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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부터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성 주류화 정책의 실행도구인 성

별영향평가를 법령·계획·사업 등 대상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제작·배포하는 홍보물 내용의 성 역할 고정관

념이나 성차별적 요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포스터, 리플렛, 웹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정기간행

물, 현수막, 배너, 기타 자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 홍보물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고 반응을 수렴하며 관계 형성과 소통, 참여와 정보의 매개체로서 정책에 대한 

지지와 긍정적인 여론 조성은 물론 교육 효과를 포함한 역할을 한다. 구정 홍보물 역시 구정 철학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지표로서 정책 실현과 구민의 정책 참여의 통로가 되며 지역 여론과 문화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

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는 등장인물의 구성 시 남녀 비율과 연령 구성이 적

절한지 여부,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이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와 관련된 내용이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 가족에 대한 고

정관념·편견 및 성별대표성 불균형 배제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도봉구는 2011년 서울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구로서 선도적으로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시

행하고 있으며, 도봉구정 4개년 계획(2019-2022)은 세대공감도시의 정책방향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친화적 정책 형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봉구는 2019년에는 젠더전문관 제도를 신설하여 서

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는 도봉구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

가 추진 시스템 구축 및 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도봉구 성별영향

평가 대상정책 추진 현황 고찰과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

진 시스템 구축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도봉구 구민의 성 주류화 정

책 체감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성별영향평가의 중요한 주체인 도봉구 전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물

론 도봉구 성 주류화 정책의 실효성과 책무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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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 개요

1 .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

에서 공식적인 행동강령으로 채택된 이래 전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됨. 유

엔경제이사회(ECOSOC: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따르면 성 주류화

란 “모든 정치·경제·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실행·감시·평가에서 여

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

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이루는 

것”임

◦ 성 주류화는 “주류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며, 정책 시스템과 문화를 성평등한 방향으

로 전환하는 것(Corner, 1999)이며, 젠더 이슈를 공공정책의 구조와 과정, 환경에 내

재화함으로써 평등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젠더 

이슈를 고려하는 것(Daly, 2005)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성 주류화는 보다 구체적으로 “ 1)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의 양적· 질적 참여의 확

대를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  2) 모든 정책 분야 및 이를 다루는 기관에 젠더관점이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젠더관점의 주류화, 3) 기존의 주류영역이 성인지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주류의 전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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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

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성 주류화 조치의 다양한 방법과 도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별영향평가

(제15조), 성인지 예산(제16조), 성인지 통계(제17조), 성인지 교육(제18조)이며, 확대

하면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로서 여성친화도시(제39조)를 포함할 수 있음

◦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성별영향평가

서에는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야함

◦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

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

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는 2018년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총 

305개 기관에서 33,195개 과제에 대해 추진됨. 아래 <그림1>과 같이, 성별영향평가

를 추진한 과제 현황은 법령이 58.9%, 사업은 40.5%, 계획이 0.6%으로 나타남. 또한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18년 기준 총 72개 기관에서 456개가 실시

되었음(GIA시스템, 2018.12.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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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18년 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 현황

       
         

◦ 2019년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총 

305개 기관에서 29,394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가 추진됨. 그 중 성별영향평가

를 추진한 과제는 법령이 21,552개 과제로 73.3%, 계획이 82개 과제로 0.3%, 사업

이 7,760과제로 26.4%로 나타남.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19년에는 

총 65개 기관에서 1,007개 과제가 실시되었음(GIA시스템, 2019.12.31.기준). 정부

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는 전년 대비 45.3%가 증가하였음

◦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는 홍보물의 이미지와 문구의 성차별적 요소를 평가항목

과 점검 포인트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

향평가서의 절차 및 양식을 보다 정교화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홍보물의 유형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 컨설팅 등의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

되어야 할 것”(여성가족부b)이라는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출처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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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데니스 맥퀘일(2008)은 미디어는 여성을 공공영역에서 

주변화 시키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달하며, 미디어 생산과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의 수용이 성별화(gendered) 되었다고 분석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디어에 상대적으로 덜 등장하고 미디어 콘텐츠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사회화 기능이 있음. 미디어의 초기 젠

더이슈는 여성에 대한 비하, 폭력 피해자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수용하는 과정에

서 남성과 여성이 젠더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미디어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데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음. 

반 주넨(Van Zoonen, 1994)의 문화주의적 새로운 패러다임은, ‘담론으로서의 젠

더, 성별 차이에 대한 문화적 설명과 처방 등이 미디어 텍스트의 독자에 의해 적

극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미디어 텍스트에 젠더와 관련된 담론이 어

떻게 부호화되는가? 수용자들은 젠더와 관련된 미디어 텍스트를 어떻게 이용하

고 해석하는가? 수용자의 수용방식은 젠더와 관련한 개인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디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 반 주넨은 젠더란 주어진 것이 아니

라 특정한 문화와 역사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논증적 투쟁과 협상

을 통해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중요한 이슈는 성별 차이의 독특함이 어떠한 방식

으로 기호화되는가(고프만(Goffman, 1976)이며 남성성과 여성성에 부과된 차별적 

가치의 문제임(데니스 맥퀘일, 2008)

◦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부

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경찰청(126개), 식품의약품안전처(16개), 농촌진흥

청(9개), 여성가족부(8개) 등 7개 기관에서 총 167개 과제를 추진함. 컨설팅을 실시한 

111개 과제 중 93개에 대해 개선의견을 표명하였고 그 중 89개에 대해 컨설팅 의견

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인천광역시(33

개), 인천광역시 동구(42개), 울산광역시 북구(37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88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였는데, 39개의 컨설팅의견 중 35개를 수용하였

음. 2018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5개 기관에서 111개 과제, 

광역자치단체가 2개 기관에서 16개 과제, 기초자치단체가 13개 기관에서 23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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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0개의 홍보물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함. 그 결과 102개 과제에 대하여 

136개의 개선의견이 제안되었고, 특별하게 성차별적인 내용이나 이미지가 발견되지 

않은 48개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IA시스템(2018.12.31. 기준)에 따라 2018년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1), 국방

부(1), 문화체육관광부(7), 여성가족부(9), 경찰청(93),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인천광

역시(15), 전라남도(1),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인천 연수구(2), 인천 동구(2), 인천 남

동구(4), 인천 부평구(2), 경기 군포시(2), 경기 성남시(1), 경기 화성시(1), 경기 고양

시(1), 충남 아산시(3), 충남 당진시(1), 경북 청송군(1), 경남 함안군(2), 전남 순천시

(1)가 실시하였음

◦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는 2018년에는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전혀 추진되지 

않았고, 2019년은 도봉구(9), 양천구(1), 중구(1) 등 3개 자치구에서 총 11개 

과제가 실시되어 서울시 25개자치구의 실시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음. 법령, 

계획, 사업 등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은 2012년「성별영향평가법」시행 이후 활

발히 추진되어 왔으나,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된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는 정책 대상 범위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추진 실적

이 저조한 실정임 

◦ 성 주류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실현하는 것임. 도봉구 전

반에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추진 시스템 수립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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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도봉구는  2011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2016년에 

재지정 됨으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선도적으로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

해왔음. 이러한 구정 철학을 바탕으로 도봉구는 모든 부서의 정책에 대한 성 주류

화 관점을 도입하여 구민 체감도와 정책 파급효과가 높은 성 주류화의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 성 주류화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젠더관점을 통합하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성평

등 정책으로서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의 실행도구 중 대상기관과 대상과제 수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제도임

◦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16년에 정부의 인쇄홍보물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포스터(리플렛), 카드뉴스, 웹진, 인포그래픽, 동영상, 기타 자료 등 다양

한 홍보물 유형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온라

인과 오프라인으로 제작·배포하는 정부홍보물이 성역할 고정관념·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성별대표성 불균형 등 항목이 배제되어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도봉구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안을 위하여 도봉

구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기제(mechanism)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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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과제와 방법

1) 연구 과제

◦ 이 연구의 과제는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도봉구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정부홍보는 효율성(Efficiency), 관계성(Relationship), 통제성(Control)의 가치

를 반영함. 정부홍보물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표현/비하, 폭

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들을 표

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함(김둘순 외, 2018)

◦ 즉, 정부와 국민 사이의 메시지 전달 및 반응 수렴,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 관계형

성과 통제의 용이성은 정부홍보의 가장 기초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음. 정부와 국민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고 상호 이익의 증대 및 갈등 해소와 만족 증가를 위한 

관계성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정책 메시지 내용 및 전달 통로, 정책에 대한 

지지와 긍정 여론 조성을 위한 설득작업 등을 할 수 있는 통제적 측면에서 정부 홍보

의 가치를 가짐

◦ 정부의 정책실행을 위해선 국민적 동의와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부분

이며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국민들에게 정보행위를 통해 국민들이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신뢰와 긍정적 사고를 유발케 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임. 정부와 

국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동의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많은 정책은 실행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 없이 정책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정부라면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는 꼭 필요한 조건임(최윤희, 2018)

◦ 정책 홍보는 행정기관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이익에 유익하고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관리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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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나 시책을 일방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일보다는 정책결정 이전에 민심

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어야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음

◦ 퍼블리시티(publicity)는 PR(Public Relations)의 한 도구로서 신문, 방송, 기관소식지, 

뉴스레터, 카드뉴스, 리플렛 등의 뉴스미디어를 통하여 조직의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의미

함. 행정기관 홍보의 목표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기관에 소속

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국민들이 행정기관의 시책 및 정책을 이해하게 하여 정책

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여 민관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조직의 미래는 조직 구성원들이 좌우하므로 홍보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가 따라야 할 것임(최윤희, 2018)

◦ 이 연구의 과제는 1)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을 실시 과제 수에 한정

하여 살펴보고 2)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책행위자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

시하며 3) 광역 및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4)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를 확

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추진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먼저 성 주류화 정책,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와 여성학, 사회학, 언

론학 등 학계에서 발표한 논문과 저서들을 살펴보았고, 젠더전문가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

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도봉구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체계 구축 방향을 검토함

◦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조사가 병행되었음. 문헌연구는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

평가 컨설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실증적인 연구보고서, 성별영향평가지침 

및 성별영향평가시스템 등 통계자료와 관련 법령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음. 또한 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

련 기관의 내부 자료를 조사하였음

◦ 심층면접 조사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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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면접참여자의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조사된 

결과는 문헌연구의 내용을 보완해주었음

◦ 심층면접 조사는 2019년 11월에서 2019년 12월에 걸쳐, <표1>과 같이 정부홍보사

업 성별영향평가 관련 연구자, 컨설턴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봉구청에서 진행함. 

면접참여자들은 법령, 계획, 사업 및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3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컨설턴트 및 연구자,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등 성 주류화 

정책행위자들로 구성되었음. 이들은 연구자로부터 연구 취지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

명을 듣고 연구에 동의한 후에 조사에 참여하였음 

        

        

사례번호 소속 및 직책 성별 연령  활동 이력 경력 기간

1 OO연구원 연구위원 여성 50대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5년 이상

2 00시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여성 40대 젠더전문가 5년 이상

3 00여성단체 대표 여성 50대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8년 이상

4 00성평등센터 전문위원 여성 40대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3년 이상

5 00부 양성평등 전문경력관 여성 30대 젠더전문가 5년 이상

6 00연구원 연구원 여성 30대 OO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원 5년 이상

7 00시 00구 공무원 여성 50대 여성정책 업무 담당 -

8 00시 00구 공무원 남성 50대 구정 정책 담당 -

<표1>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심층면접 조사 대상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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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봉구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봉구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은 <표2>와 

같음. 도봉구 법령, 계획, 사업,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19년에는 법

령 111개, 계획  0개, 사업은 24개, 정부홍보사업 9개 과제가 실시되었음. 최근 5년

간 도봉구의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평균 과제 수를 살펴보면 법령은 84개, 계획은 

1개, 사업은 25개가 실시되었음

◦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

으며 자치단체별로 성과평가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상정책의 효과성과 파급 효과에 비해 추진실적이 저조함. 서울시의 

경우는 광역 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기초 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하였음

<표2> 서울시 도봉구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추진 현황 (2015~2019)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법령 55 65 110 78 111

계획 0 1 1 3 0

사업 21 26 27 25 24

정부홍보사업 - - 1 0 9

      출처 : 성별영향평가시스템 (2019년 12월 31일 기준)

02 도봉구 성 주류화 정책 추진 : 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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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

◦ 도봉구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을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표3>과 같음. 법령의 경

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과제 수는 57개였음. 도봉구는 평균 

과제 수 84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실시한 자치구였고 다음은 강

북구 75개, 강남구 74개. 강동구 70개 순으로 나타남

<표3>  서울시 자치구 법령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2015∼2019)

자치구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과제 수 

강남구 86 70 67 53 96 74

강동구 82 67 50 81 72 70

강북구 143 64 53 58 56 75

강서구 48 65 70 51 59 59

관악구 44 41 47 42 61 47

광진구 53 42 47 49 46 47

구로구 60 54 80 51 66 62

금천구 58 54 60 50 69 58

노원구 45 39 37 26 84 46

도봉구 55 65 110 78 111 84

동대문구 54 53 54 41 65 53

동작구 10 36 36 48 76 41

마포구 43 37 43 47 117 57

서대문구 60 68 25 55 35 49

서초구 52 45 58 35 51 48

성동구 90 50 57 52 64 63

성북구 41 32 31 33 40 35

 송파구 62 42 75 35 60 55

양천구 38 46 52 56 64 51

영등포구 58 75 80 51 50 63

 용산구 75 58 54 48 70 61

은평구 49 83 46 52 61 58

종로구 67 41 58 34 46 49

중구 85 52 108 34 61 68

중랑구 44 45 47 41 57 47

      출처 : 성별영향평가시스템 (2019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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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누적 과제 수는 <표4>와 같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개 과제에 불과함. 2015년 금천구 1개 과제, 2016년 

도봉구 1개 과제, 2017년 도봉구 1개 과제, 강남구 1개 과제, 강북구 1개 과제, 2018

년 도봉구 5개 과제가 실시됨. 도봉구는 최근 5년간 누적 과제 수 5개로 가장 많이 

실시한 자치구로 나타남. 2019년 12월 31일 기준, 도봉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

운데 법령 및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 실적이 가장 높았음 

<표4>  서울시 자치구 계획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2015∼2019)

자치구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누적 과제 수

강남구 0 0 1 0 0 1

강동구 0 0 0 0 0 0

강북구 0 0 1 0 0 1

강서구 0 0 0 0 0 0

관악구 0 0 0 0 0 0

광진구 0 0 0 0 0 0

구로구 0 0 0 0 0 0

금천구 1 0 0 0 0 1

노원구 0 0 0 0 0 0

도봉구 0 1 1 3 0 5

동대문구 0 0 0 0 0 0

동작구 0 0 0 0 0 0

마포구 0 0 0 0 0 0

서대문구 0 0 0 0 0 0

서초구 0 0 0 0 0 0

성동구 0 0 0 0 0 0

성북구 0 0 0 0 0 0

 송파구 0 0 0 0 0 0

양천구 0 0 0 0 0 0

영등포구 0 0 0 0 0 0

 용산구 0 0 0 0 0 0

은평구 0 0 0 0 0 0

종로구 0 0 0 0 0 0

중구 0 0 0 0 0 0

중랑구 0 0 0 0 0 0

출처 : 성별영향평가시스템 (2019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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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는 <표5>와 같음.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과제 수는 23개이고, 도봉구 평균 과제 수는 

25개로 나타나 평균을 상회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평균 과제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 29개였고 이어 강동구 28개, 영등포구 27개 순이었음

<표5>  서울시 자치구 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2015∼2019)

자치구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과제 수

강남구 21 28 25 17 17 22

강동구 33 29 24 36 20 28

강북구 19 24 24 23 26 23

강서구 19 20 24 23 26 22

관악구 20 20 22 22 19 21

광진구 17 18 18 20 16 18

구로구 20 20 22 23 21 21

금천구 21 20 20 26 30 23

노원구 26 22 10 15 22 19

도봉구 21 26 27 25 24 25

동대문구 21 18 17 16 17 18

동작구 21 27 31 21 20 24

마포구 34 21 20 26 28 26

서대문구 25 26 27 25 23 25

서초구 21 21 27 31 15 23

성동구 22 24 22 24 21 23

성북구 26 15 29 21 26 23

 송파구 24 36 30 32 23 29

양천구 26 21 26 27 23 25

영등포구 21 30 28 38 20 27

 용산구 23 25 26 24 20 24

은평구 25 25 21 27 27 25

종로구 20 20 20 26 23 22

중구 16 22 20 24 19 20

중랑구 20 18 25 17 15 19

    출처 : 성별영향평가시스템 (2019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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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홍보사업

◦ 서울시 자치구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수는 2016년부터 2019

년까지 최근 4년간 총 31개였음. <표6>과 같이 도봉구는 2017년 1개 과제, 2019년 

9개 과제를 실시하여 총 10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 5개 과제, 서대문구 3개 과제, 은평구와 종로구가 각각 2개 과제, 강서구, 구로

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랑구 등 8개 자치구가 각각 1개 

과제를 실시하여 2019년 12월 말 기준, 도봉구는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음 

  <표6>  서울시 자치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2016∼2019)

자치구 / 연도 2016 2017 2018 2019 누적 과제 수 

강남구 0 0 0 0 0

강동구 0 0 0 0 0

강북구 0 0 0 0 0

강서구 0 0 1 0 1

관악구 0 0 0 0 0

광진구 0 0 0 0 0

구로구 0 1 0 0 1

금천구 0 0 0 0 0

노원구 0 0 0 0 0

도봉구 0 1 0 9 10

동대문구 1 0 0 0 1

동작구 0 0 1 0 1

마포구 0 1 0 0 1

서대문구 0 3 0 0 3

서초구 0 2 3 0 5

성동구 0 0 0 0 0

성북구 0 0 0 0 0

 송파구 0 0 0 0 0

양천구 0 0 0 1 1

영등포구 0 1 0 0 1

 용산구 0 0 0 0 0

은평구 2 0 0 0 2

종로구 0 0 2 0 2

중구 0 0 0 1 1

중랑구 0 1 0 0 1

출처 : 성별영향평가시스템 (2019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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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1)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개요

◦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국민 홍

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해 제작하는 홍보물의 이미지와 문구에  성역할 고정

관념이나 성차별 등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등장인물의 구성 시 남녀 비율, 연령 구성이 적

절한지 여부,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이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배

제되어 있는지 여부,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이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 폭력애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임

◦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주체와 역할은 여성가족부, 중앙 및 지역성

별영향평가센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지단체가 됨.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

를 실시하고 컨설팅을 활용하고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

을 수행함

        

주  체 역      할

여성가족부
양성평등한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지침) 보급, 모니터링 추진, 
성별영향평가 결과 대외 공표

중앙 및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전문가 자문단(컨설턴트) 구성･운영, 종합평가 수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실시, 컨설팅 활용,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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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과 같이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절차는 점검포인트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서와 홍보물 시안 파일 등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함. 온라인 홍

보물(웹진, 카드뉴스 등) 및 동영상 제작 시 홍보계획 또는 시나리오 등의 첨부가 필요

함.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사항 없음’, ‘개선사항 있

음’을 결정함. 이때 성별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나 자체 자문단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음.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는 

정부홍보사업 담당공무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인  GIA시

스템(http://gia.mogef.go.kr)에서 작성함

<표7>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절차

단 계 내  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침
배포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서식 
배포

 * 각 부서, 소속기관에 서식 배포
(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서식)

여성가족부 및
각 부처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
평가서 

작성･제출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 홍보물 시안은 30mb 이내만 업로드 가능 

(대용량의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메일 등으로 제출)

- 홍보물 시안 결정 전에 GIA시스템을 통해 점검
- 점검표에 따른 자체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사항 

포함

사업담당자

(→ 각 기관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사업담당자

(→ 각 기관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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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서식은 <표8>와 같음. 서식란은 홍보사업명과  

홍보 목적, 홍보 주제, 홍보 대상자(수혜자), 홍보계획(홍보물의 활용처 등),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항목으로 각각 구성됨. 평가항목은 총 5개로 ①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② 성차별적인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③ 폭력에 대한 왜

곡된 시각, ④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⑤ 성별 대표성 불균형으로 구성됨 

성별영향
평가서 검토

및
컨설팅 요청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① 개선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종료

실무담당자

*중앙성별영향평

가센터에 컨설팅 

요청

실무담당자

*지역성별영향평

가센터에 컨설팅 

요청

② 개선사항 있음 : 개선사항을 
사업담당자에게 통보

 ※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각 
성별센터에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사항 통보 

      

홍보 시안 용량 초과 시 유선 문의 후 
이메일 송부
 (중앙부처)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자체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결과
반영

사업담당자는 검토의견에 대한 ‘수용’, ‘불수용’ 
체크 후 종료

  사업담당자   사업담당자

     

반영 결과 
관리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 반영 여부 확인 
및 점검

여성가족부 및
각 부처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출처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홍보

사업명

유형
포스터(리플렛)        온라인홍보물(웹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동영상              기타(_______)

홍보

목적

(취지)

홍보

주제
  

홍보 

대상자

(수혜자)

홍보

계획
 ※ 홍보물의 활용처 등 홍보물 활용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 기입

소관

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

번호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점검결과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보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주역할)여성은 요리, 청소 등 가사와 육아 돌봄 역할을 하는  

집사람, 남성은 직업 활동과 경제적 부양자 등 바깥사람

 ‣ (직업)남성은 회사 중역 등 사회지도층, 여성은 비서나 보조적인 

직업

 ‣ (취미)여성은 쇼핑, 음악, 문학,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 (비용부담)여성은 혼수, 남성은 신혼집과 데이트 비용

 

➁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유약하고 순종적이고 얌전한 모습, 남성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고,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한 모습

 ‣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표현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

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원안 수정안

  ※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

분하여 작성

 컨설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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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서 (2020)

   

    

  




성

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

지상

주의

➀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거나 미망인, 출가외인,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

 ‣ 남성에 대해 남성은 울지 않는다, 남자가 그것도 못해?

➁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남성은 책임감 강하고 과중한 짐을 떠안으며 업무에 바쁜 존

재, 여성은 외모ㆍ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고 무책

임하고 의존적인 존재

 ‣ 여성은 항상 잘 몰라서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 역

할 

 ‣ 육아휴직 중인 남성이나 전업주부 남성을 무능력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으로 희화화 하여 표현

 ‣ 김치녀, 된장녀, 한남과 같은 표현

➂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
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쭉쭉빵빵 등, 뚱뚱한 몸을 희화화, 

또는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한 남성을 희화화 하는 표현

 ‣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면서 비현실적으로 잘생긴/예쁜 외모를 

강조하는 인물 등장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

정안 제시

원안 수정안

  ※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컨설팅 요청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➀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로 표현

➁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연인간의 폭행, 폭언을 사랑싸움이라고 

표현

 ‣ 억지로 잡아끌거나 벽에 밀치는 행동 등 강제적 행동을 애정의 

표현

➂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자가 밤늦게 집밖에 다녀서, 치마를 짧게 입어서, 야한 옷을 

입어서 폭력을 당했다고 표현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

정안 제시

원 안 수정안

  ※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컨설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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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고정

관념/

편견

➀ 가족구성원에 대해 특정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가족을 표현할 때 부모+아들+딸로 구성된 이미지를 표현

 

➁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엄마(아내)는 요리, 청소, 자상한 내조, 자녀 교육 담당자, 아빠

(남편)은 가족 생계 책임지는 가장, 애교 많은 딸, 듬직한 아들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

정안 제시

원안 수정안

  ※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컨설팅 요청


성별 

대표성 

불균형

➀ 여성/남성 또는 특정 연령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홍보대상자가 남녀노소임에도 젊은 남녀만 표현

 ‣ 돌봄 제공자, 상담 제공자, 판매 홍보에 여성을 주로 표현하고, 

스포츠, 게임 홍보에는 남성을 표현

 ‣ 일자리, 직장생활, 정치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 대해 홍보하면서 

남성만 또는 여성만 표현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

정안 제시

원안 수정안

  ※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컨설팅 요청

  시안첨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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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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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1) 2019년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 2019년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과제 목록은 <표9>와 같음. 

2019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총 9개 과제 중 개선의견은 2개 과제였음. 개선의견 

사례1 <구정소식지 <도봉뉴스> 10월호 제작발간> 과제는 구청 내부에서 컨설팅을 진

행했고, 개선의견2 <성인지 업무 미니 매뉴얼 제작> 과제 에 대한 컨설팅은 서울시여

성가족재단 서울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실시했음. 이 과제들에 대한 컨설팅 결과는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의견이었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은 해당부서에서 2개 과제를 모두 ‘수용’하여 수용률 100%로 나타남

<표9> 서울시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검토의견 과제 목록 (2019)

연번 과제명 검토의견일 검토의견

1 성인지 업무 미니 매뉴얼 제작 2019/11/22 완료(개선)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장설명회 2019/09/24 완료(원안)

3 구정소식지 <도봉뉴스> 10월호 제작발간 2019/09/19 완료(개선)

4 2019년 도봉구 일자리박람회 개최 2019/09/16 완료(원안)

5 결혼하기 좋은 도봉 부부, 부부 행복의 출발! 2019/09/11 완료(원안)

6 도담도담놀이터 행사 포스터 2019/09/06 완료(원안)

7 안심귀가스카우트 명함 2019/09/05 완료(원안)

8 서울끝축제(제3회 도봉청년축제) 홍보물 2019/08/19 완료(원안)

9 제1회 도봉구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추진 계획 2019/08/06 완료(원안)

출처 : 성별영향평가시스템(2019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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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 개선의견 사례 1 :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출처 : 성별영향평가시스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부홍보사업�성별영향평가�

홍보사업명 구정소식지 제작발간
유    형 ■포스터(리플렛) □온라인홍보물(웹진, 카드뉴스 등) □동영상 □교육자료 □기타( )

홍보주제 구정 주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알림사항 관련한 간행물 제작, 배포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서명 00과

담당자명 000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항목 개선필
요 해당부분 개선의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있음

□ 없음 

이
미
지

이
미
지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여성은  대부분 긴 머리에 치마를 입은 모습은 일종의 성별 

고정관념일 수 있음.  축제 프리마켓이나 직거래장터의 

운영자나 이용자를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으

로 표현 권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승합승용차 감축은행 마일리지 광고에 남성과 여성의 차

량 크기, 색깔 차이가 필요한지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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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견 사례 2 :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정부홍보사업�성별영향평가�전문가�검토의견

홍보사업명 성인지 업무 미니 매뉴얼 제작
유    형 ■포스터(리플렛) □온라인홍보물(웹진, 카드뉴스 등) □동영상 □교육자료 □기타( )

홍보주제 도봉구 공무원들을 위한 성주류화 조치 안내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서명 00과

담당자명 000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항목 개선필

요 해당부분 개선의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있음

□ 없음 

이
미
지

1. 

이
미
지

1. 등장하는 남성들이 모두 넥타이에 정장차림이라 
화이트컬러 노동자 이미지에 주로 편중되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음. 
-> 넥타이를 삭제하고 와이셔프과 자켓만 
표현하던지 옷차림을 보다 다양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정장만을 
착용하지는 않음. 

등장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긴머리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여성의 상의에 핑크색이 자칫 
‘여성=핑크’라는 성별고정관념을 연상시킬 수 
있음
-> 3명 여성 중 긴 머리 여성외에 짧은 머리 여성도 
배치하고, 여성의 옷 색깔에서 핑크색 외에 다른 
색깔로 수정하길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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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성별영향평가시스템 (2019년 12월 31일 기준)

2. 

3. 

4.

 

2. 위와 마찬가지로 남성은 넥타이 차림이고, 
여성은 핑크계열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어 
‘여성=치마’ 그리고 ‘여성=핑크’라는 
성별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음
-> 남성의 옷차림에서 넥타이를 빼고, 여성의 
옷차림을 바지로 하되, 옷색깔 역시 핑크색 외에 
다른 색깔로 수정하길 권장함. 
위와 동일한 사유로 남성의 옷차림에서 넥타이를 
삭제하길 권장함. 

3. 다른 캐릭터들은 별문제가 없으나 표시한 3명의 
인물에 대해서만 수정을 권장함.
앉아있는 2명의 여성이 모두 치마에 구두로 
보여지는 신발을 신고있는데 굳이 여성들이 치마를 
입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앞서 지적한 것과 
동일한 사유로 여성들의 옷차림을 바지로 수정하길 
권장함

오른쪽 하단의 함께 걷고있는 남녀의 옷차림에서 
여성은 핑크색 상의에 짧은 치마를 입고있고 
남성은 하늘색 상의를 입고 있는데 이 역시 여성은 
핑크, 남성은 블루라는 성별고정관념을 연상시킴. 
-> 여성도 남성처럼 긴바지 차림으로 수정하고 두 
사람의 상의 색깔을 서로 맞바꾸거나 핑크와 
블루를 제외한 다른 컬로로 변경하길 권장함 

4. 양복 소매를 연상시키는 그림 역시 화이트컬러 
노동자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그냥 옷소매로 
수정하길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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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 추진 시스템 구축 : 심층면접조사 결과

1)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등 기반 조성 필

요성, 즉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의 이미지와 문구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함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사업

과 정책을 시행하기 까지 외부로 보이는 것은 홍보물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를 들어 사업이 10단계까지 있다면 9단계까지 다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홍보물을 잘못 만들어내면 기관의 

명예나 신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걸러낸다면 

이 기관이 성차별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오명을 쓰지 않을 수 있지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

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1)

“아무리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고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를 안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설마 그러겠어 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빠져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공무원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개를 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갖추기도 어렵고 공무원들 협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례2)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정책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업이나 법령이나 계획 성별영향평가 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고 단촐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덜 힘들게 하면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단 한개도 성차별적인 홍보물이 빠져나가

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례1)

“제가 행정안전부에 근무할 때 정책홍보에 주력을 많이 하고 혁신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광고

하고 홍보의 차이는 광고는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맞춤형 홍보를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정책 홍보라는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든 사업이든 시행해도 주민들이 모르시면 즉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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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거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동력이나 주민들 지지가 없으면, 신뢰가치가 

없으면 동력이 안생기는거고요. 그런 점에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4)

<그림2> 서울시 돈의문박물관마을 공사현장 가림막 관련 자료

출처: 경향신문.(2017. 1.31) 기사 발췌

<그림3> 문화체욱관광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관련 자료

   출처 : 연합뉴스(2017.10.30.)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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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시스템 구축 방안

◦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시스템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젠더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 컨설팅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음. 면접참여자들은 한 명

의 젠더전문가 보다는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성불평등한 부분을 자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진술하고 

있음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해보면은 여러 자문위원들이 같이 하시는데 정말 보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달라

요. 누구는 이것을 보고 누구는 저것을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전문가들도 한명이 보면 놓쳤을 

부분을 여러 명이 보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기관도 어떤 부서에게 수정하라고 할 때 굉장히 반

감들이 많은데 그럴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근거가 되죠... 그것이 자문하시는 분들의 역할인 거잖아요. 시

민이자 전문가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시스템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2)

“전에 00예산 담당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과에서 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온 자료가 여

성들이 치마 입었던 부분을 다 바지로 바꾸는 것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전

체적으로 큰 그림도 봐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3)

“자문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셔야 해요... 자문단을 구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이 문제죠...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지 오래되어서 훈련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문에 대한 

수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도봉구가 자문위

원회를 구성하고 먼저 워크숍을 진행해서 자문단에게 여러분들이 하실 역할이 이것이고, 상황에 따라 과부

하가 될 수도 있고, 시간 재촉을 할 수 있다, 분량은 이 정도이다 등을 워크숍을 하셔서 예측을 할 수 있

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훈련된 분들이라서 한번 정도만 하면 그 다음부터 서면으로 빨리 요청해도 

가능할거예요” (사례1)

◦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수립 시 홍보물의 유형을 제시하고 예

산 규모나 발행 부수, 시행 시기 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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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은 홍보물의 유형을 포스터(리플렛), 온라인 홍보물

(웹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기타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아래 사례2와 사

례8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웹사이트와 홈페이지 같은 홍보물의 유형과 범위 및 

일정한 예산 규모나 부수의 기준 수립 등 실무적인 제안들이 논의되었음 

“어떤 홍보물은 책자여서 정기간행물로 제작할 때 30개만 만들거든요. 적게 만드니까 비싸요. 어떤 홍보지

는 한 장짜리로 만 장을 들어도 50만원이 안되잖아요. 금액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게 더 

문제인거니까 부수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1000부, 500부, 100부 이상 등으로 제한을 해

서 하고. 모든 홍보물이 아니고 일반 대중에게 뿌려지는 홍보물로 정한다고 하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잡

을 수 있고요“ (사례8)

“00시는 시스템에 빠져 있는 것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온라인인 경우예요. 그것도 넣어야한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 홈페이지 등이요. 어떤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이어서 그런 것인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500만원이 안된다고 해도 우리 00시 홍보매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해야 해요.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하지만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 빠져 나가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죠” (사례2)

“도봉구가 어떤 종류를 어느 분량으로 내고 있는지 파악해봐서 올해 당장 첫 해에는 어느 범위까지 홍보

물로 평가 대상으로 넣을지 정해서 올해부터 다 넣을 것인지 올해는 처음이니까 몇 가지만 하고 내년에 

확장시킨다던가...홍보 평가대상 범위를 홍보물의 유형을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1) 

“00시가 2016년 8월부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시작을 했는데 이미 빠져 나갈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많았아요. 그 구멍들을 계속 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작비가 500만원 미만이

면 대상이 아니라던가, 급하면 안해도 되는거에요. 대부분 열심히 하시지만 홍보를 제일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 급하다 라고 패스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돈의문박물관마을 공사장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벽에

다 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물이라고 생각을 안했던거예요. 그래서 홍보물은 성별영향평가를 안받았고...홍보

물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맞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사례2).

◦ 또한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기반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미 있는 평가항목을 활용해서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려고 하면 공무원분들 협조가 필요하고요...또 홍보

물을 제작하는 업체들을 결국 핸들링 하는 것도 공무원이시잖아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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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저희가 몇 년 동안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관련 연구를 진행해서 성차별 등 잘못된 사례, 잘 바꾼 사례들

의 자료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

로 다른 교육 보다 재미있어 하세요,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1)

3) 활용 및 기대효과

◦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인식을 사전에 

점검하여 정부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사례3은 

대상을 확대하여 대중매체의 콘텐츠나 광고의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그래서 사업 추진절차 안에 예를 들어 홍보물이 나가고 나서 뭔가 사후에 평가를 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

터 맥락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좀 평가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미디어를 많이 보

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귀에 걸리는 말들이...어디 나갔다오면 엄마의 집밥이 생각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집밥이란게 이게 좀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집밥이라는 개념을 꼭 엄마가 해야만 따스한 정이 느껴

지고 굉장히 좋다 라는 이미지를 알게 모르게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하면서 여성은 계속 밥을 만드는 존재

로만 인식시키는...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홍보물에 있어서도 물론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해소가 되어야겠지만 

실제로 미디어 즉 연속극이든 광고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

례3)

◦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동영상 제작이나 책자 등 예산이 많

이 소요되는 홍보물은 기획단계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또한 자문회의 위원 구성 시 남성도 참여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홍보사업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동영상이라든지 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미 다 찍었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 영상을 평가를 한다거나 책자 같은 경우에는 기획단계에서 실

시해야지 바꾸라고 해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이 시스템도 여러 홍보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에 개입을 할 것인지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해놔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남성시

민들도 성평등 의식을 성장 시키고.. 남성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에 남성위원들을 조금 더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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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홍보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주요 홍보물은 대부분 외주업체에 위탁을 

주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위탁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사례1의 진술

처럼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활용하여 위탁업체 계약서에 성평등 관련한 준수사항을 

명시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관련 산하기관 배포용 점검표」

를 배부하여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외주홍보업체에 홍보물 제작을 의뢰할 때 어떻게 외주업체가 성차별적이지 않고 성평등하게 홍보물을 제

작하게 할 것인가 대해서.. 여러 기초 지자체에서도 제작업체와 계약 시 50만원든 100만원이든 계약서에 

평가항목들을 참고해서... 예를 들면 홍보물은 성평등하게 제작되어야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한 줄 쓰고 , 

성차별 사례들을 보여주고 교육하는 사례는 제법 있어요. 경기도 시 단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했다 이런 사례도 좀 있고요. 지금 도봉구는 다른 지자체들의 최근 몇 년간 노하우들을 

최대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참고하셔서 하면 좋겠어요.” (사례1)

◦ 사례7은 자치구의 정기간행물을 대한 다른 분야의 컨설팅 경험을 예시로 들면서 홍

보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계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실무 쪽으로는 제가 00간행물을 제작하였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맞춤법을 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많

이 읽거든요. 맞춤법이라도 잘못되고 그러면 파급효과가 크니까 그런 영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에 많

이 쫓겨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많은 효과를,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200%, 300%까지 못 본거 같아요.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면 체계를 굉장히 간소화하고 그래

야지만 적극적으로 할거 같아요. 번거롭게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체계를 조금 더 많이 줄여주

시면 그래도 많이 반영을 할 것 같아요.” (사례7)



03 자치단체 사례분석 

1_서울시 (광역) 

2_인천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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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치단체 사례분석

1 . 서울시 (광역)

◦ 서울시는 2016년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존 디자인 심의 절차에 성별영

향평가과정을 추가하였음. 서울시의 기존 디자인 심의 절차에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단계를 추가한 경우임. 먼저 홍보물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을 심의한 후에 업체계약 및 시안제작을 거쳐 디자인 (영상물)심의 요구서 작성 시 성

별영향평가과정을 추가하는 절차를 수립함

◦ 다음의 <그림4>와 같이 디자인(영상물)심의요구서 작성 시 성별영향평가 과정을 추가

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추진 기반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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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서울시 디자인 심의 절차와 성별영향평가

 출처 : 서울시 여성정책실 내부 자료(2016) 재구성

  

◦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

로 실시되었음. 서울시는 2016년부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외

부자문단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그 추진 절차는 <그림5>와 같음. 특히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개선의견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

기적으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제고한 부분임. 

2019년 현재, 서울시 홍보물 자문회의 컨설팅 과제는 지출규모 500만원 이상의 사업

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총 18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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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2016)

◦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는 2019년 총 339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이 실시되었으

며 그 중 169개 과제가 원안동의(개선사항 없음), 174개 과제가 개선의견으로 나타

남. 또한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은 수용이 72%, 불수용이 17.5%로 나타남

◦ 서울시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을 활

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컨설팅자문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타 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음

 출처 : 서울시 여성정책실 내부 자료(201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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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사례

<그림6>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사례1

◦ <그림6>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이전에는 여성 민생사법경찰관의 제복이 몸매

를 불필요하게 드러내었던 부분이 컨설팅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 이후에는 여성 

민생사법경찰관의 제복을 변경한 사례로 소개됨

자료 : 서울시 홍보물 성평등 사례집 「홍보물에 성평등을 더하다Ⅱ」(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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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사례2

자료 : 서울시 홍보물 성평등 사례집 「홍보물에 성평등을 더하다Ⅱ」(2018) 

 

◦ <그림7>은 성별영향평가 이전(왼쪽 그림)에는 유아차를 미는 사람을 여성으로 표현함

으로써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였

음, 또한 따릉이(서울시 공유자전거)를 끌고 가는 여성의 복장을 자전거 타기에 적합

하지 않은 모슴으로 묘사하여 불필요하게 외모를 강조한 부분을 컨설팅을 통하여 성

별영향평가 이후(오른쪽그림)에는 유아차를 미는 사람을 남성으로 변경하고, 따릉이

를 끌고 가는 여성의 옷을 자전거 타기에 적합한 활동적인 복장으로 변경함한 것을 

소개함 



03 자치단체 사례분석 39

 <그림8>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사례 3

◦ <그림8>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전에는 남아의 키와 체격을 항상 여아보다 크게 표현

하였음. 아동기에는 남아와 여아의 신장차이가 거의 없으며, 성인의 경우에도 평균보

다 크거나 작은 남성과 여성이 존재함에 따라 몸집을 비슷하게 표현할 것을 컨설팅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이후에는 여아의 키와 체격을 남아보다 크게 표현하여 성별 고

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하고 있음

자료: 서울시 홍보물 성평등 사례집 「홍보물에 성평등을 더하다Ⅱ」(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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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천시 (기초) 

<그림9> 인천시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2019)

   

◦ 2019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는 총 1,007

개 과제였음. <그림9>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인천시가 총 385개 과제, 38.2%로 

가장 높은 실시율을 보였음. 특히  주목할 점은 인천시 기초 자치단체 중 동구가 127

개, 부평구가 87개로 총 214개 과제를 실시하여 인천시 전 군구 중 55.6%의 실시율

을 보였음. 조사 결과, 동구와 부평구는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를 별도

로 수립하여 전 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출처 :성별영향평가시스템(2019.12.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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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부평구 

<그림10> 인천시 부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2018)

자료 : 인천시 부평구 여성가족과 내부자료(2018) 재구성

◦ <그림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천시 부평구는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의뢰 시, 전 부

서와 동 단위애서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지출품의 서류를 지출담당자에게 제출 함. 이때 반드시 성별영향평가서를 첨부하

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음. 인천시 부평구의 재무과 지출담당자 및 동 회계담당자는 홍

보물 지출 품의서류를 확인하여 성별영향평가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첨부 

시 여성가족과를 경유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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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사례 

◦ 인천시 부평구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사례는 2019년 제작된 도시재생

대학 수강생 모집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임. 이 홍보물은 제작과정에서 담당자가 성별

영향평가 결과인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려는 과정을 잘 보여주

고 있는 사례임. 이 사례는 시안을 급히 제작업체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카드뉴스 

제작을 담당한 공무원과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수차례 수

정작업을 거쳐 완성한 홍보물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그림11>은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전과 후 사례를 보여주

고 있음. 이 사례는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평가항목 중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인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성별 대표성 불균형’에 해당하며 

특히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잘못된 예시

로서 ’여성은 항상 잘 몰라서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함. 홍보물은 등장인물의 남녀 비율, 연령 구성 등을 확인

하고 점검해야 함

<그림11> 인천시 부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사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이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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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시 동구

◦ 인천시 동구는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를 인천시 군구 중 최초로 수립

하였음. 그 대상은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정부홍보사업의 결과물인 포스터, 브

로셔, 정기간행물, 공공시설에 부착하는 홍보인쇄물 등 인쇄홍보물과 동영상, 웹사이

트, UCC 공모작 등 온라인 홍보물임. 인천시 동구에서 50만원 이상 예산으로 제작하

는 모든 온오프 홍보물은 홍보물 시안 결정 전에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시스템)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 <그림12>와 같이 재무과에 홍보물 계약

의뢰 또는 지출 요청 시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함. 적용기관은 인천시 동

자료 : 인천시 부평구 내부자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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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실, 과, 소, 동이 해당됨

<그림12> 인천시 동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시행 공문

    자료 : 인천시 동구 주민복지과 내부자료 재구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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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사례

□ 행정안전부 정부홍보사업 사례

자료 : 재난대응한국훈련 2017년포스터(좌), 2018년 포스터(우)

◦ 위의 자료는 2017년과 2018년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포스터임. 

2017년 포스터는 재난안전 주체의 성별을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었음. 해당 포스터는 

여성을 안전의 주체로 재현할 것과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였음. 2017년 과 같은 주제의 2018 포스터는 군인과 경찰, 의

사에 여성을 구성하여 직업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과 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 

평가항목에 보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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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홍보사업 사례 (2018)

환경부
2018.
6.29

하루 일상 속 
환경정책 ①, 
전업주부겸 

웹툰작가의 하루

⚪환경부가 일상 속 환경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인포그래픽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전복시킨 남성주부 이미지를 등
장시키고 있음. 많은 정부기관의 홍보
물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반영한 이미지
를 부주의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성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는 역
전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를 위해 의미 있는 기획
이라 할 수 있음. 

 페이스북, 
http://www.me.go.kr/h
ome/file/readDownload
File.do?fileId=147218&fi

leSeq=1&openYn=Y 
(2018.8.30. 검색)

자료 : 김둘순 외(2018).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검토 지원』.

http://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47218&fileSeq=1&openYn=Y


04 연구 결론 및 정책 제언  

1_연구 결론 

2_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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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 결론 및 정책 제언

1 . 연구 결론

◦ 이 연구는 도봉구의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안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정부

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및 컨설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 방안

을 검토하였음.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

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임 

◦ 성 주류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을 들 수 있음.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

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함 

◦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2016년

부터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도봉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별영향평가시스템(2019.12.31. 기준)으

로 법령, 계획,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으나 타 지역의 자치단체에 비해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도봉구

는 구정 전반에 성 주류화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등 실행도구들을 보

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 도봉구의 정부홍보사업은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소통과 교육

의 매개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대국민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구정 홍보물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구정 철학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지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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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대국민홍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제작하는 홍보물 유형들 즉, 포스터나 리플렛, 웹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온라인 홍보물, 동영상, 정기간행물 등에 대해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요소

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임

◦ 도봉구는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전 부서에 시행하여 홍보물 유형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 홍보물의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인지 관점의 컨설팅 등 젠더전문가의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추진 절차를 수립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성 주류

화 정책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자치구로서의 위상과 구민의 성 주류화 정책 체감도

를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는 분기별로 구청장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

고하여 정책의 책무성을 강화함. 또한 젠더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구민, 의원, 등으

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인 젠더거버넌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성 주류화 정책의 실효성

을 제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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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 제언

1)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관련 담당자 교육 및 정책 개선사례 자료 제작

◦ 도봉구 젠더전문관 또는 성별영향평가 전문강사가 지출관련 업무 담당자 및 홍보물 

제작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함. 교육은 평가

지표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교육을 통하여 성인지감수성을 강화하고, 새올시스템에 

링크된 성별영향평가시스템 가입 및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시

스템)접근권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구성함

<그림13>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 자료 :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발간 자료 : 좌(2016), 우(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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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부서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위탁업체와 계약체결 시 반드시 [부록]의 「홍보물 양성

평등한지 점검해봐요!」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관련 산하기관 배포용 점검표를 

배부하여 제작 시 반영하게 하고, 제작부서 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함.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한 홍보물 중 개선의견을 반영한 과제는 매년 도봉구 정부홍

보사업 성평등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

함. 서울시에서 발간한 <그림13> 「홍보물에 성평등을 더하다Ⅰ,Ⅱ」와 같은 도봉구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집을 제작하여 보급함 

  

2)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자문단’ 및 ‘도봉구 성인지 모니터링단’ 운영

◦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자문단(안)’은 도봉구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

무원, 젠더전문관 및 민간에서 위촉한 5~6명의 젠더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함. 

자문단은 수시로 접수되는 서면 컨설팅을 담당하고, 매월 1회 자문단 회의에 참

여하여 개선의견 반영 여부 등 컨설팅에 대한 반영결과를 점검하고 컨설팅 내용

을 평가함 

◦ ‘도봉구 성인지 모니터링단(안)’을 구성하여 운영함. 도봉구는 매년 크고 작은 지

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공모를 통해 구성된 구민 모니터링단은 축제에 직접 참여하

여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과 배너 등 홍보물과 문화 콘텐츠 등을 성인지 관점으로 모

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함. 참고로 서울시가 2017년 돈의문박물관마을 공사현장 가

림막 논란 이후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시 성평등 시민 모니터링단’을 한시적으로 운영

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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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서울시 홍보물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 모집 포스터(2017) 

 

◦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자문단’ 및 ‘도봉구 성인지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수립이 필요함

3) 도봉구 계약 의뢰 및 지출품의 서류에 붙임 필수 : 구청장 방침에 따라 전 부서 시행

◦ 정부홍보사업 계약 의뢰 및 지출 품의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성별영향평가서를 제

출하도록 함. 그 시행 근거는 구청장의 방침 또는 지시사항에 따라 도봉구 전 부서에 

실시하며 지출 규모와 발행 부수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함. 참고로 서울시는 

5백만원 이상, 인천시 동구는 50만원, 인천시 부평구는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제작하

는 모든 정부홍보물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전 부서 시행에 따라 우수 부서는 BSC(성과관리)에 반영

하거나, 인센티브 또는 마일리지 등으로 포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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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행 점검 및 성별영향평가 절차 완료 마크 부착

◦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도봉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함

◦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로서 부서별 UN지속가능발전목표(SGDs)와 연계한 5번 

성평등(Gender Equality) 엠블럼(emblem)을 성별영향평가 완료 홍보물에 부착

하여 도봉구가 성평등 목표를 지향함을 명시함. 또는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

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한 제작물임을 표시하는 마크를 제작하여 표시함 

도봉 
GIA

    * 도봉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완료 마크 예시: (좌) ‘SDGs 5번 ’, (우) ‘도봉지아(GIA)’(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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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관련 산하기관 배포용 점검표

홍보물 양성평등한지 점검해봐요!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점검결과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보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주역할)여성은 요리, 청소 등 가사와 육아 돌봄 역할을 하는  

집사람, 남성은 직업 활동과 경제적 부양자 등 바깥사람

 ‣ (직업)남성은 회사 중역 등 사회지도층, 여성은 비서나 보조적인 직

업

 ‣ (취미)여성은 쇼핑, 음악, 문학,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 (비용부담)여성은 혼수, 남성은 신혼집과 데이트 비용

➁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유약하고 순종적이고 얌전한 모습, 남성은 눈물을 보

여서는 안 되고,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한 모습

 ‣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표현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추진

 컨설팅 요청

성차별적

표현/비하/

외모지상주의

➀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거나 미망인, 출가외인,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

 ‣ 남성에 대해 남성은 울지 않는다, 남자가 그것도 못해?

➁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추진

 컨설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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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예시]
 ‣ 남성은 책임감 강하고 과중한 짐을 떠안으며 업무에 바쁜 존재, 

여성은 외모ㆍ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고 무책임하

고 의존적인 존재

 ‣ 여성은 항상 잘 몰라서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 역할 

 ‣ 육아휴직 중인 남성이나 전업주부 남성을 무능력한, 사회적 지위

를 갖지 못한 남성으로 희화화 하며 표현

 ‣ 김치녀, 된장녀, 한남과 같은 표현

➂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

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쭉쭉빵빵 등, 뚱뚱한 몸을 희화화, 또는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한 남성을 희화화 하는 표현

 ‣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면서 비현실적으로 잘생긴/예쁜 외모를 

강조하는 인물 등장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➀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로 표현

➁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

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연인간의 폭행, 폭언을 사랑싸움이라고 

표현

 ‣ 억지로 잡아끌거나 벽에 밀치는 행동 등 강제적 행동을 애정의 표현

➂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자가 밤늦게 집밖에 다녀서, 치마를 짧게 입어서, 야한 옷을 입어서 

폭력을 당했다고 표현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추진

 컨설팅 요청

가족에 대한 고정 

관념/편견

➀ 가족구성원에 대해 특정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가족을 표현할 때 부모+아들+딸로 구성된 이미지를 표현

➁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고 있는가?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추진

 컨설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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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예시]
 ‣ 엄마(아내)는 요리, 청소, 자상한 내조, 자녀 교육 담당자, 아빠(남편)은 

가족 생계 책임지는 가장, 애교 많은 딸, 듬직한 아들  

성별 대표성 

불균형

➀ 여성/남성 또는 특정 연령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가? 

[잘못된 예시]
 ‣ 홍보대상자가 남녀노소임에도 젊은 남녀만 표현

 ‣ 돌봄 제공자, 상담 제공자, 판매 홍보에 여성을 주로 표현하고, 스포츠, 

게임 홍보에는 남성을 표현

 ‣ 일자리, 직장생활, 정치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 대해 홍보하면서 남성만 

또는 여성만 표현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추진

 컨설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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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Dobong-gu Gender Mainstreaming Policy Action Plan Ⅰ

  : Focused on Gender Impact Assessment for Government Publicity Materials

Hyun-Ji Jeong · Nack-Jun Kim · Sang Keun Ryu · Eunha Lee · Daeho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ffective operation system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n effective operation system for improving gender sensitivity and promoting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throughout Dobong-gu through best practices of the government publicity 

materials and Gender Impact Assessment operation system. Since 2012,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Gender Impact Assessment, a tool to implement 

Gender Mainstreaming, as a specific strategy for realizing gender equality based o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ct, on target policies such as laws, plans, and projects.

Starting in 2016, Gender Impact Assessments should be conducted on printed and video publicity 

materials, produced and distributed for public administration to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gional governments. Government publicity materials are expanding to various 

types such as online publicity materials such as posters (leaflets), webzines, and card news, 

videos, and periodicals, etc.

Government publicity materials are mediators such as delivering policy messages and collecting 

reac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forming relationships, increasing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have support for policies, positive public opinion, and 

educational eff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eck and prevent in advance so as not to 

strengthen the traditional gender role stereotype, gender discrimina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pecified i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Guideline 

to expand the applied institutions to basic self-governing organizations, and reflect them in the 

evaluation factors of Gender Mainstreaming.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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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ong-gu Four-Year Plan (2019-2022) As the policy direction of the sympathetic city of 

generations, the goal is to “make women safe and happy, women-friendly policies”. If 

Dobong-gu is the first autonomous district in Seoul to research and develop Gender Impact 

Assessment Operation System and Support Linkage Plan to strengthen the Gender Mainstreaming 

policy, it will improve citizens' gender equality policy satisfaction and experience.

Therefore, this study could work as a mechanis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obong-gu 

Gender Mainstreaming policy, as well as to increase the level of gender sensitivity of all civil 

servants in Dobong-gu, which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Dobong-gu Gender 

Mainstream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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