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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년대 가족법 개정 운동에서1980

보여준 이태영의 리더십

응웬티응억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 많은 여성 리더가 등장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리더십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성.

리더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아직 남녀평등의 사회에 도달했다고는

보기 힘든데 따라서 새로이 제기된 여성주의의 가치에 의하고 이를 넓,

게 공유하는 여성주의 리더십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리더십‘ ’ .

연구는 주로 비즈니즈나 정치 교육 공무원 등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 ,

로 이루어져 있으나 진정한 여성주의 리더십은 여성운동가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년대 가족법 개정. 1980

운동의 선두자인 이태영 의 리더십을 연구하였다 비록 년(1914-1998) . 1948

건국 헌법 제정에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갔으나 하급 법률 조

항은 이를 위반하였고 민법에 가족관계에 대한 법률 조항들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태영은 여성단체들과 함께 가족법 개정.

운동을 시작하였고 년에 대폭적 지지를 받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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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년부터 년까지 가족법 개정운동. 1984 1992

을 위한 여성 연합회의 회장을 지낸 이태영의 리더십을 분석함으로써 여

성주의 리더십의 모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년대 이태영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리더십에1980 ,

대한 이론 남성리더십과 여성 리더십 비교 연구 여성주의 리더십 등을, ,

토대로 이태영의 리더십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는 이태영의.

자서전 이태영과 가족법 개정 운동에 대한 서적 논문과 년대 기사, , 1980

들을 참고하였다.

이태영의 리더십은 여성주의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여성주의 리더십은 여성 주의적 비전과 변혁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 ,

십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태영은 어렸을 때부터 남녀평등 의식을 가.

지고 있었으며 여러 사회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의식을 발달시켰다 이태.

영의 국내외 사회 네트워크는 광범위하였고 자신의 카리스마를 발휘해,

여성 단체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였으며 언제나 윤리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야당 의원의 부인이었으므로 가족법 개정 운동의 지도자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가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 민주화 운동이 거세었던, 1984

년부터 정식으로 개정 운동 조직의 대표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이태영의.

지휘 아래 가족법 개정 운동은 다양한 전략으로 전국에서 진행되었다.

이태영은 또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

히 남편인 정일형의 외조와 지인의 도움으로 무리 없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 이태영의 리더십은 가족법 개정운동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

으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가 남긴 업적과 리더십은 호주제,

폐지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이태영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변혁적이고 모범을 보여주는 윤리

적인 리더십을 실현하였다 이는 새롭게 제기된 여성주의 리더십의 한.

사례로서 여성주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연구와 교육에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태영의 사례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가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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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적 환경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여성주의의 비전과 자신 가치 확

인이 필수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이태영 여성주의 리더십 가족법 호주제 여성운동: , , , , ,

학 번 : 2013-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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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문제의식1

협력이 중요한 현재 사회 내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활동을 조직 안에

서 진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팀워크와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

가하고 있다 조직의 효과적인 활동에는 리더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리더십과 리더십 교육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리더십은 조직.

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리더십에 대한 연구 출판 교육 활, ,

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은 리더와 리더십의 언.

급에 있어 대부분 남성적 이미지의 리더십에 대해서만 거론해 왔다 이.

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세기에 들어와서 여성의 지위에 큰 변화가 찾아왔고 세계. 20

곳곳에서 여성 리더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여성 리더.

십에 대한 검증 연구가 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년 한국에서는1970 . 2012 처

음으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이는 남성 중심적이고 남녀 불평등이.

심하다는 편견이 상주해 있던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여성 리더와 여성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한층 열기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 리더십에 관한 지식의 필요함이 증가하였다. .

여성 리더 수의 증가에 따라 여성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양적 및 질

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년대부터 연구자들은 본격적으로 남성과 여. 1970

성 지도자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남성 리더십과 여성 리더.

십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공존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남성과 여성.

리더 모두 승진을 추구하며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동시에 비전적인 자세

를 취한다는 것이다 한편 여성과 남성 리(Ibarra, H., O. Obodaru. 2009).

더의 차이점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리더는 남성보다 더,

욱 변혁적인 리더십과 더 큰 보상적 행위를 보여주며 예외적 관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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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이 비해 적으며 보다 덜한 자유방임 주의적 행동을 보여준다,

여성은 본질적으(Vinkenburg, Engen, Eagly, Johannesen-Schmidt; 2011).

로 사회 정적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기에 남성보다 변혁적 리더십을 행

사하는데 유리하다 기존 리더십 유형(Bass, B. M., & Riggio, R. E. 2006).

연구에서는 여성 리더가 남성 리더에 비해 민주적 유형과 변혁적 유형을

더 많이 활용한다고 밝혔다 와(Eagly, Johannesen-Schmidt Van Engen,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권위적인 리더십보다 민주적인 리더십이2003).

더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현대 사회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효

과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적 리더십은 기존에 상주해 있던.

남성적 형태의 리더십에 비해 현재 사회에 더 알맞은 리더십의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주의 가치를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여성 운동가들의 리

더십을 새로운 영역인 여성주의 리더십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리더는 늘어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국가 중에서. OECD

낮은 남녀평등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

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성주의 리더십이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

한 이론 연구는 년대부터 시작 아직 리더십 연구에 있어 새로운 연2000 ,

구 영역이다.

리더십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의 리더십 연,

구는 비즈니스나 정치적인 리더십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운동가의 리더십

을 다루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정치적 또는 비즈니스적.

인 리더들이 자신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영

향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에 관한 예로,

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지도자인 미국 정치인이며 전국무부 장관이

었던 힐러리 클린턴과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로 남녀불평등 사회인 방글라데시에서도 여성 총리 한시니 총리 를 배( )

출한 사례가 있다 한국 여성들 또한 정치 영역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리더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 수도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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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성 운동가들은 현재의 국내 남녀평등 수준을 위.

해 높은 기여를 발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은 권력이 아닌 타인에게. ,

미치는 영향력으로 사회의 성 평등 인식과 사회적 기반을 변화시키고 사

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여성 운,

동가의 리더십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여성 운동가의.

리더십과 여성주의 리더십을 연구하기 위해 여성운동가인 이태영의 사례

를 선택하였다.

한국 여성 운동가의 리더십의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에

서의 여성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 파악하며 이를 한국과 베트남의 리더,

십 교육에 응용하는 데에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베트남과 한국의 공통.

점 중 하나는 유교 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으로 가부장적 요소가 아직 많

이 남아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

은 내외이지만 정계에서의 여성 리더의 비율은 단지 내외를80% , 20%

밑돈다(World Bank. 2011) 이를 통해 베트남이 남녀평등을 외치는 사회.

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직도 남녀불평등 요소들로 인해 사,

회 진출과 승진에 대한 장벽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리더십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

해지는 추세에 있다 베트남이 남녀평등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 ,

가의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많은 여성 운동가의 양성이 중요할 것으

로 보여 진다 베트남 여성과 한국 여성 모두 직장과 가정에 이중 책임.

을 부담하는 현 상황에 대해 한국의 성공적인 여성 리더 사례를 통해서

이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선택된 여성운동 사례는 이태영이다 그녀는 년부터. 1952

헌법과 민법의 가족관계에 대한 조항을 성이 평등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반평생인 년 동안 노력하였으며 년부터 전국적으로 큰 규모40 1987

를 가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연합회 의 회장 을 맡았다 이태< > (1914~1918) .

영의 사례를 선택한 이유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그녀가 여성주.

의 비전을 일관성 있게 가지는 여성 리더였다는 점이 있으며 둘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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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사회활동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 리더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으로 그녀가 윤리성을 가진 리더였기 때문이다.

년대 가족법 개정 운동을 위한 여성연합회 의 회장을 역임했던1980 < >

이태영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그녀의 리더십을 분석해 보았다 가족법.

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가족법이라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다 양현“ (

아 라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언급된 가족법은 가족 관. 2011: 23).” .

계에 대해 다루는 헌법 민법의 조항과 기타 법률을 의미한다 본 연구, .

에서는 이태영을 리더로 삼고 여성연합회에 참가한 모든 이들을 그녀의

추종자라고 지칭한다 이태영의 특성과 행동 연합회 구성원과 상호 작. ,

용의 과정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 다른 조직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며, ,

그녀가 성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가족법 개정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고무하였는지 논의해 볼 것이다 또한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보수 세력.

의 전국적인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족법 개정 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은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뿐 아니라 그녀가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의 소장으로서 또한 가족법 개정을 위한 협회 회장으,

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성원들과 어떠한 비전,

과 계획을 공유했는지 대해서도 다루어 볼 것이다 이태영의 활동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운동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지식이나,

운동 능력 리더 자신의 품행 추종자들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의 효율, ,

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이며 대립 세력이 강할 때를 대비한 위기관리 능,

력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동한다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태영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과 함께 외적 사회적 자원을 잘 이용한 예시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제 절 기존 연구 검토2

이태영은 변호사로서 여성운동가로서 그리고 정치가 교육가로서 많은, ,

업적을 남겼고 그녀의 영향과 공헌을 언급하는 서적과 논문들은 다양하게



- 5 -

출시되어 왔다 이러한. 저서나 신문에서는 주로 법률 영역에서 바라본 여

성 운동의 리더와 변호사로서의 이태영의 인생에 대해서 서술하거나 그

녀가 남긴 법률 사상과 연구를 평가해왔다 이의 대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한국의 어머니 이태영 허도산 에서는 이태영의 자서전을 참, ( 1999)「 」

고 그녀의 인생관과 국가관 경제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애 이야기, ,

를 기록하였고 법 부조 사업과 가족법 개정운동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서술하였다 호주제 폐지 여성인권 이태영 변호사가 남긴 유산. , ,「 」

에서 양현아는 가족법 개정 운동의 과정을 요약하였으며 현 사회(2006) ,

에서 호주제 폐지의 중요성과 그 것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였다 그리.

고 특히 이 운동의 선구자인 이태영의 여성주의를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여성 운동가의 여성 주의라고 기술하였다 한국의 법률가 최종. (「 」

고 는 한국의 대표적인 법조인을 소개하는 서적으로 이태영의 삶2007)

이야기를 기록하였고 그녀의 법사상과 사회학 종교와의 연관성을 밝혔, ,

으며 가족법 개정운동을 총괄적으로 다루었다 하희정 은 이태영의. (2012)

자서전과 신문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이태영이 갖고 있던 고민과 이에 대

한 대처 방식을 분석하였다 앞에 살펴본 저서와 논문들은 이태영이 리.

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나 여성운동가로

서의 리더십을 리더십 이론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그녀가 활동한 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40

않기 때문에 이태영의 운동 지속 가능성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하는 의

문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태영이 별세한 후 그녀의 업적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많은 추모 글

과 추모집이 발행되었다 가정상담 년 월 호와 년 월. 1998 12 1999 12『 』

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의 사랑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다 시대를, (2014) -『

앞서간 선구자 이태영 등과 같은 추모집이 존재하며 이들은 추모집이, ,』

라는 특수한 형태로 인해 업적과 성품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

어 객관적인 평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추모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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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녀의 네트워크나 생애의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 그 가치,

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이태영이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

해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법 개정운동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

다 가족법 개정 운동 년사 이태영 와 가족법 개정 운동. 37 ( , 1992)『 』 『

년사 이화분 에서는 가족법 개정운동의 전체 역사를 구체적으60 ( , 2009)』

로 또한 시기별로 역사 사회적 배경에 따라 기록하였다 이태영의 역할.

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서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가. 『

정법률상담소 년사 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년사 에서는 가족법30 50』 『 』

개정운동에 참여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계몽 활동과 소장인 이태영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

구 김엘림 에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법학을 재검토 하( , 1991) “ ”』

고 가족법 개정운동이 여성과 보수 세력의 대결에서 여성만의 지위 향“

상을 위한다는 의식을 재검토 한다고 서술하며 가족법 개정 운동을 평”

가하였다 이소연 은 석사 학위 논문에서 가족법 개정 운동에 참여. (2000)

한 한국 여성 단체 연합의 모든 운동의 활동 프레임을 연구하였으며 가

족법 개정 운동에서 여성 연합의 역할을 밝혔다 한국 여성 연합회의 위.

원으로 가족법 개정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한명숙은 자서전에서(2010,

한국 여성 단체 연합 법 개정 특별 위원회의 활동을 간략하p.140-145)

게 소개하며 가족법 개정 운동의 성공에서 여성 연합의 역할을 강조했

다 한국의 가족법을 여성 법학의 시각으로 연구하는. 『한국 가족법 읽

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 , 양현아 는 가족법 개정( , 2011)』

운동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재조명하고 운동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가족

법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앞서 서술한 가족법 개정운동에 대. ,

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법 개정의 전개와 활동 그리고 이태영의,

역할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여성 단체 연합의 참여 역할을 다.

루는 자료를 통해 가족법 개정 운동의 성과를 이태영이 주도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 연합회 이외에 많은 여성 단체의 역할과 함께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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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태영에 대한 외부인 의 관점도 찾아볼 것이다 한편 가족법개‘ ’ . <

정을 위한 여성 연합회 에 대해 여성단체연합회의 과소평가가 적절한가>

하는 의문에 대해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한다.

제 절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3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선행 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수립하고 둘째 이태영에 관한 자료, ,

중 특히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와 가족법 개정 운동 활동에 대해 분석하

며 셋째 년대의 역사 사회적 배경을 다루는 서적을 통해 이태영, , 1980

리더십의 효과를 검증하여 의미 있는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

문에서 사용된 이태영에 관한 자료는 그녀의 일대기와 년대 동아일1980

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등에서 실린 이태영과 가족법 개정운동, , , ,

가족법 입법 등에 대한 기사들을 차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태영이 활1 ,

동할 당시 주요 인사들의 회고록이나 각종 기사 및 기존 연구에서 언급

했던 사항을 참고하였다 그 외에 연구자가 개별로 진행한 이태영과 같. ,

이 활동했던 인물과의 인터뷰 내용이 부분적으로 활용되었다.

논문은 총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5 . , 1

장에서는 여성운동가의 리더십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연구 목적과 의

의 기존 연구 검토 연구 방법을 다루었다 제 장에서는 여성주의 리더, , . 2

십에 대한 이론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이어 제 장에서는 이태영의 여성, 3

운동가로서의 성장과정과 그녀가 리더로 활동한 년대 가족법 개정1980

운동을 위한 여성 연합회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태영의 개인적 특성과,

그녀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 장에서는 이태영의 여성주. 4

의 리더십에 대해서 논의하며 제 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5

연구의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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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여성주의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고찰2

제 절 여성리더십의 대두1

여성 리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성 리더들

은 남성 리더보다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장애.

를 직면해야하기 때문에 여성의 리더십이 낮은 효율성을 가진다는 의견

도 있다 년대부터 시작된 여성 리더십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1970

밝혔다 여성 리더에 대한 과소평가의 원인으로 사회가 남성적인 리더의.

스타일을 따르는 것 성원 중에 남성 비율이 더 많은 것 그리고 현 사, ,

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평가자가 남성인 것 등이 있다

또한 여성이 리더 역할을 행사할(Northouse, Peter Guy, 2013: 493).

때 기존 성 역할과의 모순이 발생하여 사회에서 불리한 평판을 받을 수,

있다 즉 여성의 의무적(Eagly, A. H., S. J. Karau, M. G. Makhijani. 1995).

인 역할은 가정 내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위치에 머무른다는 편견

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남성은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비판을 덜 받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는데 더 유리한 반면 여성은 사회,

적으로 규정된 성 역할로 인해 남성과 같이 리더의 역할에 투자할 수 없

다는 편견이 어느 가부장제 사회에서나 존재한다 이는 여성이 리더로.

성장하는 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 리더가 직면해야 하는 수많은 장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많.

은 여성은 직업 내 개인의 성공과 만족 승진 등을 위해 결혼 또는 출산,

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강형철은 한국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연.

구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를 여성 리더십의 재발견 으로 출판하였는데,『 』

이 책에서는 변화하는 세기에 권위적인 리더십보다 여성이 가진 부드21

러운 힘이 더 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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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기혼 여성 리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성은 경제적 필요와 자기 가치 확인의 요구 등을 위해 이전에 비해 더

많이 취업하며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기혼 여성들은 가정과 직.

업을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역할 간에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이다 역할 간 갈등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이에 대한. · ,

가설로는 역할 긴장설과 역할 강화설이 있다 역할 긴장설은 개인이. “

지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경우 부담이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는 가설이다 한편 역할 강화설은 의무보다는” . “

권리를 강조하는 다양한 역할 수행을 통해 개인이 경험하는 자긍심 자,

아충족 인정 위엄 재정적 보상 등이 역할에서 오는 부담을 능가하게, , ,

한다 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에.” . “

너지가 창조되고 지위에 따른 권리와 혜택이 주어져 언제나 동일한 안정

감 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진출을 통해 폭 넓은 후원체계” . “

를 길러서 인생에 대한 적응력 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그리고” .

두 가지 역할 모두에서 높은 중요도의 역할을 가졌을 때 역할 긴장은“

낮아진다 즉 여러 역할 모두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역할의 균형이.

이루어 졌을 때 오히려 역할 긴장이나 우울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중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처.

행동을 많이 사용해야 하며 역할 자체를 줄이는 역할 감소나 표준 조절,

과 같은 대처 행동은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 고 주장하였다 강경철 외” ( .

한국에서는 김활란과 같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사회진2006: 125-132).

출만 선택하는 여성들이 있는 반면 이태영처럼 결혼생활과 자신의 캐리,

어를 병행하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또한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다가 하나.

를 포기하게 된 여성도 있지만 둘을 조화해서 병행해 가는 여성들도 있,

다 이태영은 후자의 경우로 추후 서술하겠지만 사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동지와 지인 덕분에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으며 아이들

은 이태영의 모습을 거울로 삼고 자랄 수 있었다 우리는 이태영의 인생.

을 통해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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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남성 리더와 여성 리더의 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

고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는 여성의 리더십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평가,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여성은 승진의 경로를 찾기 위해 개별적 배.

려와 영감적인 동기부여를 조합하는 것으로 예측된다(Eagly & Carli

여성 리더는 성규범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반발을 피하기 위해2007).

자신의 행위에 개별적인 고려를 보충하여 행동한다(Heilman, M. E., T.

여성 리더는 민감성과 권력성을 동시에 발휘해야 하G. Okimoto. 2007).

는 반면에 남성 리더는 권력성만 발휘해도 효과적인 리더로 인식된다

여성 리더에 대한 장애 연(Johson, Murphy, Zewdie & Reichard, 2008).

구에서는 유리 천장 이론을 제시하였다 여성이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유리 천장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사회.

에서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이나 남성 성원들로부터 능력의 의심

등이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결성된 조직에서 보다 오래 결성된 조직에서.

유리 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Bullard & Wright,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운동가로서 이태영이 어떠한 유리 천장1993: 199).

을 대처해야 했는지를 파악해 볼 것이다.

제 절 여성주의 리더십2

여성리더십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인해 이에 대한 세부 이론들이 설,

립되었다 여성의 리더십은 리더십 여성적 리더십 그리고 여성주의 리. ,

더십의 세 가지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 리더십은 말 그대로 여.

성 리더의 리더십으로 성이 다른 남성 리더와 비교 대조되는 개념이다, .

“여성적 리더십 은 에 의해 처음 주창된(feminie leadership) Loden(1985)

개념으로 여성 리더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관계 지향성 배려 보살핌 등을 특징으로 한다 강시현 에서 재인, , ( , 2003

용 일반적으로 여성적 리더십은 일방적인 남성적 리더십에 비해 참).”

여적이고 민주적인 인간 중심의 리더십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 리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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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나면서 여성적 리더십 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 .

여성적 리더십 은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여성 리더‘ ’

의 양적 성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남성 리더와 대비되는 여

성 리더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개념의 도. “

입으로 기존의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리더십 개념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

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리더의 역할을 여성 개인의 성공에 맞추어 설명하

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여성주의적인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하므로 여성

운동의 리더십 연구에 차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유성희( ,

여성적 리더십의 연구에서는 타인을 돌보는 데 있어 발휘되는2013).”

여성성과 풍부한 감정 등을 리더십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

다 물론 남성 역시 여성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으며 김만덕과 안철수. , ,

유한 킴벌리 의 리더십은 여성적 리더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연CEO

구 결과가 있다 박미선 여성 주의 리더십 은( , 2013). “ (feminist leadership)

여성 해방적 가치 즉 여성주의의 구조적 역사적 맥락을 기초로 사회변, , ,

혁을 추구하는 의식과 목표를 담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허라금은 여성.

주의 리더십의 핵심은 변화 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성주의 리더십‘ ’ . "

은 리더가 지향하는 여성주의 가치 목표에 의해 성립하는 리더십이, 다.

여성리더십 연구의 관심은 그녀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또는 조직의 높은 지위에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일차적으로

집중되고 그녀가 성취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상대적으로 중,

요하게 보지 않는다 이에 반해 무엇을 위해 발휘되는 리더십인지가 보. ,

다 중요한 관점에서는 목표의 성취 여부 그 자체가 결정적인 문제는 아

니다 리더십의 결과 보다는 여성주의 의식 아래 여성의 해방적 목표를.

향한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보다 중요한 관심이 되는 것이

다 허라금 가족법 개정 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태영( , 2005:66).” .

이 회장으로 활동했던 시기 년 만 하더라도 가족법 개정의 가장 쟁(1989 )

점이 되는 동성동본불혼제와 호주제를 폐지시킬 수 없었다 하지만 재산.

권과 상속권에 대한 조항을 개정시킴으로써 여성의 실질적인 이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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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했으며 다음 단계도 성공적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

게 해 주었다.

여성주의 리더십의 주요 요소는 여성주의 비전과 변혁적 리더십 그

리고 윤리적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한다 윤혜린 은 여성주의는. (2007) “

양성 평등뿐만 아니라 평화와 다양성 생명과 상생 포용과 보살핌 등의, , ,

대안적 가치를 존중한다 여성주의 비전은 이들 가치를 중시하고 대안적.

사회와 문화를 지향하는 포괄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현실적 대안이며 생(

략 여성주의 리더십은 변화를 통한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

십이되 가부장적 내지 유사가 부정적 체제로부터 보다 평등하고 평화적,

이며 상호 보살핌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지닌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라고 덧붙어 설명했다 한편 윤혜린 양민선 조형 은 여성주.” . , , (2007)

의 리더십의 토대는 사회자본과 네트워크라고 주장했다 사회자본과 네.

트워크를 이용해서 여성주의적인 가치를 사회적으로 널리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변혁적 리더들은 성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비전을 만들며 훌륭한 변

혁을 가져오는 주역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Peter G. Northouse,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고2013: 299). “

취시키기 위해 미래의 비전과 공동체적 사명감을 강조하며 조직의 장기,

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에게 개인의 이익.”

보다 조직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영감을 불어넣어 주며 엄청난 영향,

을 미치는 리더를 뜻한다(박계홍 김종술, , 2013: 137). 변혁적 리더십의“

성공 조건에는 조언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과 조직 관행의 깨트림 변화,

를 위한 동맹 관계 구축 책임 비전가 인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영웅으, , ,

로 만드는 방식 등이 있다 박계홍 김종술 변혁적 리더십( , , 2013: 147).”

의 원칙에는 분명하고 호소력을 일으키는 비전 및 비전 달성 방법 설명,

자신 있고 낙천적인 행동 구성원들에게 신뢰감을 줌 핵심 가치를 강조, ,

하기 위해 보이는 극적이고 상징적인 행동 솔선수범으로 본보기를 보임,

등이 있다 박계홍 김종술 가족법 개정 운동으로 인해 법이( , , 201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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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가치를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게 되어

남녀평등 의식이 사회에서 한층 더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될 수 있었다.

윤리적 리더십은 리더의 행동과 대인 관계를 통하여 규범적으로“

적합한 행동의 모범을 보이며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통하여, ,

구성원으로 하여금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 이라고 정의된”

다 윤리적 리더십은 리더의 윤리적 역할과 책임 의식의 요구로부터 시.

작된다 윤리적 리더십의 특징에는 정직 결단력 공정함 솔직함 겸손. “ , , , ,

함 인내심 열의 의지 책임감 등이 있다 윤리적 리더십의 판단 기준, , , , ” .

은 구성원들과 조직에 봉사 이해 관계자들과의 균형 및 통합 시도“ , ,

구성원들의 요구 가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비전 개발 지지하는 가치· · ,

와 일관된 행동 보임 개인적 위험의 감수 및 필요한 결정의 실행 사, ,

건 문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개 더 좋은· · ,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비판적인 평가 독려 구성원들의 개발을 위한 코,

칭 멘토링 훈련사용 등이 있다 박계홍 김종술· · ” ( , , 2013: 216).

변혁적 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의 특성과 요인을 공통점과 차이점으

로 나누어 요약해 보면 공통점으로는 동기부여와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것 등이 있다 박계헝 김종술( , , 2013; Northouse, Peter G. 2013) 반면 변.

혁적 리더십은 변화의 목표를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는데 비해 윤리적 리

더십은 윤리적 모델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

다.

다음 장에서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운동에서 이태영 변호사가 여성

주의 리더십의 특성에 부합하게 행동하였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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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변혁적 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 비교< 1>:

그림 여성주의 리더십의 주요 구성 요소< 1>

변혁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정의

구성원의 정서 가치관 윤, ,

리 행동규범 그리고 장기적,

목표 등을 바꾸어 줌으로써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위해

개인을 변화시키고 변혁시

키는 것

리더의 행동과 대인 관계

속에서 규범적으로 적합한 모

범을 보이고 의사소통을 강,

화하며 이루어진 의사결정을,

통하여 구성원으로 하여금 적

합한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

리더 행

동의 특

징

비전 설정 가치 추구 최종, ,

목표의 고지 구성원 독려, ,

권한 위임과 지속적 의사소

통

구성원들에게 정직 공정, ,

배려와 같은 윤리적 행동을

실천 대화를 통해 구성원들,

에게 적합한 윤리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규제를 행사

구성 요

소

이상적인 영향 또는 카리스

마 영감적 동기 부여 개별, ,

적 배려 지적 자극,

신의 성실 윤리적 인식 공동, ,

체 및 인간 중시 동기 부여, ,

권한위임 윤리적 기준 제시,

여성주의적

비전

변혁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여성주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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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태영의 리더십 형성 과정3

제 절 가족 및 종교 학교의 영향1

이태영의 리더십을 분석하기 위해 이태영의 성장과정과 리더십 형성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가족과 종교 학교로부터 받은 영향이 그녀. ,

의 특성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결혼하기 전 이태,

영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녀평등 의식과 가정과 직장의 양립 가능

성에 대한 믿음을 기를 수 있었다 이에는 기독교 사상과 어머니의 교육.

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이며 어머니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

아 남녀평등 의식 뿐 만 아니라 이웃에게 봉사하는 정신 및 삶에 대한

열정을 습득하였다 여성주의자 및 여성운동가와 친분을 쌓으며 운동 방.

법을 배웠으며 이화여전에서 만난 교수들에게서 받은 영감으로 여성 해,

방에 대한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태영은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

고 웅변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났다 남 녀의 기독교 가족으로 아들 딸. 2 1

구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시키고자 한 어머니 아래 자라며 오빠들과 같은

교육을 받았고 서울에 있는 이화여전 가사과에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그.

리고 이화여전 졸업 후 정일형 박사와 결혼하였다.

이태영은 가족과 종교로부터 봉사 정신과 남녀평등 의식을 배우게 되

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남매를 키운 과부였다 이태영은 사람이 죽3 . “

으면 그 몸뚱이는 개도 먹지 않으니 몸 아낄 것 없이 일해야 한다 는.”

어머니의 말씀을 대까지 기억하였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남들이 자80 .

는 시간에도 일한 이태영을 소 선생님 소 어머니 라고까지 부르“ ”, “ ”

곤 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아낌없이 이웃에게 정을 나누는 생활 태.

도와 말솜씨를 배웠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는 성경의 말. “ .”

을 실천했다고 한다 이태영 피아노 선생님 전인항 대우 그룹( , 1999: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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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의 모친 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중 하나이다 이) .

태영의 어머니인 김흥원은 아들 딸 가리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아이만“

끝까지 공부시키겠다 는 마음가짐으로 이태영과 두 오빠를 똑같이 대.”

학에 진학시켰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이태영은 어머니로부터 하라는. “

아들놈은 초저녁부터 잠들고 안 해도 좋을 딸아이는 열심히 한다 는 말”

을 들었다 딸이라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서운함을 느낀 그녀는.

집안일 등 하찮은 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보며 저것이 여성의 인생인“

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태영 그녀는 하지만” ( , 1987: 83-85).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는“ .”

어머니의 말씀을 새겨듣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며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

하게 되었다.

남녀를 평등하게 대하는 기독교 사상의 가족에서 자란 이태영은 세20

기 초에 태어났음에도 일찍이 여자와 남자는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 받아

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태영은 가족을 회상하며 나는. “ 3

대 째 기독교인입니다 일찍부터 기독교를 통하여 문물을 익혔던 만큼.

우리 집안은 상당히 빨리 개화된 가정이라 할 수 있는데 나는 거기서도

여성이라는 신분에게 주어진 모순을 피부로 느끼며 성장하였습니다 고.”

저술했다 그녀는 성경의 창세기 장 절과 창세기 장 절에. 1 27-28 5 1-2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둘이 뭉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된“

다는 세상 이라는 구절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다 어릴 적 큰 올케를” .

보며 왜 올케는 어머니의 딸이 아닌데 손님처럼 대접 못 받을까 생각하,

며 큰 오빠가 큰 올케에게 화를 낼 때마다 더욱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

여성 운동을 시작하며 그녀는 여러 종교인들과 만나며 친분을 쌓았다.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김영운 목사 등은 이태영의 종교 생활과, ,

삶에 영향을 주고 가족법 개정 운동에서 이태영을 옹호한 사람들이다, .

기독교 조직과 맺은 인연으로 기독교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가정 법,

률 상담소 운영과 가족법 개정 운동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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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은 소학교 때부터 주변을 관찰하며 딸과 아들에 대한 대우 차

이를 알게 되었으며 남녀 불평등의 부당함을 인식하였다 광동 소학교, .

학년 때 이태영은 딸이라는 주제로 웅변대회에 출전했다 어린 나이로1 .

연설하는 중간에 박수 소리를 듣고 강단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을 받진

못했지만 선생님이었던 엄의한에게 잘했다는 격려의 말을 들었다 이 때.

소학교 학년 살 아이 이태영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1 7

렇게 토로했다 난 딸이에요 어떡하지요 아들을 나면 우리 동네가 다. “ . ?

기쁘다고 해요 딸 나면 엄마들이 울어요 늘 이러면 난 어떡하지요. . ?”

이태영 그녀는 중학교 학년 때 다시 웅변대회에 나갔으며( , 1991: 44) 1 ,

이곳에서 아들 딸 똑같이 공부시켜 주세요 라는 주제로 남녀평등을“ .”

외치며 등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화여전 마지막 학기를 공부하던 중인1 .

년 월 일 조선 중앙일보 주최 전국 여자 전문대 웅변대회에서1935 11 29 ,

조선 여성을 제 의 노라와 비유하는 제 의 인형 이라는 연설로 다2 “ 2 ”

시 한 번 등을 거머쥐었다 이태영 한국이 분단된 후 두 번1 ( , 1991: 55).

다시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고향에 가지 못한 그녀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들 딸 구별 없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끝까지 밀어주시겠다“

던 어머니의 사상을 이어받아 제 평생을 남녀평등 운동에 쏟고 있습니

다 여자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 훌륭한 사람.

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충격 및 격려가 되어 저는 오늘도

여성 운동하는 사람으로 제 인생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라며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에 준 영향을 밝혔다 이태영( , 1991: 19).

이화여전 시절에 이태영은 많은 여성운동가를 만났으며 그들로부터

여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배웠다 당시 이화여전의 교감이었던.

김활란 박사는 이태영의 큰 스승이다 김활란은 이화여전의 특대생이었.

으며 가정대학의 강사로 채택된 이태영과 특별한 사제 관계를 가졌다.

이태영 역시 김활란을 존경하였지만 이들은 여성의 집안과 직장의 양립,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된 입장을 가졌다 김 박사는 양자택일 을. “ ”

주장하며 자신도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사회활동에 진출했다는 점을 밝혔



- 18 -

으나 이태영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인물이 퀴리 부인이라고 밝히며 집

안과 직장 양립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을 표했다 이태영( ,

결혼도 하지 않았던 당시에 자신의 스승이자 이름이 난 여성1991: 51).

운동가 앞에서 그와 반대된 입장을 뚜렷하게 밝힐 용기는 그녀가 어렸,

을 때부터 가져온 여성주의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태영은 이화여전에서 학생 생활을 하면서 년에 박인덕과 같이1933

농촌 진흥 운동에 참가했다 이곳에서 이태영 외 여명은 후원 클럽을. 20

만들어 후원금을 모았다 박인덕은 후에 미국에서 세 되는 년 한. 70 1955 ,

국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려재단을 설립했고 년에 귀국하1962

여 인덕학원 현재 인덕대학의 전신 을 설립했다 이태영은 박인덕으로부( ) .

터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이와 상관없이 끝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태영( , 1991: 61-62).

가족과 종교 학교는 이태영의 개인 속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어렸을, .

때부터 그녀는 가족과 사회에서로부터 지능과 자신감 결단력 성실성, , ,

사교성을 학습하였다 그녀는 오랜 기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경험으.

로 다른 성원보다 법학 지식이 풍부하였으며 한국 가족의 사회적 문제점

을 이해하고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여러 가지 리더의 특성을 가지,

게 되었다.

제 절 다양한 활동으로 리더의 역량 형성2

결혼 이후부터 년대 전까지의 이태영의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 역량1980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녀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

력을 발휘하고자 하면 모든 일에 열심히 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법학

공부와 가정 법률 상담소 운영 해외에서의 활동 법학자로서의 활동 정치, , ,

활동 등으로 리더의 역량을 길렀다 이번 절에서는 이태영의 리더십 역량.

형성 과정을 법학 공부와 해외 활동 정치 활동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 ,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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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이태영은 가족법 개정 운동가로서 갖춰야 될 법 공부와 연구를

꾸준히 하여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법대 여대생이 소수였던 당시,

에 박사 학위를 받은 그녀는 다른 여대생들에게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는.

가족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국가의 가족법을 참고하였으며 학교에,

서 한 법 공부 이외에도 법률 상담을 통해서 가족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발생한 가족 문제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가족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졌으며 여성 운동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또한 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여러 법조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냈다 이태.

영은 년에 정일형 박사와 결혼 후 남편의 옥중 시절 이를 돕느라1936 ,

잠시 법 공부를 접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진 변호사의 꿈을 잃지 않고,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된 후 스승인 정관형 박사의 독려와 남편의 지지,

아래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최초의 여성이자 주부로 입학하였다 년. 1952 ,

노력 끝에 제 회 사법 시험에서 합격하였지만 여성이라는 그리고 정일2 ,

형 야당 의원의 아내라는 이유로 인해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으로부터 판

사 임명 거부를 당했다 이로 인해 판사가 되지 못한 이태영은 대신 한.

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는 길을 택하였으며 그 해부터 여러 여성,

단체와 함께 각종 청원서와 진정서를 통해 가족법 개정 운동을 시작하였

다 이태영은 집에서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그 곳에 가족 문제. ,

로 인해 오는 모든 억울한 여성들을 만나며 자신만의 힘으로는 부족하,

고 가정에 대한 법적인 처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녀는 또한 이.

화여대 법정대학장을 맡아 박사학위를 취득하려고 노력했다 상담소의.

상담 자료에 의거 박사 논문을 쓰고 한국의 이혼 연구에 기여하며 법조

인들 사이에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둘째로 그녀는 국내외 활동과 수상 내역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

다 이태영은 일찍부터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국무성 초청. ,

으로 년부터 년까지 미국에서 그들의 사법제도를 관찰할 수 있1957 1958

었다 또한 남가주감리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을 때에는 법 부조.

사업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녀는 영어 공부를 늦게 시작했음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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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잘하는 지인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 결과 여러 국제회의에서 발표,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년에. 1958

세계 여류 법률가 협회 부회장 년에 국제 법률 구조 연합회 이사와, 1970

부회장 년에 세계 여자 변호사회 부회장 년에 국제 법률가 위, 1973 , 1986

원회 부회장 등의 국제적 직무를 역임한 그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넓은 인맥을 만들고 한국의 성차별 현황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이.

뿐 아니라 이태영의 년대 국제 활동과 국제 수상 내역1980 1)이 높은 발,

행량을 가진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의 제 면 또는 제 면에 보도되어1 2

국내에서도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로 그녀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인들과 같이 활동하며 가족

법 개정에 필요한 민주주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태영은 남.

편 정일형의 선거 운동 당시 이를 도와주며 정계와 인맥을 만들었다 그.

러나 정치 활동은 오히려 가족법 개정 운동에 장애가 되었는데 야당 의,

원의 아내로서 그녀는 직접 가족법 운동을 이끌 수 없었으며 어디에서든

항상 조심해야 했다 태영은 김대중을 위해 변호하기도 하였으며. , 1977

년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해 활동의 제약을 받기도 하3.1

였다 년에는 평민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법 개. 1984 .

정에 필요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에 협력하고자 했을 뿐 정치적 권,

력 및 이익의 목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것은 아니었다.

이태영의 모든 활동은 여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가족법.

개정 운동을 일으킨 시초인 이태영은 년대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1980

가족법 개정 운동의 지휘자가 되지 않았다 이는 야당의 아내로서 독재.

정권 아래 사회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

1) 이태영의 국내 수상 내역 년 인권옹호상 년 새삭회의 장한 어머니상: 1956 , 1969 , 1972

년 법률문화상 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여성전문인상 년 용신봉사상 년, 1990 , 1991 , 1992

문화상 국제 수상 내역 년 제 회 법률문화수상 년 막사이사이상 년3.1 ; : 1972 4 , 1975 , 1978

세계법률구조상 년 국제소롭티미스트로부터의 여성을 돕는 여성에게 주는 상, 1980 ,

년 유네스코의 년도 인권교육상 년 세계 감리교 평화상 년 브레넌1982 81 , 1984 , 1989

인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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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혁명 을 지향하며 가족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 나갔다 그녀가“ ” .

설립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의 상담과 교육 활동을 통해 인권과,

평등의 이념을 전파하며 한국의 남녀 불평등 사회 실태의 통계 자료를

파악하였다 그 밖에 이화여전 법정 대학의 학장으로서 한국의 여성 법.

관 교육에 힘썼다 년에는 남녀평등에 입각하는 법을 세워줄 민주주. 1971

의 정권의 구축을 위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이태.

영은 남녀평등 및 민주주의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며 법 부조 상담소를

운영하는 동시에 교육가로도 활동하였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영.

역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으로 가족법 개정을 옹호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했다.

이태영이 여러 직무를 맡으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외조와 옹호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

다 남편 정일형은 이태영과 마찬가지로 남녀평등 의식을 가지고 아내의.

학업과 진로를 도와주었으며 이러한 남편의 이해와 외조 덕분에 그녀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자녀 네 명은 모두 잘 자라 출.

세하였지만 그녀는 자녀들에게 다른 어머니들처럼 챙겨주지 못해 미안,

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자녀들은 신봉조 이화여고 교장장으로부터 도.

움을 받으며 교육 받았으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 이태영, ( , 1991:

172).

이태영은 결혼 이후부터 년까지 법학공부와 가정법률상담소 운영1995 ,

해외에서의 활동 법학자로서의 활동 정치 활동 등으로 법학 지식과 사회적, ,

위치를 습득하였다 또한 가족법 개정 운동 지도부에서 활동하며 운동에 필.

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리더의 역량을 길렀다 자신의 사업을 진행.

하면서 가정을 양립한 그녀의 활동을 역할 강화설 로 설명할 수 있다“ ” .

즉 직장이나 사회 활동을 함과 동시에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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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태영 리더십의 기반< 2>

가족 종교 학교 활동, , ,

적성 특성 봉사정신, , ,

네트워크 법학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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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태영과 년대의 가족법 개정 운동4 1980

제 절 가족법 개정 운동 연장의 원인1

가족법은 년에 시작되었다 년에 이태영은 사법고시에 합격1952 . 1952

하였고 월부터 사법관 시보로 서울 지방 법원과 서울 지방 검찰청에서3

실무 실습하였다 이 때 처음으로 민법 개정 소식을 접하였으며 남녀평. ,

등을 고려하지 않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바로 와 여성문제연구원YWCA

에 제보하였다 당시 이태영은 한국 여성 문제 연구회 이사이자 대한.

연합회 이사로 이화여전 시절부터 서울대 시절까지 법학과 스승이YWCA

었던 정광현 교수를 찾아 함께 의논했다고 한다 정관형 교수는 신. “1)

민법 제정에 있어서 성차별 조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며 그 방법으,

로 여성단체 이름으로 진정서와 건의문을 내고 여성들의 권리를 반영2)

시킨 친족상속법 개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태영 고 조언하( . 1992: 40)”

였다.

년 봄에 이태영은 여성 문제 연구원을 비롯한 개 대한 부인회1952 9 ( ,

대한 여자 청년단 여성 문제 연구원 대한, , 여학사 협회 대한 천주교 부,

인회 대한 연합회 대한 여자기독교절제회 여성단체의 이름으로, YWCA , ) 친

족상속편 차별 조항 철폐를 위한 최초의 진정서와 건의문을 관련 인사와

부서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를 시작으로 각계에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원 초.

청 간담도 열었으며 이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설득하고 일반 여성대중을,

상대로 한 계몽 강연도 잇따라 진행하였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7: 21).

년에는 대한 연합회와 대한 부인회 대한 여자 청년회 대한 여자1953 YWCA , ,

국민당 여성 문제 연구원 대한 조산원회 여자 선교단 등 개 단체가 연합, , , 7

하여 민법 중 친족상속편 제정에 관한 건의서 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냈다< > .

년 월 초에 여명의 여성계 지도자들은 대한 연합회 회장1954 11 50 YWCA

이던 박마리아 자택에 모였다 모임에서 이태영은 친족상속법에 대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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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했다 또한 모임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

활동은 다음과 같다 친족상속편에 대한 건의 및 진정서 를 작성하여. “1) < >

관계 부처로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대중 계몽 강연과 방송 매체를 활용하. 2)

고 국회의원 및 장관급 인사들을 만나 설득한다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 . 3)

을 만들어 의원발의로써 국회에 제출한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7: 49).”

단체 대표나 여성 지도자들은 장관이나 의원 법조계 인사를 방문하는 일을

분담했다 딸이 하나뿐이었던 이광체 신부 장관만 찬성했다고 한다. .2) 년1956

월 일에는 여성 문제 연구원의 부설 기관으로 여성 법률 상담소 를8 25 “ ”

창립하고 이태영이 소장을 맡았다 그녀는 이 상담소가 열리고 나서 많은.

여성의 사연을 들으며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고 한

다 여성 단체 이외에 가족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단체로는 서울.

변호사 협회와 단국대학교 법률학회가 있었다.

년 월 일에 이태영은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교포들에게 가족법 개1957 8 24 ,

정 운동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설득시켰다 이 결과로 재미 워싱턴 한인 여. <

성유지 일동 의 친족상속법에 관한 진정서 가 민의원 의장에게 전달되었다> < > .

월 일 정일형은 이번 회기에 친족 상속법이 상정될 것이라고 하는 편지9 24

를 받았으며 정관형 교수에게 수정안 작성을 부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 . < >

국에 있던 황재경 목사로부터 전한 미국 방문 소감을 통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은 그가 확실히 남녀평등을 실현시켜“

줄 사람이므로 여성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함 이라고 밝혔고 국회의원”

들에게는 반대 의원의 명단을 다음 선거에 사용할 것 이라고 협박하였다“ ”

(이태영. 1992: 85-86).

년 월 여성 단체 연합은 다시 한 번 그들의 입장을 담은 호소문1957 10 < >

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당시 황신덕이 원장으로 그리고 이태영. ,

이 이사로 있던 한국 여성 문제 연구소는 단독으로 민의원 의장에 대한 민<

법제정에 관한 청원서 를 제출하였다 이기붕 민의원 앞으로 보내진 이 청> .

2) 이광 년 월 일 년 월 일 재임 충북 청주 일본 와세다대 충청북도( ) 1954 6 30 ~ 1955 9 15 ,李光

지사 감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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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는 헌법에 보장된 당당한 권리 에 대한 것으로써 별첨 의견서와 함께" "

제출되었다.

년 월 일 여성 단체 연합의 첫 시위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1957 12 16~17

렸다 하지만 신민법은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비준되었고.

년부터 발효되었다 신민법이 실행되기 전 년 월 대한 부인회 여1960 . 1958 2 ,

성 문제 연구원 대한 여학사 협회 대한 연합회 대한 여자 청년단, , YWCA , ,

대한 가정 학회가 모두 모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민법 중 친족상속편 재정"

에 관한 건 으로 청원서를 제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가족법 개정운동의 첫 단계부터 여러 여성 단체의 참여가 있었고 이들은

계몽 활동 매체를 통한 홍보 국회의원과 장관급 인사 방문 등의 적극적 활, ,

동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유림의 반.

대를 받았다 이 단계에서 통과된 개정안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 처의 무능력제도 폐지와 부부별산제의 채택 혼인 동의 연령을 남자 만. ,

세 여자 만 세로 변경 부정한 행위가 부부 쌍방에게서 이혼 사유로27 , 23 ,

인정 기혼 미혼 남녀 자녀유무 성과 본의 동일여부를 불문하고 양자, · · · ·

또는 양친이 되도록 함 장남을 제외하고 성년이면 누구나 분가 가능 호주, ,

의 권한 대폭 축소 입부 혼인제의 채택 처와 혼인한 딸에게도 재산 상속권, ,

인정 등이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7: 245-246).

운동 첫 단계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역사 사회적, ·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승만 정권 시기는 식민지 제도에서 해방된 지 3

년 조선시대가 끝난 지 불과 년 밖에 안 되었으며 일본 유학파 출신의, 38

법조인들이 대부분인 시기였다 대법관인 김병로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 유.

학 출신이다 따라서 당시 사회적으로 아직 남녀불평등 사상이 많이 남아.

있었고 이의 부당함에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거나 기독교 교,

민인 사람들뿐이었다 나혜석과 박인덕과 같은 신여성의 출현으로 여성의.

권리가 알려져 왔으나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반대와 지탄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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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제헌1948 7 17

헌법에 서명 이를 공포했다 이 안에 남녀평등에 대한 조항이 분명히 제기, .

되어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존중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이태영, .

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였고 김병로 대법관으로부터 추천서도 받았으나 이승,

만 대통령으로부터 판사 임명 거부를 당했다 제 대 국회 의원 내에는 단. 1

한명의 여성도 없었지만 년 월 보궐선거에서 임명신이 국회 최초의, 1949 9

여성 의원이 되었다 년 월 일 민사 형사 상사의 기초 법전과 기타. 1949 3 9 · ·

소송 행형 등 사법 법규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기초 심의하는 대통령 직

속 기관이 결성되었다 그 해 월부터 위원장으로는 김병로가 부위원장으. 10 ,

로는 이인 그리고 기타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전 편찬 위원회가 발족, 72

되었다 그 중에 민법 분과 위원회 가족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포함됨 에는. ( )

장경근과 그 외 명뿐이었다2 .

흥미로운 점은 당시 가족법 개정에 참가한 여성단체 중 하나인 대한

연합회의 회장이 이기붕의 부인인 박마리아였다는 것이다YWCA 3) 이기붕.

은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직을 맡았으며 국방부 장관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 ,

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년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선거에서의 부정이. 1960

밝혀져 전 가족과 함께 자살했다고 알려진다.

혁명 이후 윤보선과 장면이 정권을 집권하게 되었다 윤보선은 해방4.19 .

직후부터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인물로 알려져 있

다 년 월 일 임명신의 여자 국민당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윤보선. 1945 8 18

자택에서 창당되었다(한국부인회. 1986: 16) 이태영의 남편인 정일형 박사.

는 윤보선 정권 아래 외교 장관을 맡았고 이태영은 외교 장관의 부인으로,

서 남편과 함께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타국에 여러 번 출장을 나갔다 하지.

만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재임 기간은 단 년으로 길지 않았다2 .

년대 중반에는1970 유엔이 년을 세계 인구의 해로 정했고 년1974 , 1975

3) 년 월초 황신덕을 비롯한 김활란 표경조등 여성계 지도자 여명이 대한1954 11 , 50

연합회 회장이던 박마리아 집에 모여 공동 대처를 논의했다YWCA . (이태영. 1992. 가

족법 개정운동 년사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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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는 등, 상황이 가족법 개정 운동에 유리하게

돌아갔으나 미미한 결과를 보이며 종료되었다 당시 정부는 인구의 증가가, .

경제의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하였고 따라서 인구 성장 속도를 줄이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법상 오직 남자만이 대를 이어갈 수 있어서.

아들이 없는 집 앞에서는 계속해서 출산을 멈추지 않았다 가족계획 사.

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줄일 수 없게 된 정부

는 이제 국가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가족법의 개정을 고려할 수밖

에 없게 되었다 년부터 유엔의 주최로 년 멕시코 년 코펜. 1975 1975 , 1980

하겐 년에는 나이로비에서 세계 여성 회의가 열렸으며 여성의 사, 1985 ,

회 진출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 토론하였다4) 유.

엔 가입국 중 하나인 한국 또한 이러한 활동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지

만 실상 그렇지 못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 하 국가의 근대화를 최고의, .

목표로 삼고 경제 성장을 위해 전체 사회를 동원하기 위해 가족의 역할,

에 간섭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분업을 고무하고 여성이 가정 일을 담당.

하도록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 가족계획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으.

며 우리의 성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국가에서는 가족 정치를 통, .

해 가족의 이미지를 도출 하고 미시적 감시망 속에 가족을 묶어‘ ’ ‘ ’

두었다 사업을 통해 국가는 가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냈으며 근대화. “

기획에 걸 맞는 가족 유형과 규범을 만들어갔다(김홍주. 2002: 51).”

국가는 생략 여성들을 주변화 하였으며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 ) ,

일상적으로 재생산을 담당하도록 지정하였다 반면 남성을 경제 행위의.

주체로 지정하였다 문승숙 이와 같이 근대화 시기에는 여( . 2007: 137).”

성과 남성의 차이를 더욱 더 강조하였으며 남녀 불평등 성격을 띤 국가

정책이 실행되었다 이에 반해 년에 결성된 범 여성 가족법 개정. 1973 <

촉진회 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항하여 강연회와 서명 운동 국회의원과> ,

접촉 동성동본불혼제 사례 발표 등 여러 활동을 벌였다 김주수 교수를, .

4)

https://www.unesco.or.kr/about/side_01_view.asp?articleid=6&page=1&gubun=&SearchIte

m=&search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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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법 고문 위원회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나 국회는 이 사안을,

부분적으로만 통과해주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987: 246).

가족법 개정 운동 단계의 실패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째 여성계와 소수2 , ,

의 학자 및 법조인만이 참여하였을 뿐 전 국민 범위에서 전개하지 못한 점, ,

둘째 독재 정권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여성 국회의원마저 정권의 눈,

치를 보아 가족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점 셋째 당시 가족법을 한국의 고, ,

유 미풍양속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외치는 유림의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법

과 미덕을 분리시키지 못해 남녀평등 의식이 보급되지 않았다.

제 절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 연합회의 창립과 활동2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 연합회 창립 배경1.

박정희의 사망 이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여러 후임이 등장하였다.

년 월 일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며 년1980 5 18 5·18 , 1980 10

월 일에는 대한민국 제 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유신 체제가 무너27 5 .

졌으며 헌법이 개정되었다 개헌된 헌법 제 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 34 “

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년 한국 유엔주재 대사였던 김경원은 유엔의 여성 차별 철폐 협1983

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 정의 정당은 이 협약의 혼인과. “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평등 에 관한 내용이 국내법과 부합하지 않기 때”

문에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년 월 일 민주화. 1984 5 18

추진 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년 월에는 민주항쟁이 진행되었다, 1987 6 .

년 월 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인정하는 헌법 개정을 발표하1987 6 29

였으며 이는 가족법 개정 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다 유권자의 권리를 이, .

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년 초에 경제 기획원의 새해 업무계. 1984

획에서는 인구 억제의 방안으로 가족법의 호주 상속제를 포함한 남녀차

별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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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한 연합회에서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1983 6 11 YWCA <

과 국내법과의 관계 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정부의 비준> ,

불복에 대해 반발하며 반드시 유엔 선언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

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가족법개정 운동을 위한 여성 연합회 가 결성. < >

되었는데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동 협약 비준은 가족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 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가정” .

법률 상담소와 대한 연합회를 발의 단체로 동 연합회를 구성하는YWCA

것에 대해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년 월. 1984 7

일 여성 단체 협회 이하 여협 주관 아래 개 여성 단체의 대표가18 ( ) 41

강당에 모여 가정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를 발족시켰고 이태영을< > ,

회장으로 선출하였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7: 224).

이태영이 회장이나 이사장 운동의 대표자로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전에 활동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남편이 야당 의원이.

었기 때문으로 야당 의원의 부인이면서 정계도 잠시 진출했던 그녀는,

한국 가족법 상담소와 이화 법정 대학 이외의 어느 단체에서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강의가 진행되기 직전에 강의가 취소되는 등 이태. ,

영이 이미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

편이 죽은 년 후에서야 처음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을 대표하는 지도자로2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가족법 개정 운동을 위한 여성 연합회의 활동과 그 결과2.

기존의 법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여성들이 법을 여성 억압의 사,

회 구조와 남녀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도구로써 주체적이고 적극

적으로 활용하게 된 점이 년대 여성 연구 운동의 가장 큰 변화라고1980

할 수 있으며 질적 향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각 여성 단체들은 가족.

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기 전까지는 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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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함께 연합하여 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가족법 개정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여

성 운동 단체들이 모여 다양한 실천 전략을 구사하며 노력한 것 자체가

한국 여성 운동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연합회가 결성된 후 이들은 다양한 운동 전략을 펼쳤다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여론조성으로 년 월 일과 일에 연합회 회장, 1987 7 30 31

단은 각 일간 신문사를 방문하고 여러 언론계와 접촉하여 가족법 개정을

위한 운동에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각 회원 단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

잡지를 통해서 범국민적으로 가족법 개정에 대한 의식을 확대시키고자

했다.

이어서 유도회와 대화를 시도하였다 년 월 일에 여성 연합회. 1984 7 30

회장단은 유도회와의 대화 요망 의사를 유도회 총무 부장에게 전했다.

이를 통해 월 일 성균관대학교 구내 한국유도회 총본부 위원장 실에서8 1

유림과 가족법 개정을 지도하는 여성연합회와 첫 공식적 대화를 가졌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 운동의 단계의 결과로 비록 유림이 자신들의 뜻을3

양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전 단계와 비교해,

더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년 이후에는. 1984

유도회도 함께 만남을 표명하였고 토론회에 초대하기도 하였지만 유림,

이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년 월 일자 김유경 기자의 돌 맞은 가정 법1986 1 13 , <30

률상담소장 이태영 여사 가족법 개정은 제 인생과 동격의 일“ ”>

에 따르면 그 동안 흡사 닭싸움하듯 개정 반대 세력과의 사이에, “

난폭한 말이 오가기도 했던 가족법 개정 운동회는 작년부터 그 설

득방법을 바꿔 유림의 협조를 바라는 외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 이재서 성균관장은 개인적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을 이해하고 받

아들였으나 주변의 압력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또한 결정적으로 지,

난 해 국회 상정시기에 가족법 개정운동가들이 지나치게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 역효과를 내 통과 직전에 좌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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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 운동이 전개될 때마다 진행된 서명운동은 점차 더 큰 규모

로 진행되어 백만인 서명운동 이라고 불렸다 년 월 일 차 회장< > . 1984 8 3 2

단 회의와 차와 차 회의를 걸쳐 서명 캠페인을 논의하였고 날짜를 정4 5 ,

해 각 회원 단체에게 공문을 전달하였다 치안본부에서는 불허 결정을.

냈으나 이에 불구하고 여성연합회의 회원 단체들은 년 월 일에, 984 8 30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월 일까지 접수된 서명자는 만 명으로. 12 31 30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홍보위원회( . 1987: 237-238). 는 서명운동에서

판넬과 어깨 띠 배지 팜플렛 등을 만들어 각 회원단체에게 배부하였다, , .

이 서명운동의 하이라이트는 각계 인사 인의 서명이었다 이화여대300 .

총장과 연세대 부총장 여성단체들의 회장 서울대 이화여대 동국대, , · · ·

명지대 기타 대학교 등의 교수 변호사 연극가 영화감독 선교사 종교인, , , , , ,

의사 등의 서명을 따로 기록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987: 723-729).

한편 가족법 개정에 대한 의식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확대시키기

위하여 강연과 출판 활동을 벌였으며 가족법 피해자 사례 발표 가족법, ,

강좌 재산법 강좌 어머니 학교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 등을 통해 계몽, , ,

사업을 실시하였다. 여성 연합회는 또한 가족법 개정을 정계에 촉구하였는

데 이를, 위해서 이태영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

성연합을 대표하여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회법제사위원회 등에게 총, , 7

번에 걸쳐 건의서와 청원서를 송부했다 년 월 일 한국 가정 법. 1984 7 9 ,

률 상담소를 대표하여 이태영은 가족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 의장에

게 보냈으며 이 청원서에는 명의 동의 서명이 첨부되었다 한국가정법, 1,500 (

률상담소 년 월 일에는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장의. 1987: 591-592). 1984 9 13

명의로 국회의원에게 여성유권자들의 투표권을 강조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건의서를 통해 가족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가족법 개정안의“ ,

제안자 되기 가족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 등을 촉구하였으며 가족, ”

법 개정 찬성 서명용지 매 명분 를 첨부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17 (225 ) ( .

또한 각 회원 단체와 협동 회원 단체들은 청의서 진정서1987: 593-595). , .

건의서 등을 보냈으며 회원 만 명은 직접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국회, 3



- 32 -

에 압력을 가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년 월( . 1987: 247, 713-718). 1984 10 23

일에는 대통령 전두환과 국무총리 진의종을 비롯한 정부의 인사들에게 건의

문을 발송하였다.

건의문과 청원서를 제출하며 국회의장과 각 당파의 총재에게 방문

요청을 보내고 허락 회신을 기다려 방문을 진행하였다 년 월 일. 1984 8 22

에 국회 법사위원장 한병채 월 일에는 국회의장 채문식과 국회 운영, 8 24

위원장이자 민정당 원내총재인 이종찬을 만났으며 월 일 신정사회당, 8 29

고정훈 총재 월 일에는 민주 한국당 임종기 등을 면담했다 이 중 특, 9 6 .

히 남녀평등을 위해 여성 여의원의 대변을 적극 추진하여 월 일에 여성9 5

국회의원들과 따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여성 의원 전원은 가족. “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뜻을 표명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1987: 246).

한편 여성 연합회는 가족법 개정안의 작성을 김주수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 고문 위원회에게 의뢰하였다 년 월 여성연합회의 명의로 가족법. 1984 10

개정을 위한 개정안 미제출 을 민법 제 편 친족 제 편 상속 개정 법안과( ) 4 , 5

대비 표로 작성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987: 596-633).

여성연합회는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뜻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침묵과 배신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오직 황산성 민한.

당 의원 고정훈 신사당 의원 백찬기 신사당 의원 이 명만이 청권서의 소, , , 3

개 의원이 되어 주었다 년 월 일 회 정기국회대정부질에서는. 1984 10 15 123

믿었던 여성 의원마저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하였다고 한다 국회에게 개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들은 고작 명의 여20 , 1

성의원을 포함한 명의 서명만을 받을 수 있었다6 .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여성 연합회를 포함한 개 여성단체에서는81 1

월 일 서울 대강당에서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여성 대표자25 YWCA “

간담회 를 가졌고 제 대 국회 의원 총선거시기에 여성 유권자 선언 을” < 12 >

발표했다 이는 년 월 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계에게 압력을. 198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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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전략 방법이었다.

년 월 일 정부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상의 남녀평등을 실1986 3 27

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보를 접한 여성연합회는 조속하고 완전한 개.

정을 위해 월 일에 국회의원에게 편지와 엽서를 보냈다 월 일에4 21 . 6 21~22

는 다 같은 사람인데 라는 연극 공연을 가졌으며 월 일에 만 명의 찬< > , 9 23 3

성서명을 첨부하여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연합회의 연이는 활동 결.

과 월 일에 드디어 의원 명의 제안 서명을 받아 법 개정안을 제출했11 18 60

다.

년은 운동의 전환점이 된 해이다 년 월 광주서 민주항쟁이 일1987 . 1987 6

어나 전두환 정권 몰락의 신호가 되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현행. 1987 10 29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헌법 제 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11 “ .

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고 명백하게 명시되었다 월.” . 11 4

일에는 여성 사회 연구회가 주최한 여성정책 토론회 가 열렸으며 당 대< > . 4

표자에게 가족법 개정 정책 추진 약속을 받았다 여성 연합회는 가족법 개.

정을 위해 계몽 활동 서명 운동 편지 및 전화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였다, , .

같은 해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년 월 일1987 12 19 ~

년 월 일까지 동본 동성 혼인자의 신고를 받아들이도록 규정했다1988 12 31 .

하지만 이 개정안은 년 월 국회 폐회에 따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1988 4

었다 월 일에는 의원 입법으로 가족법 개정안이 김장숙 박영숙 의원 등. 11 7 ,

여성 의원 주도하에 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153 .

서명을 취소하는 의원의 수가 명에서 시작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월6 , . 11

일 여성연합회에서는 명의 찬성서명을 첨부해 가족법 개정 청원서를9 51,630

국회에 제출하였고 월과 월 회원단체들은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11 12 .

년 월 일에 설립된 한국여성단체연합 이하 여연 은 년 월1987 2 18 ( ) 1989 10

일 가족법 개정을 위해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김엘림 여5 ( , 1991),

성 연합회와 같이 연대 활동을 벌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명( . 1987:360).

숙 위원장에 따르면 여연은“ 기존의 소극적인 운동 방식에서 탈피해 보

다 공격적으로 가족법의 두꺼운 벽을 뚫고 나갔다 어린아이 여대생 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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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성 주부 할머니까지 이 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여성들이 국회 주변, , ,

에서 슬로건이 쓰인 풍선을 들고 연일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으며 국회의

원에게도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들은 선거에서.

여성들의 표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압박하며 가족법 개정의 찬성표를 이

끌어냈다 고 회상했고 연합회와 같이 각 당 총재 면담을 했다 한명숙.” ( ,

한명숙은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의 운동 방법은 소극적2010).

이었다고 비판하였으며 여연의 가족법개정특위의 역할을 더 결정적으로,

보았다.

년에 들어가 여연은 연이어 건의서와 청원서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1989

였는데 월 일에는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 를 발족하였다 월 일에, 10 2 < > . 10 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 주년을 맞아 가족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33

였고 월 일에는 여성연합회 회장단이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대중 평민, 10 17 ,

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 등을 면담하였다 민정당 박준규 대표는 이태, .

영 회장이 별도로 만났다 그날 이후 총리 국회의장 등과 면담했다 월. , . 10

일에 여연과 교회여성연합회는 가족법 개정 여성 대회를 개최하였으며25 ,

국회까지 평화 행진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월 일에 이태영 회장은 노태. 10 30

우 대통령에게 가족법 개정 선거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월 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 . 1987: 365). 11 2

촉구 시민공개강좌를 열어 김숙자 부소장이 민주화는 가족법 개정으로부<

터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즉석에서 법사위와 소속의> ,

원에게 엽서를 작성하였다 월 일에 한국 교회 여성 연합회와 한국 여. 11 21

성 단체 연합은 이치호 법사위원장과 면담하여 공개 질의 개정 확약을 받았

다 월 일 여성 연합회와 여연 사회 각계에서 인 서명운동을 벌여. 11 23 , 300

교육계 법조계 여성계 등 여러 인사의 서명을 받았다 월 일부터 월, , . 11 24 12

일까지 여성대표들은 각 당의 총재를 방문하여 가족법개정안 회기 내 통과4

확약을 받아냈으며 월 일 법사위는 가족법 개정안 참고인 진술모임 을, 12 8 < >

열었다 이는 여성 연합회의 촉구 결과로 여성연합회 여연 이효재 교수 유. , , ,

림 등 여 명이 참석하였다 법사위는 일 모임에서 가족법 개정안 수정5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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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을 의결하였고 월 일에 국회법사위 가족법소위원회에서 수정안 작성) , 12 13

작업에 착수했다 월 일 가족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이 회. 12 19 ( ) 147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그 내용은 호주의 권리 의무 조항 대폭, 1) -

삭제 친족범위를 부모계 촌까지 조정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 신2) 8 , 3)

설 친권 제도 개정 재산상속제도 개정 이혼부부의 자녀양육규정 개4) 5) 6)

정 적모서자 계모자 관계 개정 등이었다7)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987:

381-386).

가족법 개정운동의 성공은 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질적 변화와 사1980

회적 외적 조건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연의 더 공격적 이고 새로. “ ”

운 투쟁 방법들은 가족법 개정 운동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가족

법 개정 특위가 월에 설립되었고 월에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10 12 .

여연은 가족법 개정운동에 참여해 여러모로 기여하였고 이에는 이태영,

를 비롯한 여러 여성 운동가의 활동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가족법.

개정운동은 여러 여성 단체들의 연대활동으로 전 국민의 힘을 받아 국회

에 압력을 가해 진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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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태영의 리더십 분석5

제 절 여성주의 비전1

이태영 박사의 여성주의 비전은 가족법을 개정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남녀평등 사회, .

를 위한 평등 의식은 교육을 통해서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사회의 규제인 법부터 바꿔 남녀불평등 요소들을 그릇,

된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태영은 남녀평등 사회를 전망하

고 가부장적 문화의 현실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법 개정 방안을 제시 하

였다.

모든 남녀가 평등한 양성평등의 세상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 ,

있어서 근간이 되는 남녀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법 내에 남녀차별이 심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의 의식 자체에서의 차별도 심했는데 법마저 남.

과 여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법을 바꾸는

것은 그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결집된 힘으로 법 개정 운동을

통해서 먼저 법을 바꾸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태영 선생님.

은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양립된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머리를 바꾸는 것 의식을 바꾸는 것 다른 하나는 운동을( ),

통해서 법제도를 바꾸는 건데 이를 위한 운동 중 하나가 가족 개

정 운동인 것이지요 곽배희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

그녀의 비전은 일관성을 가졌다 그녀는 년 동안 가족법 개정을 위. 37

해 끈기 있게 활동하였고 이를 자신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했다 년. 1984

월 일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한 여성연합회 의 촉진대회에서 그녀는11 29 < >

가족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하겠다 는 다짐을 밝혔다 한“ .” (



- 37 -

국가정법률상담소 또한 여성연합회의 규약에서는 이. 1987: 381-386). “

연합회는 현행 가족법이 인간 평등의 의념과 민주적 윤리에 입각한 합리

적인 법 제도로 개정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백하게 제시.”

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 항목 중에 가장 많( . 1987: 585).

은 반대를 받은 제도는 호주제와 동성동본불혼제를 폐지시키는 것이었

다 호주제는 가족 안에 호주의 절대적인 권력을 인정해서 남성의 지위.

를 여성보다 더 높게 규정한 제도로 나머지 가족 성원들은 법적으로 호

주에 부속되었다 또한 동성동본불혼제는 조선 시대부터 유래된 법으로.

인구가 적었던 시대에 적용하기 알맞았지만 조선말기 호적 모조 현상 및

인구의 확대를 고려하면 근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법이다 동성동본불.

혼제 때문에 많은 부부들은 결혼식 및 결혼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자녀,

의 출생 신고도 할 수 없었으며 양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유림 측은 법과 도덕을 구별하지 못해 호주제와 동성동본.

불혼제는 한국의 미풍양속이라고 단언하며 격렬히 법 개정을 반대하였

다 남녀유별 사상의 잔재가 많고 남녀평등 수준이 낮은 한국에서의 가.

족법 개정 운동은 수 없이 많은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천천히 진행되어 왔다 년에 들어가서야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2005 , 2008

년부터 법의 효력이 적용되었다.

이태영은 사회적 연결망 내의 구성원에게 여성주의 가치에 대한 관심

을 가지게 했고 이 관심을 행동으로 가족법 개정 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족법 개정을 실행시켰다.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한 여성연합

회의 회장으로서 이태영은 강연 매체 자서전 회의 결의서 등을 통해, , ,

운동의 비전을 구성원과 공유하였다. 사회에는 남녀평등을 이해하는 사

람도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

서 이태영은 그들에게 여성주의적인 가치가 단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

라 가족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더 큰 의미를 부여시켜

가족법 개정의 참된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가족법 개정 운동으로.

계몽 사업과 홍보 사업을 펼치며 남녀평등의 참 의미와 남녀평등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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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양속에 모순되지 않았음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렸다 년 월에. 1988 3

연합회에게 보낸 글에서 그녀는 나는 보통 사람들의 민주화 시대를 열“

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정치에서 국민의 반 이상을 아직도 차별하고‘

억압하는 악법인 가족법을 개정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확신합’

니다 이 나라의 살림을 도맡고 이 나라 발전의 근본이 되어 온 천만. 2

여성들 억울해도 억울하다 말하지 못하고 모질게 당해도 부당하다 항, .

거하지 못한 채 가부장제 사회제도의 노예가 되어 온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독재 정치적 만행을 용인하거나 침묵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였습

니다 이태영 고 말하며 여성주의적인 목표를 다시 강조했( . 1999: 276).”

다.

여성주의 비전은 이태영의 내적 리더십으로 설명 가능한데 내적 리더,

십은 자기 확신을 의미한다 그녀의 여성주의 비전은 진지한 고민과 노.

력의 결과였다 그녀가 법학 공부의 길을 택한 것은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보완하

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녀의 여성주의 비전은 그녀가 자란 가족 환경과.

사회 활동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본다 남녀를 평등하게 대하는 기독.

교 사상의 가족 아래에서 자라 세기 초에 태어났음에도 남들보다 일찍20

여자와 남자는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태영은 가족을 회상하며 나는 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일. “ 3 .

찍부터 기독교를 통하여 문물을 익혔던 만큼 우리 집안은 상당히 개화된

가정이라 할 수 있는데 나는 거기서도 여성이라는 신분에게 주어진 모,

순을 피부로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녀는 성경의 창세기.” . 1

장 절과 창세기 장 절에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둘이 뭉쳐27-28 5 1-2 “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는 세상 이라는 말에 감명을 받았”

다 어릴 적 큰 올케를 보며 왜 올케는 어머니의 딸이 아닌데 손님처럼. ,

대접받지 못할까 의문을 가졌으며 큰 오빠가 큰 올케에게 화를 낼 때마

다 더욱 마음 아파했다고 한다 이태영의 어머니인 김흥원은 아들딸. “

가리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아이만 끝까지 공부시키겠다 며 이태영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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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를 똑같이 대학까지 진학시켰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이태영은 어.

머니로부터 하라는 아들놈은 초저녁부터 잠들고 안 해도 좋을 딸아이“ ,

는 열심히 한다 는 말을 듣게 되었다 딸이라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

말에 서운함을 느꼈고 집안일 외의 하찮은 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보며,

저 것이 여성의 인생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태영“ ” ( . 1987:

83-85).

이태영의 여성주의는 가족과 종교 학교 그리고 여러 활동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학교 때부터 딸과 아들이 받은 우대 차이를.

알아채 그에 대해서 웅변을 하기 까지 했다 여성운동가로서 활동하면서.

남녀평등이 단지 여성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의 매일 아침 기도 말에는 정의와 평화의 의미

를 담고 있다 온 인류의 공정하고 자애로운 법관이신 하나님 우리는. “ ,

하나님께 기도드리나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와 부정을 가려내며.

선과 악을 구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를 위해 도와, , ,

줄 일을 위임받은 이 종들을 굽어 살피소서 우리에게 정의의 영 식별. ,

의 영 인애의 영인 성령을 내리사 같이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

신성한 직무를 겸손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고 또한 비밀리에 완수할 수 있

도록 이끄시옵소서 이태영 여성 법률 상담소의 설립 목적( . 1991: 208).”

은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정신에 기초“

하여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무지한 자의 편에 서서 이들을 옹호하는 데, ,

필요한 모든 법률적 부조사업 법론 대서 소송 대행 을 무료로 제공하고( - - )

여성의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가 사회의 평화 라는 민주주‘ ’

의 이상을 실천하는 것 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1987: 27).

이태영의 여성주의를 다른 여성운동가와 비교해 보면 그녀는 여성의,

개인적인 자유보다는 행복한 가족 같이 사는 세상 딸로서 딸답게 아, , “ ,

내로서 아내답게 어머니로서 어머니답게 사는 것 등을 더욱 강조하고, ”

있다 양현아는 이태영의 여성주의에 대해서 전통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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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되 그것을 논증해 줄 법학적 지식에 미치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을

까 이러한 인식세계 안에서 이태영의 여성주의는 한국의 가부장적 전통.

에 대항하는 서구의 계몽정신이라는 구도 속에서 전개된 것은 아닐까 한

다 양현아 고 주장했다 이태영은 유림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 , 2005).” .

역시 유교 문화를 몸에 익힌 사람이고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 이지만“ ”

그럼에도 여성에게 법의 억울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영( .

1999: 284-287).

나 자신 또한 매우 엄한 유교적 분위기에서 자랐으며 윤리도“ ,

덕과 미풍양속을 중시하는 가족법 개정 측근도 마찬가지다 고쳐.”<

야만 한다,

이태영 여성련 회장 동아일보 년 월 일자> 1984 9 17 .

이태영의 여성주의적인 의식은 그녀의 브랜드가 되어 줄곧 한 일생,

동안 여성주의적인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어.

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법 개정 운동을 촉

진하려고 노력했다 년 여성의원들의 배신으로 인해 며칠 동안 아파. 1984

서 누워 있어야 했던 적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하나의 자극제로 새로운,

운동 방법을 찾아낸 계기로 삼았다 이태영이 가족법 개정 운동을 벌인.

것은 처음에는 여성의 진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점차,

모든 법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인간을 위해서 투쟁해 나갔다 이태영.

은 자신의 인생으로 여성주의 가치를 대변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직무를,

맡으면서도 결혼생활을 지속해 나갔다 사회활동이 많다 보니 다른 어머.

니들처럼 자식들의 소풍 준비를 도와주거나 학교의 과제를 직접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이태영의 네 자녀 모두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거

울로 삼았다고 한다 또한 이태영의 지인인 여러 교육자들은 이태영의.

자녀들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어 이태영의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 주었다 남편의 외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사람 모두 민. .

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며 도와줄 수 있었,

다 또한 이태영은 시어머니와 고부관계가 양호하였으며 시어머니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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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가사 일에 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태영과 정일형 부부는 년. 40

동안 원만한 결혼생활을 가져 가정과 직장 또는 사회 활동의 양립이 가,

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이태영이 실천한 여성주의적인 가치에 대.

해서는 그녀의 네트워크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알려졌는데 그 네트워크는 국내외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이루어졌다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계층.

은 주부들이였다 이태영 또한 한 사람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이들의 입. ,

장을 이해하고 여성이 가지는 이중적 부담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여성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제 절 변혁적 리더십 특성2

1. 이상적 영향

변혁적 리더십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이상적 영향 혹은 카리스마이

다 타인에게 보인 이태영의 이상적 영향은 그녀의 열정과 성실성 경험. ,

에서 유래된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추종자들을 가족법 개정 운동에 몰입.

시킨 요소이다 이태영과 같이 남녀평등을 갈망하던 모든 이들은 그녀의.

여성주의 비전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감탄하였다고 전해진다.

이태영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화여전 모두 수석 졸업하였다 중학교 때, , .

웅변대회에 나가 등을 하였으며 이화여전 시 전국 여자 전문학교 웅변1 ,

대회에 나가서도 등을 차지했다 그녀는 여기에서 공부를 멈추지 않아1 .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된 후 법학 공부에 뜻이 있어 서울대 법정대의 최,

초 여학생이자 최초 주부 학생이 되었다 그 당시 법학 공부는 남자의.

공부라는 편견이 있는 시대였음에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아 학사 졸

업 이후에 석사 박사 학위까지 수여하였다 이태영은 최초 사법고시 합, .

격자 또한 최초의 여변호사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이태영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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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전 졸업 전에 인덕학원 설립자인 박인덕과 함께 신생활운동과 농

촌 진흥 운동(농촌 여자 사업 협찬회, 1933)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곳에,

서 타 여성들과의 후원 클럽 활동을 경험하였다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

한 비용도 회원 클럽에 의해서 모을 수 있었다 한편 그녀는 과거에 고.

등학교 졸업 후 병에 걸려서 년 정도 대학 진학을 늦췄던 적이 있다1 .

그 동안 평북 동광보통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다 년에는 한국. 1956

가정 법률 상담소를 창립하고 소장을 맡았고 또한 대한어머니회 창립,

이사이자 고황경 등과 같이 여성단체협회 창립 이사 김활란 등과 같이( ) ( )

를 맡았다 학술 분야에서의 그녀의 지위를 살펴보자면 그녀는 이화여. ,

대 교수 겸 법정 대학장 가족법 학회 부회장 한국 법학원 이사 등을, ,

지냈다 그 외에 이태영은 한국여성문제연구회 이사 대한 연합회. , YWCA

이사 애광원 이사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이사 대한간호협회 고문 가, , , ,

사심판법원 기초 위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기초발기위원 범여성가족법, ,

개정촉진회 부회장 가족법 개정을 위한 협회 회장 등 여러 분야에서 다,

양한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그의 공로와 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법에 관해 여러 나라.

에 출장을 나가 국제회의에 참석 일본 태국 유고슬라비아 이스라엘 모( , , , ,

나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호주 서울 네덜란드 케냐, , , , , , , , ,

가나 하였고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 세계여류법률가협회의 부회장직도) , ,

맡았다 이태영이 직접 저술한 책은 권이나 되며 그 외에 국내 신문. 18 ,

에서 많은 기사를 집필하였다 그녀는 법을 통해 세계 평화상 라몬 막. ,

시아시아 상 등을 수상하였고 년대 신문을 통해 우리는 그녀의 활, 1980

동이 자주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감적인 동기부여2.

이태영은 가족법 개정 운동의 선구자로 운동의 비전을 호소하고 다,

양한 상징들을 사용해서 성원들의 노력을 고무시키며 적절한 행동의 모

델링을 제공하였다 윤혜린 그녀는 또한( . 2007: 34). 가족의 평화는 곧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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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화의 기반이고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가족법 개정의 의미를 쉬운 말

로 표현해서 대부분 주부로 이루어진 회원들에게 친근하게 내용을 전달

하였다 가족법 개정은 운동에 참가한 여성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 딸 자매들을 위한 것이었다, , .

가족법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들과 딸을 장남과 차남을 또“ , , ,

한 호주와 다른 가족들을 차별하고 있다 이태영( . 1985: 188).”

가정과 직장을 나누어 남녀의 장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가정“

에서도 사회에서도 남녀가 함께 참여해서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생명의 꽃을 활짝 피워갈 수 있다 이태영( . 1985:

나는 우리들에게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지 다시 말해 공존18).” “ , ,

의식이 없다고 생각한다 남이야 어떻게 되는지 나만 잘 먹고 잘 입. ,

고 잘 쓰고 잘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심리에서 있는 자의 없는‘

자에 대한 탄압 이 생겨났고 자연히 없는 자의 있는 자에 대한’ , ‘

불만 이 싹터 이러한 불평등에서 인류 역사상의 온갖 모순과 갈등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태영( . 1985: 82).”

내가 강조하는 가족법 개정운동은 어느 나라의 것을 모방하자“

는 운동이 아니다 여권 운동만도 아니다 이는 인간화 운동이며 가정. .

의 민주화 운동이고 국가적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다 이태영, ( . 1985:

아직도 이 개정되지 못하고 남아 있으며 이에는 가장189).” “ 1/3 ,

어렵지만 여성의 완전한 법적 해방을 위해 꼭 개정되어야 할 조항들

이 들어 있기 때문에 승리감에 빠질 수도 이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

니다 이것은 내 여생을 걸고 해결해야 할 숙제로 여겨졌습니다. 가정(

상담 년 월 일 호. 1985 8 30 ) (이태영. 1985: 216).”

년간 개정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30

덕과 법의 본질 자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개정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나 자신 또한 윤리 도덕과 미풍양속을 중시하는.” “

매우 엄한 유교적 분위기에서 성장하였고 이는 가족법 개정 측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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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다 그러나 관혼상제 부모효도 자식사랑 부부화목과 같.” “ , , ,

은 우리의 미풍은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윤리와 전통으로서 지켜지는

것이며 법은 쌍방 간에 시비가 생겼을 때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을 가,

려내는 가치 기준으로 법이 불공평해선 절대 안 된다 인간 차별.” “

의 역사는 남녀차별에서 시작되었으며 무엇보다 오래 계속되고 있

다 차별을 거부하고 인간답게 살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

어느 누구도 억누를 수 없다 고쳐야만 한다 이태영 여성련 회.” - < ,

장 동아일보 년 월 일자> 1984 9 17 .

반대 압력에 부딪쳐 가족법 개정의 꿈이 일시 좌초됐을지라도“

지난 한 해 동안 가슴 밑바닥까지 통쾌하고 역사 앞에 한 없이 자랑

하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다 하나의 입법 사항을 듣고 개나 되. 73

는 여성 단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 준 남성 단체까지 합치면 개, 83

에 달하는 대규모 세력이 하나로 뭉쳐 이토록 적극적으로 또 조직적

으로 움직였던 일이 우리 현대사에 일찍이 있었던가 하는 데 대한 자

부가 바로 그것이다 어쩌면 목표의 성공 그 자체보다 값진 소득인.

것만 같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

다는 만고불변의 상식에서 출발한 이 운동은 비록 여성들이 먼저 들,

고 나오기는 했으나 같은 인간으로서 남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

어져 마침내 전 민중의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생략 언론의 성, . ( )

원도 대단해서 어느 회원 단체 못지않은 적극적인 협조를 보여주었

다.”5)

그녀는 매년 초에 동료들에게 새해 인사 봄 인사를 보냈는데 여,

기에 늘 사랑하는 동료들 이라는 호칭을 썼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며‘ ’ .

앞으로 이어질 해의 희망을 전망했다.

년 월 일에 경제기획원에서 인구 정책 심의 위원회는 장1986 3 26

기간의 인구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 정책을 한 자녀 가족에 대한 혜택.

을 늘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호주제도 상속제도 등을 남녀평등의 방향, ,

5) 이태영 가족법 개정 운동의 패자로서. 1985. " ." 『한국인』 권 호Vol. 4 1 , pp. 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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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 가정 불이익 확대 경향신문. (< >, 1986

년 월 일자 면 이에 대하여 년 월에 이태영은 동료들에게 보3 27 . 3 ) 1986 4

낸 가족법 개정을 열망하는 동료들에게 에서 가족법 개정의 필연성은< >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고 다시 강조하며 년에 법을 재정하는 것은 너1990

무 늦다고 하소연하였다 또한 이제 우리는 더욱 굳건한 형제애와 자. “

매애로 뭉쳐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가족법 개정에 더욱 매진합

시다 고 호소했다.” (이태영. 1999: 272-275). 이태영은 년에 딸만1985 “

두면 대를 못 잇는다는 생각 때문에 딸은 아들보다 제구실을 못한다고

여겨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한 자녀 갖기 운동은 설득력이 없다 고 지.”

적하였고 인구 인상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가족법 개정의 한 효과이지,

인구정책의 한 방법이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인구 정책은 남녀평등부터(< >

경향신문 년 월 일자, 1985 3 19 ).

내 경험을 말한다면 돈이나 한 명의 사람 또는 권력으로 지탱“ ,

하는 사업은 결코 장수하지 못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없어지고 사람이. ,

죽으면 문을 닫고 권력이 바뀌면 이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오로지 사랑으로 지탱해 온 우리의 사업은 그 생

명이 영원할 것을 굳게 믿으면서 먼 길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

렵니다 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 주년 기념사 년 월( , 1999: 243, 25 , 1981 10

일20 ).”

그녀는 년에 한국의 첫 직선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1988

회의원 선거총선도 곧 진행되며 올림픽도 개최된다는 것은 절호의 기88

회 라고 말하며 동료들에게 기쁨을 표하였고 성원들에게 낙관적인 희” ,

망을 주어 그들의 노력을 보다 더 증대시켰다 동시에 이제부터 우리. “

는 정치일선에 뛰어드는 출마자에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귀가 따

갑도록 들려주고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총 매진합시다.”

라며 가족법 개정 운동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태영( . 1999: 27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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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배려3.

이화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소의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

며 그들에게 가족법의 실제를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가족법 개정에 있어,

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 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전국 회원 단체의 운동.

지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년부터는 사법 고시에. 1978

합격한 여성들을 위해 축하 파티를 열었고 여성 법조인 모임을 만들었,

다 이러한 개별적 배려를 통해서 성원들은 이태영의 뜻을 이해하고 동.

감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태영은 사법 고시 합격 여성 축하 파티에서 이제 여성법률“

가들의 세계적인 모임에도 가입해야겠어요 라고 기뻐하며 여성.” “

법 위회 만들 때가 되었다 고 했다 그날 참석한 합격자인 이미현” .

씨는 요즘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족법에는 남녀 불평등한 내“

용을 담고 있으므로 여성에게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동아일보 년 월 일자.” ( 1984 10 30 ).

동아일보 년 월 일자 사법시험 합격 여성 명 축하모임1986 2 7 < 64

가정법률상담소 모임 에 따르면 해마다 사법 시험 여성합격자들이> “

늘어 이제 여성법조인의 수가 적다는 것만으로 주목을 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남자보다도 정의로운 판검사 억울한 사람. ,

을 돕는 변호사가 돼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

황산성은 이태영이 연 사법고시 합격 여성 축하파티에 참가한

사람 중 하나로 년 법 개정안에 서명해준 유일한 여성 국회의원이1984

다 다음번에 국회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물론 가족법 개정을 서두. “

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여성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방향에서 불

평등개선과 권익 옹호를 위한 운동을 펴나가겠다 가족법 개정안 서명과(<

비서명 사이 동아일보 년 월 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984 11 26 ).”

곽배희는 상담소에서 일하게 된 계기에 대해 뭐 설득할 필요도 없죠“ .

우리 선생님이고 저는 선생님의 제자였고 또 선생님이 상담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 자신도 여기서 일하는 게,



- 47 -

좋았고 그리고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왔죠 라고, , .”

답했다.

년에 이태영 년에 황윤석 이렇게 두 여성이 사법고시에1952 , 1953

합격한 이후 년이 다 되었을 때인 년에 한국에 다시 여성법조인이20 1970

나타났다 년에 황윤석이 세상을 떠났다 즉 년부터 년까지. 1961 . 1961 1970

법조인 자격이 있던 여성은 이태영 뿐으로 법조계마저 여성의 수가 절대

소수인 시기였다 이러한 이태영의 이야기는 당시 언제나 신문에 실러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후배 여성법조인에게서 관심을 얻어 법,

개정 운동에 대한 관심까지 얻어낼 수 있었다.

지적 자극4.

이태영은 회장으로서 회원의 창의성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였

다 운동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만큼 전체 후원의 단결을 중요시.

했다 자신만의 방법보다는 회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

으려고 노력하였다 가족법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각계 인사에게서 아.

이디어를 얻고 이들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 단계에 최초로 사회학의.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해서 국회의원 입후보자 태도 조사와 가족법“ ” <

개정 신민 조사 를 실시하였고 대다수의 동의로 그 결과를 보도하고 국> ,

회에 제출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992: 334-338).

년 월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주년 기념사에서 그녀는1986 10 , 30

본격적인 법률 구조운동이 전개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는 다방“

면에 걸친 전문적인 카운슬러 양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방면에 잘 훈련된 법학도 심리학자 종교인 정신 의학자 사회사, , ,

업가 사회학자 철학자 가정학자 등 다방면에 걸쳐 사회과학과 인문, , ,

과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략 조사연구 사업. ( )

의 전문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보관된 자료를 통한.

조사자료 작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상임연구위원제와

자원연구원 제도를 신설하여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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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문제에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략 진정한 가족공동체의 민주. ( )

화를 주도하는 출판문화를 창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

태영, 1999: 252).

제 절 윤리적 리더십 특성3

가족법 개정운동은 법을 수정하는 운동이자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

키는 운동이었다 윗세대가 중시했던 유교적 윤리를 버리고 남녀평등 가.

치를 중시하게 하는 운동으로 이 과정에서 지도자가 윤리를 지키지 못한

다면 아무도 따라주지 않을 것이란 걸 이태영은 잘 알고 있었다 이태영.

은 윤리성을 지니고 추종자들의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하며 신뢰를 쌓아

원활한 상호 작용을 가졌다 이태영의 윤리적 특성에는 정의로움 용기. , ,

봉사 절약 끈기 겸양 관용 진실성 등이 있다, , , , , .

이태영은 무료 법 상담을 진행해 전국적으로 잘 알려졌다 그녀가 개.

정운동을 한 이유는 정치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수 없이“

새롭게 실감하곤 했다 이태영( . 1985: 188).”고 말하였으며 상담소의 직원,

들에게 보낸 글 년 월 에서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1986 5 ) “

을 선한 의지로 용해시키자 고 당부했다 이태영.” ( , 1999: 206-209).

처음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오해의 화살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에 법의 원래 목적인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되살아나 더 이상 법 때,

문에 희생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가족법 개정을 위해 죽는 날까지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 주년 기념( , 1999: 243, 25

사 년 월 일, 1981 10 20 ).”

이태영은 가족법 개정 운동을 정의로우며 이웃을 돕는 일이라고 계

속해서 설명했다 그녀는 여자이자 야당의 아내로서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계속 용기를 잃지 않고 가족법 개정을 추진했다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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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권의 감시 속에서 늘 과감하게 처신하였으며 그 예로 경찰의 불허

결정에 불구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기는 여성주의.

비전과 무관하지 않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확고한 비전 덕택에 어떠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정한 목표를 이루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직접 유도회를 만나 서로의 의견을 듣는 등 모든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여성이 먼저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지 자신의 제자리.

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으며 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기에 규칙을,

세워 절약하고 다른 직원들이 낭비했을 경우 바로 꾸중하였다 또한 이.

화여대 동창회와 대한어머니회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가족법 개정운동,

의 운동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동기 유발과 자발적 참여를 중요시했

다.

이태영은 년 새해 인사 편지에서 삶의 목표와 계획의 중요성에1989

대해 말하며 노인들도 허물러지지 말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동지 여러분 부디 한 해의 뚜렷한 목표를 세우시고 바르고 정의로“ ,

운 길로 주저 없이 나아가는 년 기사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1989

이태영( , 1999: 220).”

년에 이태영은 최초 여판사 황유석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 자살1961 “

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다 라고 대답하여 여성계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녀는 자신이 본디 본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숨김없이 말하. “

는 성격을 타고났다 이태영 고 전하며 어떤 의도도 없이 대( , 1999: 35).”

답했는데 비난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자.

신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며 소문을 분명하게 정리하였다.

이태영의 윤리적 리더십 특성은 가족법 개정 운동에 참가한 여성운동

자와 조직들을 통합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윤리적 모델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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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6

제 절 연구 결과 요약1

최근 여성리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여성리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책 출판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리, , .

더들의 등장은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나 아직 남녀평

등에 도달했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이태영의 사례를 분석.

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리

더로서 남녀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

봤다 먼저 가족법 개정 운동은 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년이 되. 1952 , 1989

어서야 비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전의 두 단계의 운동 활동의.

실패를 통해 이유를 파악해 보자면 외적 조건으로는 입법자들의 고집, ,

전통의 사회적 유산을 들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운동의 규모가 범국민,

으로 확대하지 못한 점 여성계 내부의 균열이라는 점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운동은 미미한 개정의 결과만 얻을 수 있었다. . 1980

년대에 들어가서야 개정운동의 외적 조건과 내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

어 운동이 최초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태영의 리더십은 여성주의 리더십이다 그녀는. 첫째로 일관성 있는,

여성주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여성주의 비전은 오래전부터 형성된 것.

으로 가족법을 개정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것,

이다 이태영은 사회적 연결망 내의 구성원들이 여성주의 가치에 대한 관심.

을 가지게 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가족법 개정 운동에 참여하,

게 하여 가족법 개정을 이루어냈다 그녀의 네트워크는 아주 다양해 국내외.

를 넘나들었다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한 여성연합회의 회장으로서 이태영은.

강연 매체 자서전 회의 결의서 인사 편지 등을 통해 운동의 비전을 공유, , , ,

했다 이태영의 여성주의 의식은 그녀의 브랜드가 되었다 그녀는 어떠한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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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속에서도 방법을 찾아 흔들림 없이 가족법 개정 운동을 촉진하려고 노력

했다 년 여성의원들의 배신으로 인해 며칠 동안 아파 누워 있어야 했. 1984 ,

지만 이를 오히려 하나의 자극으로 삼아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태영은 사회적으로 많은 직무를 맡으면서도 결혼생활을 병행하여. ,

자신의 인생으로 여성주의 가치를 대변했다 이태영과 정일형 부부는 년. 40

동안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며 부부간의 평등을 보여 주었고 가정과 직장이,

나 사회 활동을 양립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둘째로 그녀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을 보인다 변혁적 리더십.

의 특징은 이상적 영향 혹은 카리스마 영감적인 동기 부여 지적 자극 개, , ,

별적 배려 등이다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 뛰어난 웅변 능력 쉴 줄 모르고. , ,

계속해서 일하는 에너지 엄한 성격 보다 풍부한 국내외 법률 활동 경험, , ,

한국의 최초 여 법대생 여성으로 최초 사법 고시에 합격 최초 변호사 최, , ,

초 법정대학 여성 학장 한국인으로 최초로 국제 법률 위원회의 부회장을,

지냈다는 점 등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준 이상한 영향들이다 또한 그녀.

는 운동의 의미를 함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데에 두었다 이를.

통해 성원들의 낙관적 태도를 증진시켜 그들의 노력을 보다 더 증대시켜,

주었다 전국 회원 단체의 운동 지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펼쳤으며. ,

사법 고시에 합격한 여성들을 위한 축하 파티 및 젊은 여성 법조인 모임을

만들었다 또한 여러 가지 개별적 배려를 통해서 성원들이 이태영의 뜻을.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가하게 됐다.

셋째로 윤리적 리더십 특성을 가졌다 가족법 개정운동은 법을 수정하는.

운동이자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운동이다 윗세대가 중시했던 유교적.

윤리의 불편한 점을 버리고 남녀평등의 가치를 중시하게 하는 운동으로 이,

과정에서 지도자가 윤리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것

이다 이태영은 그녀가 가진 윤리성으로 추종자들의 존경심을 이끌어 냈고.

신뢰를 쌓았다 이태영의 윤리적 특성으로는 정의로움 용기 봉사 절약 끈. , , , ,

기 겸양 관용 진실성 등을 들 수 있다 이태영은 무료로 법 상담을 제공하, , , .

는 가정법률 상담소를 운영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정의롭고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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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사회 를 이루기를 원했다 가족법 개정운동을 정의롭고 이웃을 돕는” .

일이라고 지속해서 설명하였다 이태영은 여자이자 야당의 아내로서 활동하.

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계속 용기를 잃지 않고 가족법 개정을 추진했,

다 여당과 정권의 감시 속에서 늘 과감하게 처신하였으며 이 예로 경찰의. ,

불허 결정에 불구하고 서명운동을 벌인 일을 들 수 있다 그녀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직접 유도회를 만나,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했다 가족법 개정운동.

에서 운동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동기를 유발시키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

를 중요시했다.

이태영의 리더십 형성에서 가족과 학교의 교육 종교의 영향 등이 큰 역,

할을 했다 이태영의 자질과 리더십은 오랜 시간을 걸쳐 형성되었으며 다양. ,

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춰 가족법 개정운동의 가치를

큰 범위로 확장시켰다.

제 절 연구의 의미 및 한계2

본 논문에서는 이태영이라는 여성 운동가의 여성주의 리더십 사례를 연

구했다 기존의 리더십 사례 연구들은 주로 비즈니스나 정치 교육 영역에서. ,

이루어진 것이 많으며 여성운동가의 리더십 연구는 많지 않다 일의 효율을, .

추구하는 것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여성주의 리더십을 연구함으로써 변혁적

인 방법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성주의적 리더십을 가진 이태영이

가족법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

다 그녀의 리더십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많은 변혁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녀의 업적과 윤리성은 현재의 가족법 개정 운동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이태영의 사례를 통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외적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에 대

응하는 여성 리더의 리더십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여성주의 비전과 자신

가치 확인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주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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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이태영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태영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담지 못했다 둘째 이태영의 리더십 역량 형성 과정을 살펴봤. ,

지만 이것을 어떻게 리더십 교육에 응용할 것인지를 제안하지 못했다 리더.

십 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 많은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이태영의 리더십 구성 요소에만 집중해 그녀의 시대적 한계를 충.

분히 분석해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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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public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female leader in many areas and women's leadership are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in academia these days. The number of

women leaders continues to rise, however social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has not yet been reached. Therefore, feminist leadership is

researched. Feminist leadership is value-sharing leadership. Most recent

women leadership research concentrates on business, politics, education

or civil servants but rarely deals with womens' leadership within the

womens' rights feminist movements. In this research paper, we studied

on the leadership of Lee Tai-Young(1914-1998), who was the leader of

the 1980 family law revision movement. In 1948, the founding

constitution was enacted, which contained provisions to ensure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However the lower legal provisions we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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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ion of them. Legal provisions for the family in the Civil Code

were unequal to women. In 1989, after 30 years of movement, the law

revision plan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analyzes

the leadership of Lee Tai Young, the former president of the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Law revision movement to identify

the model of feminist leadership. The study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Lee Tai Young in 1980s. We used theories of leadership, women

leadership in order to derive the leadership of Lee Tai Young, male

and female leadership. The main reference is Lee’s autobiography,

books on family law and the revision movement, and academic research

and newspaper articles on 1980s women movement.

Lee Tai Young is a typical case of feminist leadership. The

feminist leadership is composed of elements such as feminist vision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thical leadership. The consciousness about

gender equality of Lee was formed from she was a child and more

developed through social activities more. She also had a wide rang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ciety network which is helpful for the

movement.

Keywords: Lee Tai Young, Feminist, Feminism, Leadership, Family

law Revison Movement, Head-of-fami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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