. 선진국에서도 성주류화 (gender main-
streaming) 움직임의 하나로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EU의 Lisbon Strategy, EU의 

Structural funds, EU의 New Social Cohesion Strategy 등은 선진국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주류화 운동의 

예들이다 (Rakauskiene & Chilvicka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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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도화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함께 재정당국이 직

접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두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치한 유일한 나라일 정도로 성인지 예산 제도화에 앞서있다 (기

획재정부, 2010).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의 의지와는 별개로 시행 초기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애초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며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구조화된 성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경희 외, 2010). 

Ⅲ.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한 지표개발 및 분석기법 

1. 선행연구의 분석기법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분석방법은 선도적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에 따라 크게 세 가

지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Rhonda Sharp (Budlender & Sharp, 1998; Holvoet, 2007

에서 재인용)의 3-유형 접근법 (three category approach)으로 행정 관료들의 예산분석과 예산

서 작성양식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UNIFEM, 2006). Sharp의 접근법은 정부의 예산지출 

프로그램을 여성전용 지출, 양성 간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부 서비스 지출, 일반 혹은 성 

주류화와 관련된 일반 인구대상 지출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 유형을 정부 인건비 지출액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배분비율의 균등성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를 성인지 예산 지출의 유형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논란의 여

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 내 기능의 양성평등 기능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양성평등 결과와 구분하기 위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olvoet, 

2007). 둘째는 Budlender (2002)의 5단계 접근법인데, 이 방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인지 

예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된 접근법으로 성과주의 예산 (performance-oriented budget)과도 

잘 부합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성인지 예산 접근법을 ① 주어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의 실태를 분석하고, ② 해당 분야의 정책이 얼마나 성에 따른 차별적 수요를 충족시키는가

를 분석하고, ③ 정책집행을 위한 예산배분이 적정한가를 분석하고, ④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모니터링 한 후, ⑤ 정책이 양성평등의 정책목적을 충족시켰는가를 분석하

는 5 단계로 구성된다. 이중 ①번과 ②번 단계는 성인지 예산이 소개되기 이전부터 성차별 

연구에서 흔히 다뤄진 주제이며 이들에 ③번~⑤번 주제를 추가하여 예산과 자원배분에 대

한 분석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새로운 점이다. Budlender의 5단계 접근법을 성과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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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연결시키면 ②번 단계는 성과주의 예산의 ‘활동’ (activities)에, ③번 단계는 ‘투입’ 

(inputs)에, ④번 단계는 ‘산출’ (outputs)에, ⑤번 단계는 ‘성과’ (outcomes)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UNIFEM, 2006).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산주기 (budget cycle)에 초점을 두고 있는 

Elson (2001, 2002)의 접근법이다. Elson의 접근법은 앞에서 설명한 Sharp의 세 가지 유형의 

정부지출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일반 혹은 성 주류화와 관련된 일반 인구대상 지출의 성

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도구를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lson이 제시하고 

있는 분석도구들은 공공지출 귀착분석 (public expenditure incidence analysis), 성인지 정책사

정 (gender-aware policy appraisal), 성인지 예산서 (gender-responsive budget statements), 수혜자 

분석 (beneficiary assessment), 시간활용 연구 (time-sue studies) 등이다 (Rubin & Bartle, 2005;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2001). 이 중 성인지 정책사정, 수혜자 분석,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공공지출 귀착분석, 시간활용 연구는 예산 집행 및 평가 단계에

서 활용될 수 있는 기법들이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스리랑카, 영국, 멕시코 

등지에서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는 위에서 논의한 세 가지 접근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들의 접근법이 지금까지 각국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실

무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여 오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 번째 한계점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접근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분석틀이 아직 갖

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Sharp, Budlender, Elson의 접근법은 상호 대체적인 접근법

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해서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

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harp의 접근법은 성인지 예산분석을 수행할 대상 사업

을 분류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렇게 분류된 사업을 Budlender의 접근법에 의한 순서에 

따라 Elson의 분석도구들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위의 세 가지 접근법은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을 대상사업과 예산의 어느 한 가지 차원만을 분류기준으로 구성하였

을 뿐 사업과 예산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입체적 분석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Budlender의 5단계 접근법은 Sharp가 제시한 세 가지 사업유형에 따라 전부 적용

이 가능한 사업유형도 있고 일부만 적용 가능한 사업유형이 있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접

근법만으로는 서로 다른 사업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분석방법을 특정화하는 일반적인 분석

틀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유형에 따라 성인지 예산 분석절차와 분석도구를 특정화

하는 입체적 분석틀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틀은 다양한 사업 및 예산환경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화시킴으로써 예산서 작성 실무자들에게 실질

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한계점은 성인지 예산서 지표 (indicator) 개발에 관한 체계적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분석기법들과 실제로 지금까지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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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예산서 작성을 위한 분석과 분석결과의 예산서 반

영이라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분석단계에서는 해당 정책영역에서의 

성별 불평등의 실태와 기존 정책의 정책수요 충족 정도를 분석하게 되며, 예산서 반영 단계

에서는 분석결과에 의해 도출된 정책수요의 간극 (gap)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정책 산출물

의 양과 예산을 산출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두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성인지 예산 ‘지표’인데, 기존의 분석

기법들은 지표개발에 대한 체계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할 뿐 더러 지표가 성인지 예산에

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예를 들어 Elson이 제시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서 분석도구들은 모두 암묵적으로는 지표개발을 전제로 활용될 수 있는 기법들

이지만 명시적으로 지표개발의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논의되는 지표들도 ‘성별 

형평화 사업에 배정된 예산액’과 같이 정책수요나 간극과는 관련없이 1차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지표들에만 한정되어 있다. 성인지 예산의 실제 작성사례로는 Mexico의 2004년 

COESIDA Michoacan 프로젝트 예산서를 살펴볼 수 있다. COESIDA Michoacan 프로젝트는 

HIV/Aids를 예방하기 위한 광범위한 예방보건 활동을 멕시코 내 Michoacan 주를 비롯한 4

개 주에서 수행한 사업의 일부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는 Budlender의 

5단계 접근법을 응용하여 작성되었는데, ① 성 형평화 시각에서의 진단, ② 성별 불평등 분

석, ③ 불평등 완화를 위한 특정 요소 및 활동의 결정, ④ 우선순위의 결정, ⑤ 예산서 작

성, ⑥ 지표설계 등 6 단계에 따라 작성되도록 되어있다 (Fragoso & Granados, 2004). 그런데 

실제 작성된 예산서를 살펴보면 성별 불평등 실태, 정책수요, 필요한 정책 산출물, 소요 예

산액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는 지표가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 단계별 분석이 

정성적 분석으로만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단계별 연계성도 불명확하다. 명시적으로 

지표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제⑥단계의 경우에도 성인지 분석 및 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표

가 아니라 정책이 성별 형평화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목적을 

위해서만 지표의 활용이 국한되어 있다. 

세 번째 한계점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인지 예산 분석과 예산액 산정 간에 명확한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성인지 예산의 근본적 목적은 성별 형평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예산이라는 정책도구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

인지 예산분석을 위해서는 성별 불평등의 실태,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산출물 

소요, 정책 산출물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등 성인지 예산분석의 주요 단계를 공통적으

로 반영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성별 불평등의 실태는 결과를 반영하는 결과지표 (outcome 

indicator)로, 정책 산출물은 산출지표 (output indicator)로 측정되는 데 반해 예산은 투입지표 

(input indicator)이다. 정책 산출물은 효과 (impact) 발생을 통해 결과지표와 연계되고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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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단위당 비용 (per unit cost)에 의해 산출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성

별 불평등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불평등의 실태 파악 뿐 아니라 구조화된 정책수요의 차

이에 의한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불평등의 원인 요소가 반영된 지표

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분석기법들은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지표개발과 분석을 통합한 단계적 분석기법

1) 대상사업의 범위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은 대상 재정지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Sharp의 분류에 따라 정부 사업을 ① 여성만을 위한 지출 (예: 모성보호 사업), ② 양성 간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부 서비스 지출 (예: 여성창업 지원사업), ③ 일반 혹은 성 주류화와 

관련된 일반 인구대상 지출로 분류한다고 할 때, ①번과 ②번 유형의 사업은 배정된 전체 

예산 혹은 성별 배정 예산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예산지출의 성별 영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이 필요치 않다. 반면 ③번 유형의 지출사업은 예산지출의 성별 귀착 및 

형평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을 거쳐야만 해당 지출이 성별 형

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지출사업을 좀 더 세분화하면 전달되는 

서비스의 양을 남성과 여성 간에 구분할 수 없는 유형의 사업과 구분이 가능한 유형의 사

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업정책, 국방정책, 외교정책과 같이 

집단적 소비 (collective consumption)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사업들이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예산지출의 성별 귀착 및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기법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Elson (2001)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성인지 정책사정 (gender-aware policy appraisal)과 같은 

정성적 분석기법으로 성인지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③번 유형의 지출사업 중 남성과 

여성 간 전달되는 서비스의 양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사업의 경우에는 정량적 분석기법

의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정부의 재정지출 사업이 정부 예산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예산 실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성인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

역이며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사업영역이다. 한편 기존의 분석방법, 즉 Elson (2001)이 제

시하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간 소비하는 서비스 단위의 차이에 의해 예산지출의 차별적 

귀착을 분석하는 ‘공공지출 귀착분석’ (public expenditure analysis) 기법은 ③번 유형의 사업

에 대한 성인지 분석기법으로 적절한 방법이지만 성인지 예산이 구현하고자 하는 성적 형

평성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성인

지 분석기법은 남성과 여성 간 전달되는 서비스의 양적 차이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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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속하는 재정 지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성인지 분석을 위한 지표 

(1) 성별 형평화 수준의 개념

성인지 분석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평등’ 혹은 ‘성별 형평화 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UNIFEM (2006)의 자료에도 나타나 있

듯이 성인지 예산분석에서 파악하는 성별 형평성은 50:50의 형평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50:50의 동등배분은 균등성 (equal)을 의미할 뿐 형평성 (equitable)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

문이다. 형평성의 개념은 ‘필요’ (needs) 또는 ‘수요’의 개념에 기초하며, 만약 남성과 여성 

간 정책수요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50:50의 균등배분이 곧 형평성을 의미하지만, 정

책수요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자원의 배분도 이에 합당하게 차별적으로 배분되어야 형평한 

자원배분의 개념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별 형평성 수준을 나타내는 벤치마크를 설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구조화된 성별 정책수요의 차이’를 지표 설정에 반영하여야 한

다. 남성과 여성 간에 정책수요에 차이를 갖게 되는 원인은 남성과 여성 간 존재하는 생물

학적 특성의 차이에 의해 구조적으로 다른 수요를 가질 수도 있고 성별과 교호작용 

(interaction)을 하는 수많은 특성들 또는 특성들의 결합이 구조적으로 차별적인 정책수요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성별 정책수요의 차이를 지표설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별 형평성이 무엇의 형

평성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UNIFEM (2006)에서는 

성별 형평성이 50:50의 형평성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예산 배분비율이나 직접적

인 정책 산출물의 배분비율이 50:50의 형평성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궁극적으로 정

책목적의 달성여부를 반영하는 결과지표 (outcome indicator)는 ‘성별 정책수요의 구조적 차

이’를 반영한 이후의 최종결과물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지표는 50:50으로 균등비율을 

이루어야 정책의 성별 형평성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인지 예산 분석에

서의 성별 형평성은 ‘정책수요의 성별 구조적 차이를 반영한 최종결과의 50:50 형평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 배분액이나 정책 산출물의 배분비율이 

50:50으로 균등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성별 형평성 

수준의 벤치마크는 성별 정책수요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지표를 활용하여 설정하여

야 함을 의미한다. 

(2) 네 가지 지표

많은 경우 결과지표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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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시적으로 산출물의 생산 및 배분 수준과 예산액의 배분 수준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

에 예산지표와 산출지표 또한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결국 

종합하여 보면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는 남성 및 여성을 위하여 배분된 예산액을 나타내는 ‘성별 예산지표’로 성

인지 예산서에서 직접적으로 그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지표이다. 둘째는 정책 산출물

을 측정하는 ‘산출지표’로서 정책의 궁극적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와 정책자원의 투입을 

나타내는 예산지표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는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또는 정책 산출물에 의해 발생한 정책 수요자 복지의 긍정적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지

표’로서 이 지표의 성별 균등이 성별 형평화 수준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남녀 간 

정책수요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성별 격차요인 지표’이다. 성별 격차요인은 남녀 간에 근본

적으로 존재하는 생물학적인 특성, 남녀 간 사회 문화적 특성, 그 외의 외부 환경적 특성 

등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 간 정책 산출물에 대한 니즈 (needs)에 근본적인 격차를 유발시키

는 구조화된 요인이다. 바로 성별 격차요인의 존재로 인해 남녀 간 예산 또는 정책 산출물

의 50:50 균등이 성별 형평화 수준을 의미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이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예산지표 및 산출지표 성별 비교를 수행하는 방법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

는 성인지 분석기법의 핵심이다. 

3) 지표를 활용한 단계적 분석기법

앞서 검토한 Mexico의 COESIDA Michoacan 사업의 성인지 예산서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 GRB Initiative에서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분석의 순차적 단계는 

① 성별 불평등 현황 분석, ② 정책 및 예산 수요분석, ③ 정책효과 분석의 3 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남성: 여성의 성별 비교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

다. 모든 단계별 성별 비교는 결국 정책목적의 달성여부를 반영하는 결과지표를 비교함으로

써 가능하다. 즉 ①과 ③ 단계의 비교는 예산투입 또는 정책시행 이전과 이후의 성별 결과

지표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②단계의 비교는 ①단계에서 파악된 현황 수

준과 성별 형평화 수준을 나타내는 벤치마크 수준과의 격차를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분석의 각 단계를 연계시키는 공통적 지표는 정책목적 달성 여

부를 반영하는 결과지표나 산출지표가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보다 복잡한 문제는 성별 불평등 현황과 성별 형평성을 나타내는 벤치마크 수준을 어떻

게 지표에 반영하는가의 문제이다. Mexico의 COESIDA Michoacan 성인지 예산서를 비롯한 

많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성인지 예산분석에 의해 성별 불평등이 존

재한다는 점은 밝혀지지만 불평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형평화 수준의 벤치마크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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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인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어야 형평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

료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별 형평화 수준의 벤치마크는 결과지표 또는 성별 격차요인을 

통제한 산출지표, 또는 성별 격차요인과 산출물의 차이를 통제한 예산지표의 성별 비교에 

의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목적의 궁극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결과지표가 기준이 

될 때 성별 형평성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50:50 배분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서는 최종 결과지표의 균등성을 성별 형평화 수준의 벤치마크로 삼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책결과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배분되는 성별 예산액을 결정하여야 하

고 그 중간 과정으로서 정책 산출물 지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다시 말하여 결

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별 정책수요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성별 격차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통제한 후 산출지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산출지표에 성별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

는 산출물의 차이를 통제하여 예산지표를 분석하는 단계적 분석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네 가지 지표를 활용한 단계별 성인지 예산분석방법 

단계 과업 내용 관련지표

① 성별 불평등 현황분석
자원배분 현황분석

남성 대 여성 자원배분 현황
분석

결과지표, 성별격차요인을 
통제한 산출지표

형평화 수준 벤치마크 설정
성별 형평화 수준을 나타내
는 자원배분 상태

결과지표, 성별격차요인을 
통제한 산출지표

② 정책 및 예산수요 분석
정책수요 분석

형평화 수준 벤치마크와 자
원배분 현황 간의 격차 분석

성별격차요인을 통제한 산출
지표

예산수요 분석
성별 형평화 수준 달성을 위
한 예산 소요액

산출물, 성별격차 요인을 통
제한 예산지표

③ 정책효과 분석 정책평가
정책시행 이후 성별 정책효
과 분석

결과지표, 성별격차요인을 
통제한 산출지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단계별 성인지 예산분석방법의 첫 단계는 성별 불평등 현

황분석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의 자원배분과 정책 서비스 전달에 남녀 간에 형평성을 이

루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구체적 수치로 계산하여 정책수요의 

간극을 측정하는 분석을 내용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위의 식 (1)에서와 같

이 정책목적을 반영하는 결과지표로서 이 지표에 대한 자원배분이 남녀 간에 어떠한 비율

을 이루고 있는지가 결국 성별 불평등 현황을 반영한다. 만약 이 결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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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책이 존재한다면 기존의 정책 산출물은 남녀 간 어떠한 비율로 배분되어있는가도 

중요한 분석내용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정책 산출물의 단순한 배분비율이 아니라 성별

격차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배분비율이 이 단계에서 분석대상이 될 산출지표이다. 이 단

계에서는 현재의 불평등 현황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 이상적 상황을 반영하는 형평화 수준

의 벤치마크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결과지표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성별 균등적 배분비율이 될 것이고, 산출지표의 경우에는 성별 격차요인을 통제

한 이후에 산출한 성별비율의 균등성이 벤치마크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책 및 예산수요 분석이다. 이 단계는 성인지 예산분석의 가장 핵심적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성별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정책 

산출물과 예산 투입액의 소요를 분석하게 된다. 추가적 소요의 계산은 첫 단계에서 성별 불

평등 현황과 형평화 수준의 벤치마크를 비교하여 그 간극을 측정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필

요한 정책 산출물의 양과 이를 생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특히 성별 형평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수요의 산출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남녀 간 예산 배정액의 기계적 균등이 아니라 정

책 산출물과 성별 격차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예산 배정액의 균등성을 나타내는 예산지

표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정책이 시행된 이후 그 효과를 측정하는 단계로서 정책의 시행에 의해 성

별 형평화 수준의 간극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
국가재정법｣ 제57조에 규정된 성인지 결산 분석에 해당된다. 만약 성인지 예산서 작성 단계

에서 이 분석을 수행한다면 성별 형평화 수준 달성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기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분석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예산집행 이후의 평가분석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 이 단계의 분석은 활용되는 지표나 분석대상 및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의 분석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며 만약 세 번째 단계의 분석결과 여전히 성별 불

평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음 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첫 번째 단계 분석에 불평등 현황과 

성별 형평화 수준 벤치마크와의 간극으로 그 내용이 반영될 것이다. 

4) 성별 격차요인 통제방법

논의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성인지 예산분석 기법의 핵심은 성별 격

차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산출지표와 예산지표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결과지표의 성별

비교와 동등한 의미를 갖는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성별 격차요인을 통제하는 방법은 격

차요인의 갯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남성과 여성 간 정책 산출물에 대한 니즈의 차

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간의 근본적인 차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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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특성 그 자체이거나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단일의 요인에 의해 성별 정

책수요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뒤의 예시에서 논의할 화장실 이용시간의 차이는 남녀 간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임신, 출산, 모성 보호, AIDS 감염 및 성병 

예방 등과 관련된 정책수요는 남녀 간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에 의해 정책수요에 격차가 발

생하는 또 다른 예이다. 반면 많은 경우 생물학적 특성과는 직접적 연관성을 갖지 않지만 

남녀 간 존재하는 행태, 문화, 성향, 선호 등의 차이에 의해 정책수요에 격차가 존재하기도 

한다. 뒤의 사례에서 논의하게 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는 남성 CEO가 경영하는 기업

과 와 여성 CEO가 경영하는 기업 간에 존재하는 업종, 기업규모 등 기업특성의 전반적인 

차이에 의해 정책수요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별 격차요인이 하나

가 아닌 둘 이상의 복수의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1) 단일 격차요인의 통제방법

남녀 간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정책수요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격차요인 지표를 

측정하는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산출지표를 나누어줌으로써 격차요인의 통제가 가능하다. 이

상의 논의를 좀 더 공식화하여 위에서 설명한 단계적 분석방법과 연관시켜 설명하자면 다

음과 같다. 성별 결과지표를 mO  (남성), fO  (여성) 성별 산출물 지표를 mP  (남성), fP  

(여성), 성별 격차요인 지표를 mG  (남성), fG  (여성) 라고 한다면, 성인지 예산분석이 정의

하는 성별 형평성은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성별 형평화 수준의 벤

치마크를 나타낸다. 

m fO O=                                (1)

위의 식은 남녀 간에 배분되는 정책 산출물 즉 mP 과 fP 가 1:1의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

니라 아래의 식과 같이 성별 격차요인의 단위로 표준화한 산출물이 아래의 식과 같이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fm

m f

PP
G G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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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 )iE G�  = 개인 i  수준에서 수집된 G�  지표 데이터의 평균

만약 현재의 자원배분을 나타내는 정책 산출물의 수준이 남성의 경우 mP¢ , 여성의 경우 

fP¢라고 한다면 성별 정책수요를 측정하는 지수, D 는 다음과 같은 식 (3)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fm

m f

f

f

PP
G G

D P
G

¢¢
-

= ¢
                               (3)

위의 식이 의미하는 바는 성별 정책 산출물의 배분이 성별 형평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서는 여성에게 배분되는 자원의 총량이 ( 1) fD P+  수준5)이 되어야 하거나 또는 현 수준

보다 100%D*  증가하여야 함을 뜻한다. 성인지 예산서의 최종 결과물은 성별 정책 수

요의 격차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액이 될 것이며 이는 다음의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ˆ
f f pfB D P C¢= × ×  , if 0D ³

ˆ
m m pmB D P C¢= - × ×  , if 0D <                                (4)

5) 이를 다시 표현하면 성별 형평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여성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자원의 총량은 여

성의 정첵수요를 나타내는 격차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남성에게 배분되는 자원의 총량을 남성의 정

책수요를 나타내는 격차요인으로 통제하였을 경우의 결과와 동일한 수준, 즉 식(2)와 같이 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위의 식 (3)에서 

1

fm

m f f f

f m m

f

PP
G G P G

D P G G
G

¢¢
-

¢
= = × -¢

 

성별 형평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자원의 총량을 
*
fP 라고 한다면 

* ( 1) 1 1f f m
f f f f

m m m

P G PP D P P G
G G G
¢é ù

= + = × - + × =ê ú
ë û  

*
f m

f m

P P
G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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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
fB  = 성별 형평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정책 산출물 생산에 추가적으로 

배정하여야 할 예산 소요액

ˆ
mB  = 성별 형평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남성을 위한 정책 산출물 생산에 추가적으로 

배정하여야 할 예산 소요액

pfC  = 여성을 위한 정책 산출물 한 단위 생산단가

pmC  = 남성을 위한 정책 산출물 한 단위 생산단가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의 핵심 내용은 성별 형평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 예산소

요액 
ˆ

fB  또는 
ˆ

mB 를 산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복수 격차요인의 통제방법

많은 경우 성별 정책수요 간 불균형의 존재는 단일의 요인이 아닌 복수의 요인들이 종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남녀 간 생물학적 차이와 체계적 관련성을 갖기는 하지만 논리적

으로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 복수의 요인들에 의해 성별 정책수요에 격차가 발생한 경

우, 이들 요인들을 통제하는 작업의 핵심은 복수의 요인들을 단일의 요인으로 통합하는 일

이 될 것이다. 복수의 요인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는 작업은 통계학에서 흔히 다루는 

차원감소 (dimension reduction) 문제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6).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복수의 격차요인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는 문제의 성격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집단

의 차이를 반영하는 복수의 변수들을 하나의 선형조합 (linear combination)으로 나타내는 문

제와 같기 때문에 정준판별분석 (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 CDA) 기법7)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분판별분석 기법은 집단 간 변량을 반영하는 정량변수들의 선형조합을 주성

분 분석기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출하는 기법이다. 그런데, 판별분석에 수반되는 중요한 

가정, 즉 독립변수들이 반드시 정량변수이어야 하고 정규분포를 따라야한다는 가정이 충족

되지 않을 경우에는 logit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Press & 

6) 고려 대상이 되는 확률변수들의 정보를 요약하여 변수의 수를 줄이는 기법을 일컫는 차원감소 기법

에는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등이 있다. 

7) 정준판별분석은 사전에 정의된 집단들의 차이점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독립변수들의 선형조합, 
즉 판별함수를 도출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을 말하며 흔히 집단내 분산에 대한 집단 간 분산의 비율

을 극대화하는 통계적 기준에 따라 도출된다 (Klecka, 1980; Fernandez, 2002; SAS Institut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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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1978; SAS Institute, 2009; Li, 2006), 성인지 예산분석에서 남성과 여성의 집단 차이

를 반영하는 변수들 중 정성변수도 흔히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약적인 판별분석보다는 logit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복수의 격차요인들을 통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Logit을 활용한 복수 격차요인의 통합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 모형 (index function 

model)의 틀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성별 격차요인 G 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잠재연속지

수 (latent continuous index) *G 로 존재하며 이 
*G 는 복수의 성별격차를 결정하는 요인들

의 벡터인 X 의 선형함수 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하면 아래의 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G X b e= +                                (5)

실제로 분석가는 
*G 를 관찰하지 못하는 반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X  데이터는 관찰이 

가능하다. 한편 분석가가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아래의 식과 같이 
*G 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특정한 경계값 cG 를 기준으로 하여 이 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가에 따라 

여성 ( 1G = ) 남성 ( 0G = )인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 G 이다. 

*
cG G³  인 경우 1G =  (6)

*
cG G<  인 경우 0G =

*G 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반면 아래와 같이 

Pr( 1| )G X= 는 아래와 같이 추정이 가능하다. 만약 cG 를 0으로 표준화 시킨다고 한다면, 

식 (7)과 같이 logit 함수를 추정하여 b 의 추정값 b̂ 을 얻을 수 있다. 

exp( )Pr( 1| ) Pr( 0) Pr( )
1 exp( )

XG X X X
X
bb e e b
b

= = + > = - < =
+               (7)

추정된 b̂ 을 식 (5)에 대입하면 식 (8)과 같이 
*G 의 추정값 

*Ĝ 를 개별 관측치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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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얻을 수 있다. 

*ˆ ˆ
i iG X b=                                (8)

얻어진 
*Ĝ 를 남성 및 여성 집단별로 평균을 구하면 아래의 식과 같이 

*
mG 과 

*
fG 을 구

할 수 있다. 

* *ˆ ˆ( | , , )m iG E G X G mb= =                                (9)

* *ˆ ˆ( | , , )f iG E G X G fb= =

얻어진 이들 값을 성별 정책수요 지수 D , 성별추가소요예산액 
ˆ

fB  과 
ˆ

mB 을 계산하는 

식 (3) 및 (4)에 대입하면 복수 격차요인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Ⅳ. 새로운 분석기법을 적용한 분석사례

본 장에서는 위의 III장에서 제시한 새로운 분석방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보고 그동안 성인지 예산분석이나 성별 영향평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방

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이 적용 가

능한 유형의 사업, 즉 ‘일반 혹은 성 주류화와 관련된 일반 인구 대상 지출 사업 중 남성과 

여성 간 전달되는 서비스의 양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유형’에 속하는 공공사업 들

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III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방법론의 내용과 적용과정에

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단일의 격차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유형과 복수의 격차요인이 존재

하는 사업유형 중 각각 하나의 사례씩을 선정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1. 단일 격차요인 분석사례: 서울시 여성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하나의 성별 격차요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성인지 분석기법이 어떻

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女幸)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표개발 및 분석기법 135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여행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여성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1:1의 남여 변기 수 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공중 화장실 여성 변기수 (3만1549개, 남성 변기수의 68%)

를 2010년까지 3만8449개로 늘리고 현재의 남성 변기수 4만5925개는 그 수를 줄여 남여 변

기수의 비율을 1:1로 맞추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 2008; 조선일

보, 2009). 만약 사례를 성인지 예산분석의 틀에서 재해석 해본다면 서울특별시 (2008)에서

는 남여 변기수의 50:50 비율이 성별 형평성 수준으로 설정하고 성별 불평등 현황 분석도 

변기 수의 남여 간 차이에 의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변기수는 정책 

산출물 (output)을 측정하는 지표인 반면 결과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수요의 차이를 반영

시키지 못하고 있어 성별 불평등 현황분석이나 정책 및 예산수요 분석을 위한 지표로는 적

절하지 못하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의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하여 설정할 수 있는 지표는 네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첫째는 남성 및 여성을 위하여 배

분된 예산액을 나타내는 성별 예산지표로 이 사례의 경우에는 변기 수 확충을 위해 배정된 

남녀 별 예산액을 가리킨다 ( mB : 남성, fB : 여성). 둘째는 정책 산출물을 측정하는 산출지

표로서 남녀 별 변기수가 해당한다 ( mP :남성, fP : 여성). 셋째는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또는 정책 산출물에 의해 발생한 정책 수요자 복지의 긍정적 변화를 측정하

는 결과지표이다 ( mO : 남성, fO : 여성). 이 사례의 경우 여성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이 궁

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화장실 이용을 위해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현저하게 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 대기시간

이 결과지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남녀 간 정책수요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성별 

격차요인 지표이다 ( mG :남성, fG : 여성). 여성의 화장실 이용 대기시간이 남성에 비해 현

저히 긴 요인은 정책 산출물 수준 (즉 변기수)의 불균등에도 이유가 있지만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본질적으로 남성에 비해 긴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생물학적 이유에 의해 여성

은 화장실을 남성보다 더 자주 이용할 뿐더러 평균 이용시간도 약 180초로 남성의 90초에 

비해 2배에 가깝다 (서울특별시, 2008). 따라서 변기수가 남녀 간 균등하다고 하더라도 여전

히 여성의 화장실 이용 대기시간은 남성보다는 길 것이며 그 이유는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

이 성별 격차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안한 

식 (2) 및 (3)에 따라 성별 정책수요 지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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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별 형평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성 변기수가 31,549개에서 191% 증

가하여 ( 1) (1.91 1) 31,549 91,807fD P+ = + * =  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별 

형평화 수준의 목표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 방향제시

와 연차별 목표설정을 위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수치이다. 한편, 이 사례의 경우에는 남

여 간 성별 격차요인 뿐만 아니라 정책 산출물과 그 생산비용도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존

재하는데 남성 화장실의 경우에는 소변기와 대변기가 정책 산출물인 반면 여성 화장실의 

경우에는 대변기만이 정책 산출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의 식 (4)에 의해 예산 소요액을 계

산할 경우에도 서 pmC 과는 다른 값을 갖는 pfC 을 적용하여 
ˆ

fB 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2. 사례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1) 기존의 연구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 지원정책 및 신용보증사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황성수 (200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중소벤처 창업자금, 구조개선자금 등

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하는 중

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입안, 집행, 사업결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 형평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 분리통계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통계자료의 분석, 심층면담, 전문가 

회의, 포커스 집단토론 (Focus Group Interview: FGI),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해 

정책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황성수 (2007)의 연구가 대상으로 삼

고 있는 다양한 주제 중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성인지 분석기법과 관련이 있는 부분, 즉 재

정지출사업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의 양적 수준이 남성과 여성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가와 관련된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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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황성수 (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성인지 분석결과 

사업
분석지표

(여성기업수혜비중)
벤치마크 지표
(여성기업 비중)

분석결과의 해석

중소벤처 창업자금 11.7% 3.3%

영성벤처기업의 비중에 비해 중소벤처창업자금
의 여성기업 수혜비중이 매우 높아 여성친화적
인 정책임
다만 제조업 기반 창업지원에 편향
여성벤처 기업인의 낮은 비중을 감안할 때 여성
벤처기업의 육성에는 크게 이바지하지 않았음

구조개선 사업 5.5% 제시하지 않음

구조개선자금의 대상 업종이 제조업 중심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내 여성기업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여성기업의 수혜비중이 5.5%에 불
과함

신용보증 사업 8.5% 제시하지 않음 두 사업 모두 여성기업 수혜비중이 여성기업의 
비중보다 낮으며 성인지적 정책고려가 없음기술보증 사업 5.2% 제시하지 않음

 자료: 황성수 (2007: 9)의 내용에서 재구성. 

황성수 (2007)에서 수행한 성별 형평성 분석은 지원사업 수혜기업들의 성별비중을 분석지

표로 삼아 형평성의 벤치마크로 설정한 성별 기업비중 지표와 비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논의한 기존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

하고 있다. 수혜기업들의 성별비중은 성별 정책수요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도출된 1차적 

지표이며 분석의 후속작업으로 이어지는 예산액 산정작업과도 명확한 연계성을 찾기 힘들

다. 무엇보다 성별 형평성은 결과지표 (outcome indicator) 의 50:50 균등성을 의미함에도 불

구하고 산출지표 (output indicator)의 기계적 균등성을 형평성의 기준으로 삼아 여러 요인들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성별 정책수요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황성수 

(2007)의 연구에서도 논의하고 있듯이 여성 기업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반면 도소매업, 음

식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이 주류를 차지하는 등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 이외의 

요인들에 기인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업종간의 차이 이외에 

수많은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적절한 분석이 필

요하다. 

2) 새로운 분석기법의 적용

(1) 데이터 및 기존 분석방법의 적용결과

본 논문에서는 황성수 (2007)의 연구에 활용된 ｢1만개 중소기업 실태조사｣데이터를 활용

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분석방법에 의해 성인지 예산분석을 시도해 본다. 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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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사용된 ｢1만개 중소기업 실태조사｣데이터에는 중소기업특별위위원회와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0,242개 중소기

업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일반 

서비스 업종 기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에 속하는 8,924개 중소기업을 분석의 대

상으로 하였다. 본 데이터에 수록된 중소기업들 중 대표자의 성별에 따른 수혜기업과 비수

혜기업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 ｢1만개 중소기업 실태조사｣데이터 표본 기업의 성별 수혜기업 분포

구분 도수 및 비율 남성 기업 여성 기업

전체 기업
도수 8,186 738 
비율 91.7% 8.3%

수혜 기업
도수 2,066 131 

열비율 (성별 내 수혜기업비율) 25.2% 17.8%
행비율 (수혜기업 내 성별 비율) 94.0% 6.0%

비수혜 기업
도수 6,120 607 

열비율 (성별 내 비수혜기업비율) 74.8% 82.2%
행비율 (수혜기업 내 성별 비율) 91.0% 9.0%

위에서 논의한 황성수 (2007)의 성인지 예산 분석방법을 본 데이터에 적용시켜 본다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여성기업에 배분된 자원의 현황을 측정하는 지표인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의 비율은 6.0%이고 성별 형평화 수준의 벤치마크 지표인 전체 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율은 

8.3%이다. 따라서 성별 형평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율이 

8.3%로, 다시 말하여 2.3% 포인트 또는 38% 증가하여 수혜 여성기업의 수가 182개가 되어

야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성별 형평화 수준을 가정할 때 수혜기업들의 성별 분

포를 표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황성수 (2007)의 분석방법에 의한 성별 형평화 수준에 따른 수혜기업 분포

구분 도수 및 비율 남성 기업 여성 기업

전체 기업
도수 8,186 738 
비율 91.7% 8.3%

수혜 기업
도수 2,015 182 

열비율 (성별 내 수혜기업비율) 24.6% 24.7%
행비율 (수혜기업 내 성별 비율) 91.7% 8.3%

비수혜 기업
도수 6,171 556 

열비율 (성별 내 비수혜기업비율) 75.4% 75.3%
행비율 (수혜기업 내 성별 비율) 91.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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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분석기법에 의한 분석결과

새로운 기업에 의한 분석의 핵심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의 성별 차이를 유발

시키는 복수의 요인들을 통계적 기법에 의해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한 후 이를 통제한 상태

에서 정책 산출물의 성별 배분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성별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성별 형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추가적인 예산액을 산출하는 작업을 내용으로 한다. 

새로운 분석기법이 황성수 (2007)의 연구에서 활용된 기존의 분석방법에 비교하여 갖는 차

별성은 첫째, 다른 지표의 선택, 둘째, 성별 격차요인 지표의 산출, 셋째, 성별 격차요인을 

통제한 산출지표의 비교라는 세 가지 점이다. 

① 올바른 지표의 선택

앞에서 제시된 새로운 분석기법의 내용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성

별 자원배분의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와 성별 형평화 수준의 벤치마크가 되는 지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황성수 (2007)의 연구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수혜 기업군 내에서 기

업의 성별비율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표보다는 각 성별 기업군 내에서 수혜

기업의 비율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논의한 성별 산출물 지표 

mP 과 fP 는 정책 산출물이 각각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에 얼마나 배분되었는가를 측정하

는 지표이지 정책 산출물이 배분된 집단 내에서 성별비율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성별 자원배분 현황을 측정하는 올바른 산출지표는 위의 <표 3>에서 빗금 

친 영역에 제시된 성별 기업군 내 수혜 기업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그 값은 

25.2%mP = , 17.8%fP = 가 된다. 

② 성별 격차요인 추정

다음 단계는 mP 과 fP 을 비교하기 위하여 통제목적으로 필요한 성별 격차요인 지표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업 대표자의 성별에 따른 정

책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차이가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한 요인이 아닌 다른 복수의 요인, 즉 

대표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른 업종선택, 기업규모, 기업 소재지 선택, 운영방식 등에

서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복수의 요인들을 앞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해 하나

의 요인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식 (7)에 따라 다음과 같은 logit 회귀식을 추

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8). 

8) 위의 식이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성별 격차요인을 측정하는 잠재변수 
*G 이다. 중소기업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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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P-값

상수항 2.973 0.395 <.0001

대표자 나이

35세 미만 -0.866 0.160 <.0001
35~39세 -0.281 0.137 0.039 
40~44세 -0.256 0.102 0.012 

45~49세 -0.032 0.094 0.735 

50~54세 0.014 0.101 0.892 
55~59세 -0.025 0.119 0.833 
60~64세 0.597 0.180 0.001 
65~69세 0.570 0.257 0.026 
70세 이상 -0.042 0.255 0.870 

창업전 근무분야

대기업 0.443 0.161 0.006 
연구소 0.308 0.292 0.291 
전문직 -0.598 0.234 0.011 
기타 -0.242 0.111 0.029 

창업 연도 0.000 0.000 0.425 

기업 소재지

강원/ 제주 0.453 0.534 0.397 
광주/ 전남 -0.226 0.137 0.099 
대구/ 경북 0.082 0.143 0.565 
대전/ 충청 0.055 0.169 0.743 
부산/ 경남 -0.143 0.123 0.246 

수도권 -0.054 0.105 0.612 

( )log
1 ( )

P G C F
P G

a g d
æ ö

= + +ç ÷-è ø
å å                                (10)

1 G = , 만약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 그렇지 않은 경우 =0. 

C  = 기업 대표자와 관련된 특성.

F  = 기업과 관련된 특성. 

<표 5> 성별 격차요인 Logit 추정결과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의 결정은 대표자 성별과는 상관없는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연구

자가 관찰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남성기업과 여성기업 간의 정책수요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 요인의 

작용에 의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대상 기업의 성별 비율이 결과적으로 위의 <표 4>에서와 같이 

91.7%: 8.3%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위의 식(10)은 이러한 정책자금 배분의 결과적인 성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이들 변수들을 하나의 
*G 로 종합하기 

위해 추정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식의 특성화 (specification)에 따라 추정결과가 달라

져 결과적으로 
*G 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 Logit 식의 특성화 결정은 Robert et al. (1991) 이나 Li 

(2006)에서와 같이 stepwise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할 수도 있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논리적으로 연

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시켜 특성화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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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0.073 0.187 0.696 

기업형태
벤처 기업 0.146 0.150 0.329 
이노-벤처 0.217 0.158 0.168 
이노-일반 -0.156 0.215 0.468 

제조업 여부 -0.187 0.091 0.040 

기업 성장단계

구조 조정기 -0.298 0.127 0.019 
성숙기 0.113 0.121 0.351 
성장기 0.013 0.085 0.878 
쇠퇴기 0.167 0.111 0.135 
안정기 0.084 0.095 0.377 
기타 -0.012 0.256 0.962 

종업원 수

5~9명 -0.074 0.145 0.611 
10~14명 -0.303 0.145 0.037 
15~19명 0.180 0.188 0.339 
20~24명 -0.332 0.181 0.067 
25~29명 0.329 0.272 0.226 
30~34명 -0.027 0.253 0.916 
35~39명 0.012 0.311 0.970 
40~44명 -0.099 0.312 0.752 
45~49명 -0.078 0.359 0.827 
50~54명 0.424 0.443 0.339 
55명 이상 -0.604 0.421 0.151 

고용 증가율

0~10 % -0.125 0.100 0.212 
11~50 % 0.035 0.111 0.753 
101% 이상 -0.008 0.076 0.920 
51~100 % 0.107 0.104 0.307 

2004년 매출액

1억 미만 0.012 0.220 0.958 
1억~5억 -0.267 0.140 0.057 
5억~10억 -0.294 0.140 0.035 
10억~20억 0.187 0.153 0.222 
20억~50억 0.359 0.164 0.029 
50억 이상 0.180 0.220 0.413 

2005년 매출액

1억 미만 -0.175 0.250 0.482 
1억~5억 0.111 0.166 0.505 
5억~10억 0.252 0.171 0.140 
10억~20억 -0.215 0.170 0.207 
20억~50억 -0.230 0.183 0.208 
50억 이상 0.210 0.265 0.428 

2006년 매출액

1억 미만 0.258 0.218 0.236 
1억~5억 -0.267 0.141 0.059 
5억~10억 0.076 0.155 0.625 
10억~20억 -0.031 0.159 0.848 
20억~50억 -0.047 0.151 0.756 
50억 이상 -0.039 0.219 0.859 

B2B 거래 비중
0% -1.593 35.578 0.964 
1~25% -1.331 35.578 0.970 
26~50% -1.424 35.576 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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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1.321 35.576 0.970 
76~100% -1.775 35.577 0.960 

B2C 거래 비중

0% 1.532 35.577 0.966 
1~25% 1.225 35.577 0.973 
26~50% 0.861 35.581 0.981 
51~75% 0.702 35.583 0.984 
76~100% 0.258 35.591 0.994 

B2G 거래 비중

0% 0.879 0.827 0.288 
1~25% 0.972 0.800 0.225 
26~50% 0.601 0.598 0.315 
51~75% 0.273 0.522 0.601 

-2 Log L 4659.359
표본의 수 8,942

위에서 추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식 (8)과 (9)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기업 집단의 성별격차

요인 평균 
*
mG 과 여성기업 집단의 성별격차요인 평균 

*
fG 를 구하게 되면 

* 2.72mG =  이고 

* 2.07fG = 의 값을 얻게 된다. 

③ 성별 격차요인 통제

위에서 얻어진 값들을 식 (3)에 대입하여 성별 정책수요 지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

*

0.252 0.178
2.72 2.07 0.0770.178

2.07

fm

m f

f

f

PP
G G

D P
G

¢¢
- -

= = =¢

위의 결과는 성별 형평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는 

여성기업의 비중을 현재보다 7.7% 증가시켜 ( 1) (0.077 1) 0.178 0.192fD P+ = + * =  또는 

19.2% 수준으로 증가시켜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인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대표자 

성별 수혜기업과 비수혜 기업의 분포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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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새로운 분석기법에 의한 성별 형평화 수준에 따른 수혜기업 분포

구분 도수 및 비율 남성 기업 여성 기업

전체 기업
도수 8,186 738 

비율 91.7% 8.3%

수혜 기업

도수 2,055 142 

열비율 (성별 내 수혜기업비율) 25.1% 19.2%

행비율 (수혜기업 내 성별 비율) 93.6% 6.4%

비수혜 기업

도수 6,131 596 

열비율 (성별 내 비수혜기업비율) 74.9% 80.8%

행비율 (수혜기업 내 성별 비율) 91.1% 8.9%

<표 4>와 <표 6>을 비교하여 보면 새로운 분석기법에 의해 도출한 성별 형평화 수준이 

기존의 분석방법에 의한 수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남성 대

표자 기업과 여성 대표자 기업 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수요의 차이

를 유발시키는 구조적 요인들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기업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성별과는 상관없는 요인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래

의 식들에 의해 정책자금 수혜 여부를 결정짓는 잠재지수 *T̂ 를 산출하고 식 (7)과 (8)에 의

해 구해지는 
*Ĝ 값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 )log
1 ( )

P T C F
P T

a g d
æ ö

= + +ç ÷-è ø
å å                                (11)

* ˆˆ ˆ ˆT C Fa g d= + +å å  (12)

1 T = , 만약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기업이면, 아니면 =0

*Ĝ 과 *T̂ 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상당한 수준의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

=0.437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여 남성기업의 정책수요를 결정짓는 요인들일

수록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게 작용하는 요인들이라는 것

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직접적으로 양성평등의 정책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구 대

상 지출사업이기 때문에 수혜기업을 선정할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에 

의해 선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기준들이 남성기업들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들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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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기업들의 정책수요가 여성기업들보다 원래 더 크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기존의 분석방법에 비해 성별 형평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D 값이 기존의 분석방법에 의한 결과에 비해 작은 값을 갖는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 성인지 예

산제도의 실무 작성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성별 격차요인, 즉 남성과 여성 간에 정책수요의 

본질적 차이를 유발시키는 구조화된 요인을 통제하여 성인지 예산분석을 수행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예시적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분석방법이 기존의 분석방

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매우 다른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성별 격차요인

의 개수에 따라 사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 별 분석 방법론을 특정화함으로써 종합적

인 분석틀의 외형을 갖추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된 분석방법이 학문적으로 갖는 의

미를 떠나 실무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존재한다. 특히 분석기법의 

전문성과 성별 통계 수집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기법이 상

당한 수준의 분석능력을 요하는 만큼 실무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신 모든 분석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급하거나 (통계 소프트웨어로 

쉽게 제작 가능함) 실무자들이 분석방법의 직관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워크쉬트 형태로 분

석방법을 단순화하여 교육시키는 것이 대안일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성인지 예산서 작

성을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성별 통계의 수집은 본 논문에서 제시된 분석방법 뿐 아니라 어떠한 방법에 의

하던 성인지 분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성별 통계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인프라라는 인식을 갖고 재정당국과 

각 주관부서에서 적극적 수집 및 구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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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Indicators and an Analytical Technique for 

Gender-Responsive Budget Statements

Suk-won Lee

This paper presents a new analysis methodology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previous gender-responsive budget analysis method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xemplary analysis through the use of a new analysis methodology 
and to present its results. The new methodology presented in this paper clarifies the 
concept of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that accurately reflects the structural gap 
between the policy needs of men and women, and connects this to the actual 
development of an indicator for gender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a new analytical 
method that controls for the structural factors that produce the essential differences in 
the policy needs between men and women.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gender-gap 
factors have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and demonstrates that the new 
analytical method generates significantly different results from those presented by 
previous analytical methods.

【Key Words: Gender-responsive budget, Gender gap factor, Indicator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