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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인권규범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의 정책 이전 결

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정

책 이전 이론의 과정에서의 정책 이전 주체와 정책 이전 반대 집단의 상

호작용으로 펼쳐지는 소수자 정책 지형을 분석틀로 삼았고, 특히 정책 이

전 과정에서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과 정책 이전 반대 집단의 저항

크기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는 정책영역의 특징을 살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모두 국제인권규범을 실현하

는 중요한 법안인 동시에 법안이 담고 있는 구제 수단, 영역 등의 내용과

함께 형태에 유사성이 많으며 입법이 시도되었던 시기도 비슷하다. 반면

결정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

되었으나 같은 차별금지법인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유사한 시기에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2014년도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에서 1기에는 이 시기에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조직화와 법안 연구에 몰두하였고 스스로 정책

창도가가 되어 정책 영역의 변화를 이끌 준비를 하였다. 이후 장애인차별

금지법 2기에서 장추련의 조직적 영향력이 발휘되었고, 장애계 정치인들

의 국회 진출, 정부의 공약 이행 등과 맞물리면서 정책 찬성 집단의 영향

력이 강해졌다. 반면 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의 저항은 약했다. 이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정책과잉영역에서 전개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원안을

고수하지는 못했으나 원안이 상당히 반영된 형태의 타협안으로 제정에 이

른다.

일반적 차별금지법 사례에서 1기는 정책 찬성 집단의 약한 영향력과 정

책 반대 집단의 약한 저항으로 정책결핍영역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별금지법도 다른 소수자 정책들처럼 정책결핍영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후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2기에서 법무부의 안을 접하게 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조용한 대응이 아닌 실질적 조직화와 행동에 나서면서 정책 이



전을 반대하는 집단들의 저항이 강해졌다. 또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성적소수자 단체를 비롯한 인권, 시민단체

들도 조직화에 나서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극심한 정책갈등영역으로 전

개되었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3기에서 정책 반대 집단의 저항 크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관심, 정부와 국회의 비일관적인 태

도, 성적소수자 단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 등의 영향으로 정책 찬성 주체

들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이에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정책기회영역에 위

치하여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어 :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인권규범 성적소수자

정책이전

학 번 : 2011-2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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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특정한 정책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손쉬운 방법은 비슷한 문제

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대안을 탐색하는 일

이다. 물론 국가마다 환경과 사정이 다르지만 대안으로 살펴보고 연구하

여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자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정책

이전(policy transfer)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특히 교통, 통신의 발

달로 인해 국가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유사

한 국가들은 서로 간에 활발히 정책들을 공유하면서 정책이전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여러 사안들은 그러한 국제기구에 참여하

는 국가들이라면 누구나 수용해야 하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국제연합(United Nation, UN) 등에 가입한 나라들은 그 기구들이 정한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정준금, 2008). 국제기구에서는

특정한 이슈나 정책에 대해 가입 국가들의 진행 사항 등을 보고서나 국제

회의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비교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정책 이전은 더

욱 촉진되고 있다.

환경, 인권 등이 국제기구에 의해 활발히 촉진되고 있는 분야인데 특히

국제인권규범은 UN 등에서 다양한 인권 관련 조약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조약들을 수용하고 받아드린다. 또 이와 관련하여

국가들은 서로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정책적 권고를 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들은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수용하게 되고 이를

위해 각국의 관련 정책들을 자국으로 이전시키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볼 차별금지법들은 이준일(2007a)이 말하고 있듯이 국제협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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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며, 모든 인간에게 존엄과 자유 및 평등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정신을 구현하는 입법을 위한 노력의 산물인 동시에

평등권의 관점에서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이준일,

2007a: 147).

실질적으로 인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 사회의 많은 국가들은 명칭과 형태는 다르지만 차별금지법제

들을 시행해오고 있다. 국제기구의 다양한 인권 규약에 가입해오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이를 실현하고자 여러 형태의 차별금지법들을 마련하고 시

행해 오고 있다. 특히 다양한 차별사유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차별금지

법의 제정도 시도해 왔다.1)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

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사유, 차별영역에 대하여 빈틈없는 구

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이준일, 2007a: 166-16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게 되듯이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정책이라도

그 이전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개별적 차별사유나 차별영역에 따라 만들어지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몇 차례의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무산되어왔다. 즉 비슷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정책 이전이라도 그 성패가 나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이전이 말 그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전과정에서 정책환경, 정책행위자

등의 상호작용이 정책이전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

리사회에서 소수자가 받는 차별을 제거하고 국가 전체의 인권 수준을 증

1) 차별사유나 차별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을 ‘일반적 차별금지

법(general and anti-discrimination law)’라고 한다(이준일, 2007a). 외국에서는

평등법, 인권법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다른 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기본법 등으로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여러 차별금지법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서술한다.  



- 3 -

진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제들을 수용하는 것은 중요한 바, 이와 관련되

는 정책이전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차별금지법들의 수용 과정을 정책이전으로 보면서 그 과정 속

에서 나타나는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비슷한 시기에 정책이

전을 시도하였던 두 가지의 차별금지법안 사례를 비교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실패 과

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즉 동일한 시기와 환경 속에서 비슷한 차별금

지법의 형태를 가진 두 사례의 정책이전 결과가 상반된 이유를 찾아보고

자 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 대상 및 설명이론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서 입법되어 실현되는 과정을 정책이

전으로 보며, 국제인권규범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사례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정책이전과정을 비

교해보려고 한다. 특히 국제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소수자의 보호와

권리 증진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기에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는 과정의

이해를 통해 소수자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이라는 정책의 이전에 있어 효과

적인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의의를 두고 진행한다.

연구 대상을 시기적으로는 구분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던 2001년 1월부터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던 2007년 4월

까지이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법안이 준비되었던 2003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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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쟁점
인권위안 법무부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의 개념
간접차별, 괴롭힘

포함

간접차별, 괴롭힘

포함

간접차별, 괴롭힘

포함

차별금지사유
20가지

(고용형태 추가)

20가지

(보호처분 추가)

1가지

(장애)

<표 1> 차별금지법(안)의 비교

2014년 8월까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선정한 이유

는 첫째, 두 사례 모두 국제인권규범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안인 동시에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규제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UN에

서는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권 협약들을 마련해오고 있

지만 선언적이기에 결국 실효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권 협약들을 국내법

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각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에 의

해 결정된다(정경수, 2000: 148).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인권 규

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권고 받고 있다.2) 두 개의 차별금지법의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

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차별금지법이기에 의미가 있다.

둘째로는 법안이 담고 있는 구제 수단, 영역 등의 내용과 함께 형태에

유사성이 많으며 입법이 시도되었던 시기도 비슷하다. 두 법안은 차별 사

유에 있어 개별적인가 혹은 포괄적인가의 차이만이 있을 뿐 차별의 개념,

영역, 예외 사유 등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대부분이다(표1 참조). 시기적

으로도 2000년대 이후부터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유사성이

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국제 사회의 동향 등에 있어 비슷한 환경 속

에서 정책 이전이 진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사례비교에 있어 적절하

다.

2)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주요 인권 협약들을 발효일 기준으로 보면

「시민적·정치적권리협약」(1990),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협약」(1990),

「아동권리협약」(1991), 「인종차별철폐협약」(1997), 「여성차별철폐협약」

(1999), 「고문반대협약」(2008), 「장애인권리협약」(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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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영역 광고 포함 광고 포함 광고 포함

차별의 예외
적극적 우대조치,

진정직업자격요건

적극적 우대조치,

진정직업자격요건

적극적 우대조치,

진정직업자격요건,

정당한 편의제공

법원의 구제 임시조치 및 판결 임시조치 및 판결 임시조치 및 판결

악의적 차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없음 형사처벌

입증책임 일원화(상대방) 분배 분배

출처 : 이준일(2007b: 170)에서 수정, 인용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되

었으나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다.3) 비슷한 시기 및

국내외 환경에서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그 결과가 달랐던 두 사례를 비교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찾는데 용이하다. 여기에서 두 사례를 비교하는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2. 설명이론

정준금(2008)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국제기구에서 설정하는 규범들을

국내로 수용하는 과정 혹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차별금지법을 국내에서

실현하는 것은 정책이전의 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Dolowitz &

Marsh(1996, 2000)이 설명한 정책이전에 관한 이론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

이다. Dolowitz & Marsh에 따르자면 정책 이전에 있어 이전동기, 이전주

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이전 되는 정책의 내용은 물론 정

3) 물론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장애, 성적지향 등 모든 차별사유를 담고 있기 때

문에 특정 차별 사유만을 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교 사례로서 적절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차별금지법 사례의 경우 다른 차별 사유에

대한 논쟁이나 갈등은 드러나지 않은 채 성적지향에 대한 논의만이 강조되었

다. 이에 분석에 있어서도 다른 차별 요소들의 논의가 개입될 여지가 적어 사

실상 개별적 차별금지법끼리의 사례 비교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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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한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두 가지의 차별금지

법은 위의 요인들에 있어서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정책이전 이론을

통해 이를 발견하고 정책 결과의 차이를 주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정책이전에 관한 사례 연구들은 Dolowitz & Marsh(2000)의 분

석틀을 통해서 정책이전 과정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도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분석에 있어서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

다. 다만 Dolowitz & Marsh의 분석틀은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기는 좋

지만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특정

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에 대한 규제정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특성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로의 정책이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이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장에

서 맡겨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

는 사회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최무현, 2003: 769). 최무현(2003)은

Wilson의 정치모형(Wilson, 1989)을 통해서 차별금지규제에 대한 정치 상

황을 설명한 바 있다. 전영평(2007)도 소수자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

하기 위해서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정치과정의 결과이며, ‘상황

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의 장내의 세력 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Wilson의 정치상황모형 적용 가능성을 제기

하였다.

이에 두 가지의 차별금지법 사례 역시 정책이전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과정은 정치적 과정일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구체적인 정치상황은 연구대상이 되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정책대상

이 되는 소수자 사례가 장애인과 성적소수자로 다르며 이에 다른 정치상

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두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그 산물에 대해

정치적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관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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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책이전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하는 모

습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적 사례연

구로 진행된다. 질적 연구는 사례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특정하

게 일치하는 유형을 파악하게 하는데 적절하다.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

한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위해서 관련 논문, 보고서, 발표자료,

공청회 등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문헌자료를 사용했다. 관련 부처의 홈

페이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들, 국회 공청회, 자료집, 행위자들의

주요 토론회에서의 발언 등도 참조하였다.

둘째, 신문기사를 통해 자료의 주관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객관성을 높

이며, 시기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INDS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종합일간신문을 중심으로 검색했다. 종합일간신문

이외에도 인권, 장애와 같은 전문지, 르포 등의 내용이 담긴 주간지 등도

검색을 통해 조사해야 하였기에 검색엔진을 통해 기타 내용들을 검색했

다. 신문 기사를 살펴보며 내용분석을 하고 각 사례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기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2001년 1월 1일에서 2007년 4월 30일이고, 키워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하였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기간은 2002년 1월 1일에서 2014

년 8월 31일까지 검색했으며 ‘차별금지법’, ‘성적소수자’, ‘동성애 차별’이

들어간 기사를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문헌들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실

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도입 과정에 참여했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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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가지 사례의 경우 정치적 역동성과

이전 과정에 있어 행위자들의 역할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부 행위자

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면면접 방식을 우선하였으나 불가피할

경우 전화면접을 통해서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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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대상 사례에 관한 선행 연구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선행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공식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

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

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목적4)’으로

2007년 제정,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

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 차별의 특

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

성되면서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1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장애인차별

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중심으로 7년 간 입법이 진행되다.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법안이 마련되고 많은 관계자들이 검토하고 토론하는 복잡한 과정

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고,

생활의 대부분 영역을 차별영역으로 정했다. 별도로 장애여성에 대한 규

정도 마련되었다. 다만 개별법으로서 특별한 권리구제수단이나 기구 등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고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수단들도 장애인들의 요

구에 비해 많이 삭제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전 연구들로는 우주형(2009), 유동철(2011)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제기하

였다. 조형식(2010), 전윤구(2011) 등은 법학적인 관점에서 국제장애인권

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위와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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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구들은 법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나 실효성에 초

점을 맞춘 것이다.

이승기(2007), 남찬섭(2007), 강민희(2008), 조은영(2010), 조성은(2011)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승기(2007)는 제정과정

을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구분하여 4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를 살펴보고 있다. 남찬섭(2007)은 제정과정 중에서 장애인차별금

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강민희(2008)는

시행령 제정과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탄생시킬 수 있

었던 장애담론을 분석하여 장애에 대한 지배담론과 함께 시민적 권위를

강조하는 권리적 관점의 대안 담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를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조은영

(2010)은 신제도주의적 정책망 분석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기적으

로 나누고 그 제정과정을 연구했다. 이에 다양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잘 들여다 볼 수 있고, 동기와 행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조성은(2011)은

구성주의 시각에서 장애인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수혜집단이라는 정체성을 얻는 과정

속에서 제정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한다.

특히 박경순(2014)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정책환경,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고찰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박경순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장애관련 협약 및 권고, 정치체

제의 민주화, 장애계의 정치적 영향력 등이 정책환경 변수로 영향을 미쳤

다. 또한 장애단체들이 대부분의 과정을 주도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

사하였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안 제정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협

력적이고 상호작용의 강도가 강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었

음을 주장했다.



- 11 -

2.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선행 연구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

고 차별을 행하는 가해자를 제재하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에 있다(이

준일, 2014: 249). 이러한 차별금지법에는 모든 차별사유와 영역을 담아서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각

각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별도로 만들어지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각각의 차별금지법은 나름의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차별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한 국가의 인권에 대한 선언적이고 기본적인 법이 될 수

있다. 이준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는 하나의 일반

적 차별금지법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평

등법」은 여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하나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으

로 통합하여 제정되었다(이준일, 2014: 250).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논의는 2003년 1월 국

가인권위원회 내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

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 정부의 공약 사항, 높은 여론의 지지라는

환경 조건도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이에 의원발의로 제17대 국회부터 제

19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정부 제출 차별금지법안 1건과 의원 발의 법

률안 6건이 국회에 제안되었다(표2 참조).

일반적 차별금지법안은 법안별로 차이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성적지

향, 성정체성, 고용형태 등 대부분 차별요소들을 포함하며 적게는 12개에

서 많게는 22개에 이르는 차별사유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 이들은 차별

구제 수단을 명시하였고,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의 차별 제재 수단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제출 법률안 1건을 포함한 5건은

실질적 논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건은 발의 의원들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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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案

(2007)

노회찬案

(2008)

권영길案

(2011)

김한길案

(2013)

최원식案

(2013)

차별

사유

13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제외

22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포함

22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포함

22개:

성적지향

성정체성

고용형태

포함

12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사회적신분

으로 명시

차별

구제

법원의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판

결

인권위의

소송지원,

법원의

적극적조

손해배상판결

인권위의

소송지원,

법원의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판

결

법원의

임시조치,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판

결

법원의

임시조치,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판

결

차별

제재

보복행위의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인권위의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보복행위의

형사처벌

인권위의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보복행위의

형사처벌

<표2> 차별금지법(안) 현황

출처: 이준일(2014: 252) 수정 인용

률안을 철회되어 차별금지법은 입법에 실패하고 말았다.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법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들이 많다. 신옥주(2009) 등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입법한 차별금지법

제들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최승철(2011)은 차별금

지법의 의의와 구성 등을 소개하면서 다른 국가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설

명하고 소개하고 있다. 이재희(2013)는 사적 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차

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일(2014)은 차별에 대한 일

반론적 논의와 함께 차별금지법의 제정필요성을 역설하고 입법적 고려사

항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달리 일반적 차별금지법

에 관한 정책학, 행정학 시각에서의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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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이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 정책이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정책이전이란 “어떤 정치체계의 과거 또는 현재의 정책 지식, 행정 계

획, 제도, 아이디어 등이 다른 정치 체계의 정책, 프로그램, 행정 계획, 제

도 등의 개발에 사용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이찬구, 2007: 4에서 재인

용, Dolowitz & Marsh, 1996: 344, Dolowitz, 2000: 3).

정준금(2006) 정책이전 자체를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

변수로 보고 있다. 또한 정책이전에 있어 정책이전을 주도하는 행위자의

특성이나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즉 행위자들이 능동적인지 수

동적인지 혹은 누구인지에 따라 정책이전의 과정과 성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결국 행위자는 정책이전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Dolowitz & Marsh(2000)의 모델에 따라 정책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이전을 이전주체와 주체의 동기, 학습대상, 정책 이전의 원천, 이전정

도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정책이전 주체는 정책이전 연구에 있어 많이

연구된 변수들이며 참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기에 중요하다. 주요한 정책 이전 주체들로 정준금(2006)은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전문가, 국제기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정책이전에 다양

한 형태로 개입하며, 어떤 이전 주체가 정책이전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어

떤 방법으로 활동하는가에 따라 정책이전의 효과가 다르다. 본 연구의 사

례에서는 소수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의 개입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이전의 동기는 <그림 1>과 같이 자발적 이전부터 강제적 이전까지

연속적으로 구성된다. 좌측에는 완전히 합리적으로 정책에 대한 교훈도출

로 인한 완전 자발적인 정책이전을 설명한다. 우측에는 직접적인 강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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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합리적인 검토 없이 외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정책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이전동기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에 하나의 연속체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정책 이전에 있어서 동

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1> 정책이전 동기 스펙트럼

교훈도출(제한된 합리성) 의무적 이전 강제적 조건에 의한 이전

교훈도출 자발적인 필요에 의한 이전 강제이전

(완전한 합리성) (직접적 강요)

출처: Dolowitz & Marsh(2000: 13) 수정 인용

정책이전의 결과는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책이전의 실패원인

에 대해서도 Dolowitz & Marsh는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이전이 실

패하는 원인으로 이전하는 정책대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전

하는 ‘정보없는 이전(uninformed transfer)’과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

요한 요소들이 이전되지 않아 생기는 ‘불완전한 이전(incomplete

transfer)’, 그리고 이전국과 이전대상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

서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된 ‘부적절한 이전(inappropriate

transfer)’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Dolowitz & Marsh의 정책이전에 관한 모델은 정책이전에 있어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념틀의 요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

시되어 있지 않아 구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정책이전의 과정에서

각각의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전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정준금(2008)은 정책이전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분석

틀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Dolowitz & Marsh의 개념틀에 외부요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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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면 정책이전에 영향을 미치

는 외부적 요소들이 제시되어 있다. 국제체제의 역동성, 개별국가의 능력,

대상정책의 특성이 그것인데 이들은 정책이전을 촉진 혹은 저해하는 요인

이 된다. 정준금의 수정모형은 다양한 설명변수들이 포함되어 풍부한 설

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또 여러 요소들

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여러 사례들을 통해 관련 분석틀을 검증해

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2> 정준금의 정책이전 분석틀

출처: 정준금(2006: 61) 인용

이전과정 요소

이전주체 이전동기 이전내용 이전원천 이전정도

(참여자)  자발적  정책  국가 간  모방

 정치인  강제적  사업  국가 내  본보기

 관료  혼합  제도  조합

 이익집단  이념  암시

 전문가 문화적 가치

 국제기구 태도

외부요소 - 국제체제의 역동성

- 정치체제의 능력

- 정책 자체의 특징

이전결과

 문제해결

 문제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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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이전에 관한 선행연구

Dolowitz & Marsh(1996, 2000)은 정책이전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미국

의 아동지원강화시스템(CSEC)이 영국에서 아동지원국으로 만들어졌던 사

례를 분석했다. 이 사례를 통해 Dolowitz & Marsh는 앞에서 언급한 정책

이전의 실패 요인들을 분류하여 언급하면서 정책집행에 있어 정책이전의

과정에 따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설명한다.

국내연구로는 정준금(2008)의 연구가 앞서 설명했듯이 Dolowitz &

Marsh의 모델을 수정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스스로 사례연구를 통

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듯 사례 연구는 아니다. 정병걸(2004)은

정책이전을 동형화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정책을

사례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이전 자체의 실패가능성을 논의하고 있

다. 즉 유행하는 정책의 모방이 정책 이전을 정당화 시켜줄 수 있으나 합

의의 부재 없이는 정책 이전이 비판받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정책 이전을 시도하는 경우 정책이나 제도의 토착화와 사회적 수용 가능

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병걸의 연구는

정책이전의 실패를 연구했다는 중요성이 있으나 정책이전의 과정 자체에

주목하기 보다는 정책이전의 논리와 방법에 집중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사례연구로 하동현(2010)은 정책이전을 정책을 변동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외국의 정책을 조사해 정책적으로 수용하여 정착시키려는

일련의 행위들이라고 정의한다. 사례로는 메니페스토라는 외국의 아이디

어가 일본에서 채택, 공유, 제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는 정책이전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이전 공유 확산되는 과정을 종합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전주체의 조정자 역할이 매우 중요했

음을 밝힌다. 그러나 하동현의 연구는 일본에서의 사례 분석이라는 한계

가 존재한다.

한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한 것은 이찬구(2007)의 연구가 있다. 이찬구는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도입과정을 사례로 들며 Dolowitz의 모델 변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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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즉, 이전주체, 이전동기, 이전원천, 이전내용, 이전정도의 변수를 활

용해 전체 과정을 조망했다.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이전은 공공 부문의 개

혁요구에 의해 촉진 되었으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정책적으로 불응하는 등의 정책이전을 저해하는 변수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분류된 요인으로서 불충분한 이전과 부적절

한 이전으로 인해 연구회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책이전의 개념이 정립된 것이 최근이기에 사례 연구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사례연구들은 대부분 Dolowitz & Marsh의 모델에 따라

정책이전의 과정을 살피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이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으로 인한 정책결과를 살펴

보는 것은 함의가 있다.

제3절 윌슨의 정치경제모형과 소수자 정책 선행

연구

1. 윌슨의 정치경제모형

윌슨(1989)은 합리적 인간의 모형 아래 인간 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반

영한 산물이라 생각했다. 윌슨은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정이 그

대로 적용되는데 이에 이익집단, 정치인, 대중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결국 정치는 자신들의 이익을 얼마나 더 반영할 수 있느냐는

과정이며 정책은 그 결과물이다.

윌슨에서 주목할 것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에 있다. 윌슨은 정책에 필요한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느냐 분산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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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정책이 어떤 유형에 속하느

냐에 따라 주도적인 행위자, 이익집단의 참여 등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비

용에 있어서 이는 인지된 비용일 수도 있지만 정책이 실현될 경우 잃게

되는 이익도 비용이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이익을 얻는지도 고

려된다. 편익의 경우도 비용이 줄어든다면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윌슨의 분류에 의한 4가지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대중적 정치(majoritarian politics)는 비용과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

되는 정책을 의미한다.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어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미비한 편이다. 대중적 정치에 있어서는 그래서 소

수의 정치인이나 행정부의 역할이 크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제도나 거시

경제정책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는 특정 집단에 비용이 집중되고

그 비용을 토대로 사회 전체가 이익을 누리는 경우다. 이에 비용이 집중

되는 집단의 반발이 심하며 이들 집단이 조직화될 유인이 크다. 예를 들

면 기업 등에 부과되는 환경 관련 세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익이

넓게 분산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적고 조직화되기 어렵다. 그렇기에 특정

집단의 비용이 사회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경우 정치인 등이

정책창도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는 비용과 이익이 모두 특정집단에

집중되는 경우를 말하며 집단 간 높은 수준의 갈등을 보여주는 영역이다.

예를 들면 과거의 약사와 의사의 분쟁이나 한의사와 의사의 분쟁 등과 같

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익집단정치에서는 이익집단의 조직 유인이

강해 정당의 역할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정치인들도 큰 역할을 하기 어

렵다. 이에 양 집단 중 우세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통과할 가

능성이 높다.

고객정치(client politics)는 정책이익은 특정집단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집단이 조직될 유인이 강하다. 반면 정책비용은 국민들에게 널리 분산되

어 인지되지 못해 반대하는 집단이 조직될 유인이 적다. 정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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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특정집단에 제공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에 속

한다. 고객정치의 특징은 이익이 집중되는 집단의 관심은 매우 크지만 대

중들의 관심이 낮다는데 있다. 이에 정당의 역할보다는 특정집단의 활약

이 도드라지며 정당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 다수의 지지를

얻어 법안이 제정된다.

2. 소수자 정책 선행연구에 있어서의 정치경제모형

본 연구에서 살펴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모두 소

수자를 정책의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증진과 인권의 성장으로 사회의 소수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권

리를 쟁취하고자 정책 및 제도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요

정책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정

책적 관심이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행정 및 정책분야에 있어서 학술적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전영평, 2007: 108). 그럼에도 윌슨의 규제

정치이론을 통한 소수자 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최무현(2003)는 윌슨의 유형분석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차별규제’ 사례

를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적 차별금지규제에 대해 연구했다. 이 연구는 불

평등한 처우 문제를 ‘시장실패’로 보며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확보된다고 한다. 즉 사회적 차별금지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하나로 보고

이들 규제는 편익은 넓게 분산되고 비용은 넓게 분포되거나 좁게 집중될

수 있기에 ‘대중적 정치’ 혹은 ‘기업가적 정치’의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을 가지는 차별금지규제이기에 무의사결정이 정책과정에 나타

나기 쉬워서 정책의 채택을 어렵게 한다고 분석했다.

전영평(2007, 2009)은 소수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연구의 관점을 제

시한다. 특히 전영평(2007)은 기존 소수자 연구의 경우 기존 정책 이론 적

용을 위한 사례로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적하고 소수자 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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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을 살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정책학 관점에서 소수자 연

구를 위한 일반적 분석틀을 구성하고 분석의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수자들의 사례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내놓기도 하였다.

주로 옹호연합모형을 사용하여 비정규직(서혁준·전영평, 2007), 동성애자

(정재진·전영평, 2007), 납북자가족(김영대·전영평, 2007), 탈북자(전영평·

장임숙, 2008) 등과 관련한 정책들의 변동 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영평(2009)은 소수자 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서 나타나는

정책들을 소수자의 집단정체성 확보, 저항운동, 소수자 문제의 사회적 확

산 강도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소수자정책의 지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소수자집단의 정책획득은 소수자옹호집단

과 소수자반대옹호집단의 세력 갈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소수자옹호집단과 소수자반대옹호집단의 형성 정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

이 4가지의 정책영역 구분을 제시한다. 또 각각 정책영역의 상황을

Wilson의 정책유형과 연결시킨다.

소수자 옹호집단 형성 정도

강 약

소수자 반대

옹호집단

형성 정도

강 정책갈등영역
<이익집단정치 발생>

정책기회영역
<대중정치 기대>

약
정책과잉영역
<고객정치 발생>

정책결핍영역
<창도가정치 기대>

<표 3> 소수자 정책 영역의 구분

출처: 전영평(2009: 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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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평(2009: 8-9)의 설명에 따르면 정책갈등영역은 말 그대로 소수자

를 옹호하는 집단과 반대 옹호집단의 형성정도가 매우 강하여 강력하게

대립하는 경우다. 이익집단이 주된 역할을 하는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윌

슨이 말하는 이익집단정치 상황과 유사하다. 정책과잉영역은 소수자 반대

옹호집단에 비해 소수자 옹호집단은 잘 형성되어 활동하는 경우를 말한

다. 보통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소수자로 살아오면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많은 정책의 수혜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 비정규

직 등이 이 영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윌슨의 고객정치 상황과

유사하다.

정책결핍영역은 옹호집단과 반대집단 모두 형성도가 약한 상황인데 이

경우 정책 마련의 동기가 낮다. 소수자 문제라면 처음에는 대부분 이 영

역에서 시작하여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다. 예를 들면 정치인 등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정책 창도가(policy entrepreneur)로서 활동하는 경우다.

즉 윌슨의 기업가정치 상황이 기대되는 영역으로 이러한 정책 창도가 없

이는 소수자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책기회영역은 옹호집단의

형성정도는 약하나 옹호반대집단의 형성정도가 강한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도 반대하는 집단에 밀려 소수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

다. 이에 소수자들은 대중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려

는 시도하기에 윌슨의 대중정치 상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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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 설계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정책 이전을 주도하는 행위자들과 정책

이전에 반대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정치상황 차이가

국제인권규범을 실현하는 두 개의 차별금지법 제정 결정에 미친 영향이

다. 이를 위해 앞서 설명했던 전영평(2009)의 모형을 수정 적용한다. 위의

모형은 소수자에 대한 옹호와 반대 집단의 형성 정도를 통해 정책지형이

전개되고 있기에 정책이전의 중요한 요소인 행위자들이 정책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좋은 장점이 있다. 또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

라 정책이전 과정을 유형화할 수 있다. 반면에 소수자 옹호집단이나 반대

집단의 형성정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전영평의 모형에서 정책이전의 요소들을 통해 수정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한다. 그래서 본래의 소수자 옹호집단의 형성 정도를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정책이전과정에서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전하는 주체들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정책이전 주체들의 영향력 수준이 특정한 정치 상황을 만드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소수자 반대집단의 형성정도는 정책 이전 반대 집단들의 저항크기

로 설정하였다. 정준금(2006)은 정책이전 대상 정책의 특성을 정책이전의

외부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책이전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

려는 경우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집단의 저항 크기가 영향을 준다고 밝히

고 있다. 또 기존에 강한 세력을 가진 집단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낮게 본다. 그러므로 정책 이전을 추진하

는 주체와 갈등을 형성하게 되는 정책 이전 반대 집단들의 저항크기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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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정치 상황을 만드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영향력 수준

강 약

정책

반대

행위자들의

저항 수준

강
정책갈등영역

(이익정치발생-타협안)

정책기회영역

(대중정치-입법무산)

약
정책과잉영역

(고객정치발생-원안)

정책결핍영역

(기업가정치-정책도입시도)

<표 4> 연구의 분석틀

출처: 전영평(2009: 8) 수정 인용.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가설

1) 종속변수 : 정책지형에 따른 정책 이전의 수준

정책 이전을 찬성하는 집단의 영향력과 이를 반대하는 집단의 저항 수

준으로 인해 특정한 정책지형과 이에 따른 정치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 따라 정책 이전의 수준은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즉

정책이전의 결과를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법률안의 제정이라고

보았을 때 그 수준은 정책이전 주체들이 제시한 초기의 법률안과 제정이

되었다면 최종안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 찬성 집단들의 영향력 수준이 높지만 정책을 반대하는

집단들의 저항 수준이 높은 경우 정책갈등이 발생하고 그 산물로서는 두

집단 간의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각 진영의 영향력

수준이나 저항 수준이 서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각각 영향력과 저항이



- 24 -

강한 수준에서 정책이전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책 찬성 집

단들의 영향력이 강할 경우 이들이 원하는 법률안의 원안에 가까운 정책

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정책 반대 집단들의 저항 수준이 강할

경우 정책 이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정책 찬성 집단들의 영

향력도 약하고 반대로 정책 반대 집단들의 저항 수준도 약할 경우 정책

창도가에 의해 정책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2)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소수자들의 경우 스스로 집단정체성, 저항성, 이슈확산운동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전영평, 2007). 그러므로 이들의 인권과 복

지를 위한 사회적 운동과 대책은 이들을 옹호하는 집단의 활동이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국제인권규범을 국내 정책으로 수용하려는

주체들은 소수자를 옹호하는 행위자로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정책 이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또한 옹호단체의 활동이 강

력하다 할지라도 해당 소수자에 대한 반대옹호집단이 잘 조직화되어 있거

나 영향력이 강력할 경우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소수자 집단이 요구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소수자와 관련된 정

책 이전에 있어서 반대 집단의 저항 수준은 정책 이전을 어렵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 이전 주체들은 비교하는 두 사례에서 정책 이전 주체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있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공식적으

로 이를 지지한 경우 주요 행위자들을 포함한다. 반대로 정책 이전을 반

대하는 행위자는 공식적으로 법률안의 반대를 표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사례에 있어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으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된다.

행위자들의 영향력이나 저항 수준은 정책이전 이론과 관련하여 첫째로

행위자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즉 행위자들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지위, 행위자들의 동기, 행위자들의 전략과 행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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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소수자 정책의 측면에서 정책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의 특성, 즉

조직화 수준, 사회적 인식 등이 중요하다. 소수자로서 갖는 그러한 특성은

그들을 스스로가 조직화하거나 혹은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며 반대 집단의

행동과 논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가설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정책 이전의 결과는 정책 이

전을 둘러싼 집단 간의 세력 갈등의 산물이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

간 세력 갈등상황을 통해 특정한 정책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

책이전의 실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로 인해 가설 첫째, 정책 이전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영향력이 대

등한 상황에서는 이익정치집단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며 정책 이전의 결

과는 상당한 수준에서 수정된 타협안이 도출될 것이다.

가설 둘째,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작고 반대로 정책 반대하는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면 입법 자체가 무산될 것이다.

가설 셋째, 반대로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반대하는 행위자들의 저항이 약하다면 이는 고객 정치 상황과 유사하게

전개 되며 정책 이전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수정이 적은 원안에 가까울 것

이다.

가설 넷째, 찬반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모든 작은 경우는 정책이 시작하

는 영역으로 실현할 정책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 26 -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 분석

제1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정책 환경

1. 정책대상의 정체성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중에서 장애인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 먼저

장애인은 어떤 소수자의 범주 포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를 위해 앤소니 드워킨과 로자린 드워킨의 분류(Dworkin & Dworkin,

1999: 17-24)이 사용한 네 가지 기준-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차별적 대

우의 존재, 집단의식-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식별가능성은 신체적 혹은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를 의미한다(전영평, 2010: 18). 우리나라의 15세 이

상 등록장애인 수는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245만 명 수준이다(국가인권

위원회, 2013b). 특히 장애인의 경우 다른 소수자들에 비해서도 다른 집단

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신체적으로 장애

를 가진 경우는 물론이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장애보조기구나

보호자의 동반 등을 통해 구별이 가능하다.

권력의 열세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

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의미한다(전영평, 2010: 18). 장애의 경우 여성, 환

경과 함께 1990년부터의 시민운동 3대 성과로 손꼽힐 정도로 인권 수준은

상당한 성장하였다(현병철, 2013: 97). 그러나 현재 장애인 국회의원은 현

재 4명으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8명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

는 등5) 여타 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력이 약하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절반 이

5) 에이블뉴스, 2012년 4월 12일, ‘19대 총선, 장애인 국회의원 4명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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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낮고, 실업률은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열세

에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b: 30).

세 번째는 차별적 대우의 존재인데 소수자는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

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전영평, 2010: 18). 최근 장

애인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차별을 받아왔던 소수

자 집단이며 지속적인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3년 장애인 통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0.7%가 사회적 차별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232).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된 이래 2014

년 10월까지 접수된 차별 관련 진정사건 처리현황에 따리면 장애는 전체

접수 건수 18,461건 중 8,139건(약 40% 이상)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가인권위

원회, 2014).

마지막으로 소수자집단의 성원으로서 갖는 집단의식인 ‘주관적 인식’이

있다(전영평, 2010: 18). 장애인의 경우는 다른 소수자들에 비해서는 다양

한 조직들이 갖춰져 있고 정치적 의견 표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의 경우에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2개

의 거대 단체 외에도 장애 종류나 지역별로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

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는 집단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성원 간의 집

단의식이 강하기에 다양한 조직과 활동으로 장애인들의 인권 운동이 이루

어지고 있다.

소수자를 규정짓는 정체성 외에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

식은 점차 개선되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 인식이 강한 일탈집단에서 정부정책, 장애인들의 꾸준한 사회 운

동, 각종 사회적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갖는 수혜

집단으로 변화해오고 있다(조성은, 2011).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러

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법으로 장애인을 기존의 복지적 패러다임에서 바

라보지 않고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장애인 관련 법안이라 할 수

있다(우주형 외, 200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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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치·사회적 환경

사회적으로 장애인 차별 문제가 2000년부터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조사

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회적으로 존재

하고 있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인권

위원회의 진정 사건 1호 역시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건이었다.6) 또

1998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1, 2차로 진행되면서 복

지 확대, 고용 확대 등의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국가기관 등에 의

한 장애인 실태 조사 등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수단

이 많이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조은영, 2010; 조성은, 2011).

정치적 상황의 변화도 일어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

나기 시작할 무렵 2002년 우리나라는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는 모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통령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

령의 참여정부는 장애인을 포함한 여성, 저학력자,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

직 노동자에 대한 5대 차별 시정 과제를 선정하여 평등사회 구현을 정책

적 과제로 내세웠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또 2004년에 열린 제17대 국

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 요구, 장애인 후보

에 대한 공개지지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

당 비례대표로 장애계가 지지한 2명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

는 90년대 초반부터 일어난 장애인 정치세력화 움직임에 의한 결과로 평

가받고 있다(조은영, 2010).

6) 이 사건은 2001년 7월 제천시 보건소장 탈락 사건인데 가장 유력했던 이희원

씨가 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서 탈락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던 사

건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는 차별이라 판정이 내려졌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하였다. 이 사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시정 기구 설치를 요구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조은영,

20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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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사회의 환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세계적인 개념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장애 개념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관심을

복지에서 인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강민희, 2008). 이를 바탕으로 외

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90년 장애

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제정하였다. 이

후에 호주(1992년), 영국(1995년), 스웨덴(1999년), 독일(2002년) 등 선진국

으로 이어졌으며 홍콩(1995년)에서도 제정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인식

되기 시작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b: 6-7). 이와 같이 외국에 입법된 장

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 되었고, 보건복지부, 청와

대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위에 소개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조은영, 2010: 35).

두 번째로 결정적인 사건은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

협약이 채택된 것이다. 이 협약에서는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접

근해야 한다는 관점과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국제

사회가 강조하였다7).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직접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법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UN의 논의에 참여하여 장애여성 조항 삽입을 만

들어내기도 했다. 다만 협약이 국제 사회에 채택된 이후의 장애인차별금

지법 논의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만들 것인지의 논의

등에 있어서 장애인권리협약이 근거로 제시되는 법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

다(조은영, 2010: 63).

7) UN(2014),'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www.un.org/disabilities/convention/conventionfull.shtml (검색일: 2014

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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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국내 수용 과정 1기

(2001. 1 - 2004. 5): 정책결핍영역

이 시기는 외국의 다양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들이 장애인들에게 인식되

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여 관련 법안이 준비되고 2004년 5월 ‘장애인차

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서 마련한 초안이 공개된 시점까지

다. 1990년 대 후반 몇몇의 운동가들에 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으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2001년 사이버NGO 열린네

트워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이승기, 2007: 231).

비슷한 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만들었

다. 이후 2002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

연맹 등 58개 단체로 구성된 장추련이 출범하게 되었다.

장추련은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장추련은 2003년 한 차례의 공청회와 아홉 차례

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박종운, 2004). 이를 통해 차별사례 등이 수

집되고 기초 자료 등이 마련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법조인 등의 자문을

거쳐 2004년 5월 최종적인 법률안이 완성하여 워크샵을 통해 공개하기에

이른다.

이 기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이를 추진하는 행위자들의 영향

력은 약한 수준이었으며 정책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자들의 저항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분석모형에 따라 이 시기는 정책결핍영역의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도입을 시도하는 장애

인단체들이 스스로 정책을 마련하는 정책 창도가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정책 도입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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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약한 영향력

대부분의 소수자 문제 출발 영역은 바로 정책결핍영역이다(정영평.

2007). 장애인은 다른 소수자들에 비해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집단에 속

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출발에 있어서 정책을 찬성하고 도입하

려는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약했던 것은 법안의 주된 수혜자인 장애인들이

조직적으로 분화된 탓이었다. 장애계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연맹(DPI)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

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 양분되어 대립하고 있었고, 이는 1997년에서 1999

년에 걸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과정에서 갈등이 표명화되었

다(조은영, 2010). 또 장애계 내에서도 여성, 중증 장애인 등은 더욱 자신

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힘들었으며 사안에 따라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장애계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8).

다만 각 장애인 단체들은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어도 모두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은 원하고 있었다. 문제는 장애인 단체 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당시 장애계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대한 반감이 일부 존재했

다. 그러므로 다른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법안 자체는 찬성하나 조직 차원

에서는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의 일치에도 처음에

는 법안 제정을 위한 연대를 구성하기 어려웠다(조은영, 2010: 36).

그러나 법안을 먼저 작성했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열린네트워크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주요단체들을 설득하였고, 각

자의 기득권이 없는 상황에서 동등하게 연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연

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조은영, 2010: 38). 그리고 2003년 4월 15

일 장추련이 출범하게 된다. 장추련 출범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책을 찬

8)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서적, 청각장애인의 경우 영상 자막, 지체

장애인의 경우 전동 휠체어 등이 필요하듯 장애인의 경우 장애 부위와 정도에

따라 그 요구사항과 우선순위가 천차만별이다(안경환, 201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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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연대 속에서의 강한 응집력과 함께

제정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토대가 되었다9). 장추련은 이후 내부적

으로 법안에 대한 생각을 통일하고 자체 연구, 공청회 등을 거쳐 초안을

만드는데 전념한다.

이 시기 장애인 단체라는 정책 이전 주체는 조직과 연대를 위한 시기였

다면 다른 정책 이전 주체들도 보건복지부, 국회 내 정당 등은 주변적 행

위자 수준에 머물렀다(이승기, 2007). 대선 공약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정을 주장했던 참여 정부는 정책과제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준비시켰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보다는 일

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 이전의 주

체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국회 역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별다

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정책 이전을 위한 주체가 되지 못했다

(A 보좌관, 인터뷰, 2014년 11월 27일).

2. 정책 반대 행위자들의 약한 저항

이 시기에 정책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들의 저항은 찾아보기 어렵

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 자체가 아직은 장애인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는 점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특징 때문에도 그럴 것이

다.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 저항이 약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9) “장추련처럼 범장애계가 함께 모여 연대 투쟁을 벌인 기억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연대 조직

도 있다. 한국장총이나 장총련과 같은 거대 단체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소

규모 단체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면서

지난 몇 년을 지탱해 왔다. 장추련의 힘은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박종운,

200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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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조성은, 2011).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

지 수준은 높아지고 있었고, 장애인들의 어려운 현실 등이 사회적으로 부

각되면 장애인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장애인

자체를 부정하거나 혐오하는 집단이나 의식 등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

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법안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의 부족 등으로 여론의 관심

자체가 적었다는 것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체 국민과 기업을 대

상을 수범자로 하기 때문에 법안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각자의 관심사에 몰입되어 있어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

다(박종운, 2004). 그래서 장추련 등에서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홍보 작업이나 여론 형성을 위한 준비 등을 함께 할 필요

성을 느끼고 이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단의 저항은 이 시기에 없었다. 장애인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 변화와 더불어 법안 자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미비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3. 정책결핍영역에서의 균형 : 법안 마련 준비

정책결핍영역에서는 정부가 소수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동기를 갖지 못하며, 정책소외의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고 본다. 또 모든

소수자 문제의 출발 영역으로서 다른 유형의 소수자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정책 창도가로서의 정치인의 역할

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전영평,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진된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났으나 개선

되지 않는 차별의 현실을 시정하기 위함이 가장 크다(조은영, 2010).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장애인 차별에 대한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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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으나 권고적인 의견을 내는 것만이 가능하기에 차별의 개선이 이루

어지기 힘들었다. 사법을 통한 해결 역시 반복적 차별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시혜에서 인권으

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자 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b). 장애인은

그동안 정책적 시혜의 대상이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장애인

역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언적으로 선포하려고 하였다. 이렇듯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진된 이유를 살펴보면 정책 이전 주체들은 관련 법

안을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의도를 지녔다. 정부가 대선 공

약의 하나로 제정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정책 대상인 장애인들이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계는 먼저 내부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연대를 만들어야 했기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내부적인 합

의와 이해가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국회 등

도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추진할 동기가 없는 상황이

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단의 저항도 찾기 힘들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법안 자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10).

결과적으로 이 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

직임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 시기에 정책을 찬성하는

행위자들의 약한 영향력과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자들의 소극적 저항에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이 시기는 정부나 정책 이전을 시도하는 주체들은 정

책의 대안들을 준비하고 정비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또 정책 창도가의 모

습을 보인 정치인은 등장하지 않았으나 장애인 단체들이 스스로 문제의식

10)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법안에 대한 큰 반대 없이 제정이 가능했던 측면이 긍정적이라면

여론의 관심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실제로 장애

인들 사이에서도 현재까지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70%에 이

른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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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창도가의 면모를 보이

기도 했다. 이 점이 앞으로의 분석에서 보게 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제정이 가능했던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제3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국내 수용 과정 2기

(2004. 5 - 2007. 4): 정책과잉영역

이 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초안이 장추련에 의해 공개된 이후부터

여러 차례 타협과 수정을 거쳐 만들어진 최종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2007

년 3월 7일까지의 기간이다. 장추련은 2004년 5월 초안을 마련하여 지역

별 공청회와 순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사회적인 지지를 얻어나가는 활동

을 전개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이

시기에 발표되는데 이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시혜적인 관점에서 다루었

다는 장애계의 비판과 청와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 발표로 철회된

다. 장추련은 본인들의 초안을 협의하여 수정하고 2004년 9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국회에 법안을 발의한다.

한편 청와대는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차별 영역

을 통합한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선 방침으로 정했다(남찬섭, 2007:

8). 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해 온 장

추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강력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청와

대는 입장을 변경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한다. 그리

하여 이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이 발족하여 장추련과

관련 정부부처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린

다. 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들도 각각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강력한 추진력을 받게 된다. 결

국 2007년 3월 재적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법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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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이를 추진하는 행위자들은 다양

하였으며 그 영향력은 강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1기와 마찬가지로 정책

이전을 반대하는 집단의 저항은 일부 나타나기는 했으나 두드러지지 않았

다. 이에 분석모형에 따라 이 시기는 정책과잉영역의 특징을 나타낼 것으

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영평이 설명했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대한 이익을 가지는 장애인 집단의 역할이 컸고, 그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은 적으며, 후원자 역할을 하는 의원이 존재했다. 또 관련 법안들이

다수 나타났으며 초당적인 압도적 다수 지지에 의해 의회를 통과하는 경

향을 보였다.

1.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강한 영향력

장추련은 이 시기에 가장 영향력이 강한 행위자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자원과 전문성, 정보는 물론 장애

계 내외의 지지를 받으면서 영향력이 강해졌다(조은영, 2010, 47). 장추련

의 출범은 장애계 내부의 깊은 갈등을 넘어서는 산물이었고 그동안의 한

국 장애인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넓은 형태의 연대를 이룬 것이기도 했

다. 초기 58개의 단체가 참여한 장추련에는 장애계를 양분하던 장애인단

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함께 연대하였으며, 그동안 장애인

운동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여성과 중증장애인도 평등한 대표성을 가지며

참여하였다(조은영, 2010: 30). 장애계 내에서도 소수자를 대표하는 단체

들의 참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장애계 내부의 소

외된 사람들이 없어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법안이 통과될 무렵 장추련은 전국

29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조직이 되었으며 법안의 초안부터 최종안

에 이르기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박경순, 2014).

장추련은 이후 활발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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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조직화는 가장 눈에 띄는 전략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먼저

시작한 것은 열린네트워크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였다. 이들은 초기부터

법안과 관련된 많은 연구경험, 인적자원 등을 확보하여 법안을 주도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다. 그럼에도 거대 단체인 한국장총과 장총련 등과 연

대하기 위해 이를 내려놓았고 소규모 단체부터 큰 단체에 이르기까지 동

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연대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이에 장추련

은 대부분의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되어 오랜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조은영, 2010).

특히 2005년 9월부터 장추련은 강력한 행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에 나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을 꾸려서 집회, 천막농성, 점

거 등 높은 수준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60일이 넘

게 이어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이었다. 이를 통해 장추련은 일반적

차별금지법 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

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었다. 장추련은 조직회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토대장정 등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전략 등을 구사했다. 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42회

에 이르는 공식적인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왔다. 또한 끊임없이 법안

을 연구하고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를 국회, 정부 등과 긴밀하게 정보공유

를 하였다(박경순, 2014).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발의된

대부분의 법안들은 바로 장추련의 초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정책 이전 찬성 행위자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었던 요인 중 하

나는 2004년 4월에 열린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명의 장애계를 대

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탄생한 것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장애여성인 장향숙 씨를 배정하였는데 장향숙 씨는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던 인물이었다11). 또한 한나라당도

시각장애인이자 장애인 운동을 하던 정화원 씨를 비례대표로 선정하였고

당선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중증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국회에 입성하게

11) 한겨레, 2004년 3월 29일, ‘우리당 비례대표 1번 받은 중증장애인 장항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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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두 의원

은 장추련과 함께 직접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는 않았으

나 장추련과 정부, 국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장추련의 의견을 전

달하는데 공헌할 수 있었다(A 보좌관, 인터뷰, 2014년 11월 27일).

2. 정책 반대 행위자들의 약한 저항

이 시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보인

집단은 경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본격

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본격화 되었던 2006년까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2006년 7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처음으

로 이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국가인

권위원회가 준비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한국경영자총연

합회, 2006). 다만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등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사항

을 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 볼 수 있었다.

또 2006년 9월 18일에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경총 관계자는 기업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12).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장추련 대표단과의 면

담에서 경총의 입장을 경제계의 입장이라 인정하였다(유동철, 2011: 227

). 이에 장추련은 경총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행동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대한 인정을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경제계는 이후 기존의 의사표

현과는 별도로 별다른 반대행위나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행위자가 등장하였지만 저항 수준

이 약했던 이유는 첫째 앞서 말했듯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

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소수자로 여기면서 경

12) 에이블뉴스, 2006년 11월 8일, ‘장애인계-경제계, 장애인차별금지법 놓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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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계 입장에서는 선뜻 이를 드러내서 반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는 이미 정부와 국회 등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해 제정을 거의 합의

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에 참여한

재정경제부는 선언적인 수준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별

도 입법화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자 취약계층의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할 명분

이 약했고 이를 선언적 수준으로 보아 사회적 파급효과도 작을 것이라 판

단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다(이승기, 2007: 237).

3. 정책과잉영역에서의 균형 : 법안 통과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르면 이 시기는 정책과잉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

다. 정책 이전 집단들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정책 이전을

반대하는 집단들의 저항은 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

정될 수 있는 정책 영역으로 전개되었다.

정책 이전 집단들이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분석한

것처럼 장추련이 장애인 집단들의 대규모 연대와 높은 수준의 활동 등으

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의원들

이 공식적 행위자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도 대선 공약

이라는 명분과 함께 선언적 의미를 가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파급력을 상

대적으로 약하게 생각하면서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에 정책 이전 집단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정책 이전을 반대하는 집단은 1기와 달리 경제계를 중심으로 부

담해야 될 비용을 인식하여 목소리를 냈지만 약한 수준의 저항에 그쳤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강한 정책 이전 집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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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거의 합의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반

대할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는 근

본적으로 이 시기의 강한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과 약한 정책 이전

반대 집단들의 저항에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정책 이전을 시도

하는 주체들이었던 장추련, 정부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고 이

들을 합쳐 하나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책과잉

영역의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정책의 수혜를 얻게 되는 집단이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장추련의 모습을 통해 반영되고 있었다. 또한 정부가

만들었던 민관공동기획단이 법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맡으면서 정당

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명의 장애계를 대표하는 국회

의원들은 후원자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뒷받침하였다. 또 표결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초당적 지지의 압도적인 모습으로 법이 제정되는 정책과잉

영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잉영역에서 산출된 최종안을 장추련이 마련한 원안과 비

교해 볼 경우 일부 쟁점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12개 영

역의 주요 쟁점내용 중에 9개 영역은 수용되거나 일부 수정되어 수용되었

으나 3개 영역은 수용되지 못하였다(박경순, 2014). 수용되지 못한 3개의

영역은 별도의 권리구제 기구 및 수단의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집단소송제도의 제한적 도입 등인데 실효성 측면에서 일부 후퇴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정책과잉영역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타협안이 나온 것은 현

실적으로 입법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남찬섭, 2007). 예를 들어 장애

계가 처음 요구한 별도의 권리구제 기구 등이 설치될 경우 예산, 인원 등

의 현실적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수

도 있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분명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남찬섭,

2007). 이렇듯 입법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상되는 쟁점 사항들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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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수 있었다. 반

면 원안을 고수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제4절 소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른 소수자 정책의 출발점과 동일하게 정책결핍영

역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장애인 단체들 사이의 갈등 존재, 정부

를 비롯한 정치계의 무관심 등으로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약했

고, 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긍정적 변화와 법안 자체에 대한 대

중의 무관심으로 인해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자들의 저항도 존재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정을 위한 조직화와 법안 연구에 몰두하였고 스스로 정책 창도가가 되어

정책 영역의 변화를 이끌 준비를 하였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단체들의 거대한 연대와 내부 합의에

의한 장추련의 조직적 영향력이 발휘되었고, 장애계 정치인들의 국회 진

출, 정부의 공약 이행 등과 맞물리면서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반면 경제계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

리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저항은 거의 없었고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

책과잉영역에서 전개되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원안을 고수하지는

못했으나 원안이 상당히 반영된 형태의 타협안으로 제정에 이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 수준에 따라 정책영역이 변화하여 전개할 수 있다

는 점이다. 특히 정책 이전을 찬성하는 행위자들의 영향력은 행위자들의

조직화, 행동 전략, 공식적인 행위자로의 참여 등을 통해 증가하였다. 이

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강해졌

으며 정책결핍영역에서 정책과잉영역으로 정책영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

었고 제정에 이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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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자들의 저항 강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경우 정책 대상이 되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법안의 사회적 정

당성 등이 영향을 주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에서는 정책 반대 행위자의 저항 강도를 약하게 만

들었고, 법안이 제정될 수 있는 정책영역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저항의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원안이 고수될 수 있

었던 것은 아니었고,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입법 전략에 따라 타협안이

도출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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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반적 차별금지법 사례 분석

제1절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정책 환경

1. 정책 대상의 정체성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모든 차별 사유들을 담고 있어 대부분

의 소수자 집단들이 정책의 대상이 된다. 이중에 장애인, 비정규직 등은

이미 마련된 정책들로 수혜의 대상이 되었거나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자들이다. 반면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될 경우 소수

자로서 정책의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성적소수자들이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도 논의의 편의와 쟁점의 집중을 위해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정책

대상은 성적소수자들에 한정한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정책 대상이 되는

성적소수자들의 소수자 범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장애인을 범주화

한 앤소니 드워킨과 로자린 드워킨의 네 가지 분류 기준(Dworkin &

Dworkin, 1999: 17-24)을 사용할 수 있다.

식별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면 성적소수자들은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

이 수동적인 식별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

기 전까지는 다른 집단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정재진·전영평,

2006: 12).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식별가능성으로 인해 성적소수자들의 기

본적인 실태는 물론 그들이 차별 받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13). 그러나 성적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성적취향을 드러내는 순

간 집단 내에서 식별가능한 소수자가 되어 집단과 사회에서 차별의 대상

13) 다만 2005년에 이르러서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기초 현황 조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 44 -

이 될 수 있는 소수자이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적소수자들은 자신

의 성적지향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우위를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정재진·전영평, 2006: 219). 그러한 점에서는 소수

자라는 특성 자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권력이 열세에 놓이게 되는 집

단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다. 그러나 성적소수자들은 자신의 소수성을 드

러낼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적 우위들을 유지할 수 없기에 불안정

한 측면이 있다.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역시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존재한

다.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자신에 대해 알 권리에 대한 박탈, 드러

내기에 대한 억압, 드러냄에 대한 처벌,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무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현인섭·양현아, 2002: 53-63). 특히 국가인권

위원회의 차별 관련 진정사건 통계만 보더라도 적은 수이지만 성적 지향

으로 인한 차별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그러나 우

리 사회에서 성적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적은 편인데,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적소수자들의 특징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정재진·전영평, 2006: 219).

정재진·전영평(2006)에 의하면 성적소수자들은 집단의식이 강하고 이슈

확산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한데 그로 인해 집단 간 갈

등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레즈비언과 게이 집단 간의 갈등 등

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성적소수자들의 경우

집단의식이 강하다고 해도 다른 소수자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이

10여 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등의 소수자들과 같은 수준의 조직적인 활동

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성적소

수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혹은 문화적 다양성의 차원에서

대중들에게 다가갔다(이병량, 2010: 16). 그 결과 홍석천 등 연예인이나



- 45 -

사회유명인들의 공개적 커밍아웃 등으로 사회적으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 사회에는 뿌리 깊은 편

견도 존재하고 있다. 2010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 의하

면 우리나라 응답자의 79.8%가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14).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한 기독교 사상 등은

우리 사회에서 성적소수자들을 금기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 차별금지법

사례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 기독교계는 가장 중심이 되어 동성애

차별 금지를 반대하고 있다.

2. 국내 정치·사회적 환경

성적소수자만을 대상으로 보면 성적소수자들은 그동안 정책적인 수혜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었다. 즉 정부의 관점에서 성적소수자들은 정

책 회피의 대상이었고 이들을 위한 어떠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이병

량, 2010: 18-21). 그러므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최초 공식적 제도라 할 수 있

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을 차별사유의 하나로 명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15).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을 토대로 성적지향

에 대한 차별 사례 등을 조사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권고 활동 등을 진

14) 이는 이주노동자 44.2%, 타인종 34.1%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www.worldvaluessurvey.org) 
15)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

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

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

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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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또 2005년 최초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기초 실태 조사를 실시하

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정책 환경은 나아

진 측면이 있다.

정치적으로 2008년 총선에 공식적으로 성적소수자임을 밝히고 출마한

진보신당 최현숙 후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 정치 진영은 성적소수

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이병량, 2010: 19). 반면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정책환경에도 영향

을 주었다. 2008년부터 들어선 보수 이념의 정부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성적소수자 단체들과 대립각을 세

우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이후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

해 침묵하였고, 이에 더해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던 인사

를 인권위원에 임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왔다16).

한편 최근 개방적인 성문화의 영향, 성적소수자들이 등장하는 문화 컨

텐츠들의 증가, 연예인 등 유명 성적소수자의 커밍아웃 등으로 사회적 인

식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해 오고 있다. 이에 성적소수자들도 퀴어

영화제나 퍼레이드 등을 통해 과거와 다르게 자신들을 알리고 조직화 하

며 연대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국제 사회의 환경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역사적

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 차별금지법 역시

이러한 국제 사회의 흐름이라는 연결선상에 있다. 이준일(2007a)의 연구에

서 볼 수 있듯이 캐나다에서는 인권법의 형태로 1977년에 제정되었고 호

주는 「인권과 평등위원회법」으로 1986년에 제정된 바 있다. 이 밖에 영

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인도 등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

16) 한겨레, 2014년 11월 10일, ‘인권위조차...“동성애는 죄악” 발언 목사를 인권위

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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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형태의 법령 등을 시행 중이며 차별 시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

가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

속적으로 권고 받았으며17)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 일반적 차

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18). 그러므로 국제적인 위신과 명분, 약속

의 측면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계속해서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을 가

능성이 크다. 그러나 범위를 좁혀 성적소수자들과 관련지어 본다면 국제

사회 역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논란이 상당하다. 국가별로 성적소수자들

에 대한 차별 상황과 권리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처럼 성적소수자들을 특정지어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의 국제인권규범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성적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할 직접적인

근거 규범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성적소수자에 대한 권리는 국제인권규

약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에서 도출

된다고 한다(김지혜, 2012: 186).

17)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E/C.12/KOR/CO/3), 2011년 유엔 여

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EDAW/C/KOR/CO/7),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

원회 최종견해(CRC/C/KOR/CO/3-4), 2012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PR) 등

18) 서울신문, 2013년 2월 6일, ‘선진국형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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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국내 수용 과정 1기

(2002. 1 - 2007. 10): 정책결핍영역

이 시기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정이 시

도되면서 관련 법안이 준비되고 2007년 10월 법무부에 의해 입법이 예고

된 시점까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월 인권위원, 법조계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결성하여 논의

를 진행시킨다. 2003년 당시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였기에 구체적인 법안

작성을 위한 조문작성팀을 따로 꾸려서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을 진

행한다. 그러나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는 범위가 넓어 추진 단계

에서 부처 간 협의 과정의 장기화와 넓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197-198).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후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국

내외 차별금지법 자료를 연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와 의견을 모으고

도출하는데 노력한다. 그리하여 2004년 8월 ‘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하기

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안을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

력한다. 내부적으로는 ‘차별금지법 검토팀’을 구성하여 수정 보완에 나섰

고 2005년 10월에는 전원위원회 의결로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를 구

성하여 관련부처 간담회, 워크숍, 공청회 등을 열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

는 활동에 매진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228). 2006년 확정된 정부 권

고안이 나오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는 10월 2일 이를 입법 예고한다.

이 기간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이를 추진하는 행위자들의 영향

력은 약한 수준이었으며, 정책 이전을 반대하는 집단의 저항은 강했다. 이

에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따라 이 시기는 정책기회영역의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도입을 시도한 국가인권위원회

는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강력한 반대 집단이 존재

하여 정책 찬성 집단들은 대중의 관심을 통해 기회를 얻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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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약한 영향력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행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

년 4월에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2001년

11월에 출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국에 국제인권규범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며 국내에 국제인권법을 이행시키는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박찬운, 2006: 5). 그러므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은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대선공약이었던 5대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2003년 중점 과제로 차별금지

법 제정(당시는 차별금지기본법)을 결정하였다.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 동

기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 관행에 대한 개선과 함께 대선공약을 이

행하는 차원에서 시도라고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차별의 개념이나 유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현실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4: 219).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은 공식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

지 않다. 정책 이전을 추진하는 행위자로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다. 주된 정책 이전 찬성 집단으로서는 법안을 만들어낼 정도의 영

향력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무소속 독립기관 이라는 지위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헌법

적 근거가 없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취약성이 존재한다

(박찬운, 2009: 96-99). 그러므로 정부에 대해 권고만 할 수 있는 국가인

권위원회의 조직 특성은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

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연구 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합의와 의견을

이끌어내는 활동 등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 시기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정책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을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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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집단들의 활동도 드러나지 않는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특성상 사

회 대부분의 소수자들을 포괄하기에 이들은 정책의 혜택을 거의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개별적 차

별금지법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고, 노동계나 여성계의 경우도 큰 관

심이 없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b: 3). 특히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마련

되고 있을 때는 성적지향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인식19)도 없었기에 이와

관련된 성적소수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요인도 없었다.

이 시기에 정책 이전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거의 유일하였는데 조직

의 근원적 한계로 인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

에 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수자 집단들의 경우에도 우선순위 정

책의 문제, 시민단체의 법안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의 영향력에 힘을 보탤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성적소수자 단체들은

여러 가지 대중 활동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인권실태나 피해 등을 알리기

시작한 수준에 머물렀다.

2. 정책 반대 행위자들의 약한 저항

이 시기 공식적으로 정책 이전을 반대한 의견을 표출한 집단은 경제계

다. 경제계는 2006년 경총의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차

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입

장발표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자의적으로 차별사유를 확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질서 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또 ‘고용상 차별문제는 노동관련 전문가도 판단하기 힘든 문제인데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판단, 시정조치까지할 경우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

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려는 시도에 대해 혼

란을 야기한다’며 분명히 반대했다. 특히 2007년 9월 12일에 열린 법무부

19) 연합뉴스, 2007년 10월 31일,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포함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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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의 공청회에서도 경총은 50여개의 개별 법률들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

는 상황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20).

한편 이 시기 보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2007년 3월에 기독교 신자인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주축이 되어 차별금지법 내 동성애 조항 삭제 청원 성명이 시작되

었고, 29개 대학 211명의 교수가 반대서명에 동참하였다21).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과정과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동성애는

사회의 악이며 교리에 어긋나는 것임을 주장했다. 특히 2001년부터 벌어

진 엑스존 사건22)에서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연합’ 등은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반대하였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역시 2003년의 국가

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매체가 아니라고 한 결정에 비판한 바

있다(정재진·전영평, 2006: 232).

이 시기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단이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저

항 수준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경제계의 경우 비정규직 법안 등의

현안들이 우선이었기에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

다. 또 기독교 단체들의 경우에도 갈등과 쟁점의 확산을 피하며 철회 요

청 등과 같은 공문의 형태로 동성애의 금지를 요구하는 형태를 보였다(정

재진·전영평, 2006: 232). 다만 유교 등의 문화로 인해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었기에 이들을 용인하는 법안에 대한 잠재적인 저

항은 높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독교

단체들이 이슈화 시키지 않으면서 실제 저항은 작았다고 할 수 있다.

20) 법률신문, 2007년 9월 17일, ‘차별금지법 제정, 기업의 자율성 침해 vs 실효있

게 보완을’

21) 한겨레21, 2007년 11월 8일, ‘차별금지법이 사람 차별하네’

22) 엑스존 사건은 동성애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매체물

로 결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성적소수자들의 반발로 인해 발

생한 사건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재진·전영평(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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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결핍영역에서의 균형 : 법안 마련 준비

정책결핍영역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정부가 소수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

을 마련해야 할 동기를 갖지 못하며, 정책소외의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고

본다. 또 모든 소수자 문제의 출발 영역으로서 다른 유형의 소수자 영역

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정책 창도가로서의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전영평, 2009: 9).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정책영역은 문화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정책기회영역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영역을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소수자 관련 정책들과

다르게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 사유를 담고 있기에 그 이익이

소수자에게 분산될 수밖에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들

이 부족했다.

앞서 분석하였듯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의 공식적인 역할

을 할 수 없는 행위자로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특히 국가

인권위원회의 공식·비공식적인 로비 능력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단체들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b: 4).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이전을 도와줄 시민단체들 역시 일반적 차

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한편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단의 저항 수준도 약했다. 공식

적으로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경제계, 보수 기독교계의 의견이

존재하였으나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기독교계의

경우 동성애 자체가 쟁점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이에 이슈의 확산이

되지 않는 정도로만 대응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중 여론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정책 이전의 주체나 반대 집단 모

두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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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시기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의 시기

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 시기의 약한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과 약

한 정책 이전 반대 집단들의 저항에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이 시기는 정

부나 정책 이전을 시도하는 주체들은 정책의 대안들을 준비하고 정비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또 정책 창도가의 모습을 보인 정치인은 등장하지 않았

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에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창도가의 면

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 창도가로 나서면서

뒤에 분석할 정책 이전의 과정에서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측

면 역시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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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국내 수용 과정 2기

(2007. 10 - 2008. 5): 정책갈등영역

이 시기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2007년 10

월 2일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한 시기에서 2008년 5월 국회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회기종료로 자동폐기 되는 시점까지 비교적 짧은 기

간이다. 그러나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

과 정책 이전 반대 집단의 저항 크기가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깊은 정책갈

등을 야기하는 시기이다.

법무부는 2007년 10월 2일로 20일간 의견 수렴기간을 공고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한다. 이후 보수 기독교 단체와 신자들을 중심으

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동성애반

대본부’, ‘동성애자차별금지법안저지를위한의회선교연합’ 등이 발족되어 법

무부 앞에서의 시위, 팩스 청원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강력한

반대에 밀려 11월 2일 일반적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 항

목을 삭제한 수정안을 법무부의 법안으로 결정한다.

법무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성적소수자 단체들 역시 단체 활동에 나선

다.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번개’를 열고 함께 항의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또 각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연대를 요청한다. 이

에 성적소수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금지법 및 성소수자 혐오, 차

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결성된다. 이들 역시 집

회 및 행진, 시위 등과 함께 대중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또 법무

부의 수정안에 대응하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2008년 1월 30일 민

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하여 국회에 발의된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첨예하게 대립

하면서 법무부의 법안과 노회찬 의원의 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하고 회의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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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이를 추진하는 행위자들은 다양

하였으며 그 영향력은 강한 수준이었다. 또 1기와 달리 정책 이전을 반대

하는 집단의 저항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분석모형에 따라 이 시기는

정책갈등영역의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

반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주도하는 집단과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

는 집단이 강력하게 대립하여 정책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

한 상황에서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이나

대통령의 리더십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강한 영향력

이 시기에 정책 이전을 시도한 주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단

체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 시민단체들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 마

련하고 정부에 권고하였던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반대하는 집단의 압력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성적지향

을 포함한 7개의 차별 영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23). 법무부는 명시적

규정을 예시적으로 바꾼 것이라 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는 입법의도

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8a: 332).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역량 부족은 정

책 이전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법무부의

수정된 법안 자체가 차별금지법 제정 의도와 달랐기에 아쉬움을 표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 사유들이 구체적이지 않

았기에 사유들을 법안에 명시하려고 했었는데 차별 영역이 예시 조항이

되는 것은 입법 의도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었다. 또 시정명령권 등의 실

효성 있는 차별시정제도들이 누락된 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 분명

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도한 현실의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역

23) 연합뉴스, 2007년 11월 8일, ‘차별금지법, 금지 항목 줄여... 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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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룰 수 없는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정부에 대해 권고만이 가능한 국

가인권위원회의 조직 특성 상 다른 법안의 입법을 시도할 수는 없었다.

2기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정책 이전 행위자는 성적소수자 단체를 중심으

로 하는 인권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었다. 이들은 앞선 시기에 일반적 차

별금지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일반적 차별금

지법을 반대하는 집단의 강력한 목소리에 법안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성적지향’이라는 분명한 쟁점이 생기자 성적소수자 단체가 중심

이 되는 연대 조직이 꾸려질 수 있었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08: 35-36).

특히 법무부가 삭제한 7개 차별 사유와 관련된 소수자 단체들이 강력하

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연대 조직을 형성할 수 있

었다. 법무부가 삭제한 7개 차별 사유는 성적지향, 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이었는데 이에 포함

되는 집단은 세력이 가장 약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

다24). 또한 경제계와 보수 기독교 단체가 반대하는 사항이었다. 이에 공동

행동은 성적소수자 단체뿐 만이 아니라 여성민우회 등의 여성단체, 이주

노동자 단체, 학벌없는사회 등의 다양한 인권, 시민단체들로 꾸려지면서

강한 영향력을 보이기 시작한다25).

많은 단체들이 연대한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 나간다. 우선은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중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

로 진행했다. 또 인터넷을 활용하여 ‘차별금지법’ 검색어 띄우기, 온라인

서명 운동 등을 시도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자회견, 집회 및 행진을 벌렸

고, 문화제와 플래시몹 등의 형태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 활동

을 선보였다. 특히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응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따

로 만들기 시작해서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도 진행했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08: 66-102).

25) 한겨레21, 2007년 11월 8일, ‘차별금지법이 사람 차별하네’

25) 2008년 11월 8일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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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활동에 대해서 성적소수자 단체에서는 미국의 스톤월 항쟁26)과

비교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성적소수자들은 다양한 연대

활동을 해왔지만 차별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기 꺼려했기에 함

께 공동의 목소리를 내었던 경험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자들 사

이에서나 진보 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들 사이에서도 편견의 대상이 되기

도 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한 연대활동에 대해서 성적소수자들의 평가

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08: 52-54).

2. 정책 반대 행위자들의 강한 저항

이 시기 강력한 정책 이전 반대 집단은 보수 기독교 단체였다. 이들은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동성애허용법안으로 규정하여 쟁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성적지향’이

차별 사유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교회 등의 공

공장소에서 대중에게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강연을 하거나 교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럴 경우 동성애 등가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바른 가치를 흐리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논리이다. 또 종

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전도 등의 활동에 제약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포함된다27).

특히 이 시기에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동성애에 관해서 조용한 대응을

하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동성애

26) 미국 뉴욕의 술집이었던 스톤월에서 동성애자들을 체포한 경찰에 반발하여

성적소수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였던 시위. 이는 전세계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08: 4).

27)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공식블로그, ‘차별금지법 반대 - 학교에서 동성

애를 가르친다고?’, http://blog.naver.com/pshskr/130167618342 (검색일: 2014

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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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별금지법안저지를위한의회선교연합’ 등을 발족하여 연대체를 구성하

여 본격적인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활동을 시작한다. 팩스보내

기 운동, 1천 만 명 서명운동 등을 통해 세를 과시하고, 1인 시위 등을 통

해 자발성 있는 운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

동, 2008). 또 유교 등의 종교단체와의 연대를 제안하기도 하는 등 기존과

다른 강력한 전략 등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 관련 언론 매체들

은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활동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보수 기독교 단체가 강한 수준의 저항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2007년 말에 있는 17대 대선이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

이 있다. 특히 2004년 미국 대선에서도 부시가 반동성애와 친동성애의 선

거구도를 짜는 전략으로 재선에 성공한 바가 있다고 한다(성소수자차별반

대 무지개행동, 2008: 39). 당시 17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당시

공동행동의 질의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답변을 미루거나 거부하였

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저항의 크기에 영향을 주

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속적인 성적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에 따른 반작용으로도 해석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적소수자와 관련된 문화 컨텐츠들이 증가

하고 유명인들의 커밍아웃 등이 화제가 되면서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들

이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주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 등이 만들어지는 추세를 보임

에 따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보수 기독교 단

체들은 기독교 윤리의 최후 보루로서 한국이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나라

여야 한다고 주장28)하는데 이런 주장 속에는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는 인

식이 엿보이고 있다.

28) 한겨레21, 2013년 5월 4일, 열정과 무관심이 낳은 차별금지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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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갈등영역에서의 균형 : 법안 통과 무산

정책갈등영역에서는 소수자 옹호 집단과 소수자 권익의 향상으로 인해

잠재적 불이익을 포함하여 실익을 얻지 못하는 집단 간의 대립이 강력하

게 나타나며 정부는 두 집단 간의 갈등 속에서 정책중개자로서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한다(전영평, 2009: 847). 이는 Wilson의 이익

집단 정치의 특징과 유사한데 그 특징은 이익집단의 역할이 강하고, 정당

이나 대통령의 역할이 약하다.

정책갈등영역의 상황이 전개 될 때 법무부는 예상치 못했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29). 그도 그럴 것이 법무부 수정안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

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성적지향’과 관련한 경과를 따로 적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간의 이견이 전혀 없었으며

‘성적지향’이 포함되고 있다. 즉 10월 2일 법무부의 입법 예고 안이 공개

되면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이 급격히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논란이 되는 차별 영역들을 삭제하고 차별 사유들을 예시

적 규정이라 밝히며 수정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수정안은 정책 이전을 찬

성하는 행위자들은 받아드릴 수 없었다30).

앞서 살펴보았듯 이 시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이를 지지하는 성적소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

권, 시민단체가 가세하여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이 극대화 되고 있었

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이전

반대 집단들은 ‘동성애’를 쟁점으로 하여 이를 근거삼아 조용한 반대 활동

29) 연합뉴스, 2007년 10월 31일,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포함 여부 논란.

30) ‘(전략) 첫째, 절차적 정당성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비판한다! 수정된

법안은 외형상의 변경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수정

이후, 삭제된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은 명문화된 규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

으로써 개별판사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법률해석에 맡겨지게 되었다(후략)’

(2007년 11월 23일 차별금지법대응및성소수자 혐오·차별저지를위한긴급공동행

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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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어나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조직적으로 잘 갖추어진 기독교

단체들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법무부의 성적지향 삭제를 이끌어냈으며, 결

국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 시기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극심한 이익단체들 간의 갈등

으로 인해 제정될 수 없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 시기의 강한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과 강한 정책 이전 반대 집단들의 저항에서 기인했다. 그

리하여 이익단체들 간의 갈등 속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는 어떠한 정

책적 조정도 하지 못하였고 이는 각 정당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법무부

의 법률안과 노회찬 의원의 법률안은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 되고

말았다.

연구의 분석틀에서는 정책갈등영역의 경우 타협안이 도출될 것이라 보

았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정책갈등영역에 있어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은

채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입법 자체가 무산되어 버렸다. 이는 법무부가 정

책 반대 집단의 영향력을 받아 차별 사유를 삭제하고 예시적으로 명시한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정책 이전 주체들이 반대하면서 발생하

였다. 정책 이전 주체들에게 삭제된 차별 사유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

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익단체들 간의 영향력 대립 속에서 일반적 차별금

지법은 다른 정책영역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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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국내 수용 과정 3기

(2008. 5- 2014. 8): 정책기회영역

이 시기는 2008년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발생한 5

월 이후부터 2014년 6월까지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2008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

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를 추진하는 강력한 주도 집단이 없는 가운데 법무

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제정이 진행되어 왔다. 법무부는 2008년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무산된 이후 2010년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각국의 입법사례 등을 연구하면서 10여 차례 모임을 진행하였

다. 그러나 동성애에 반대하는 많은 의견들로 인해 법무부 차별금지법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하였고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차별금지법을 제

외시켰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에 대한 우려가 있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힘들 경우 법 제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중단을 인정했다31). 즉 사회적 논란에 대해 피해가

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2008년 이후 국회는 18대, 19대를 걸쳐 4건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2011년에는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속적으로 소수자 등과 연대

해온 당론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으나 논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

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김재연 의원이 역시 당론에 따라

2012년 권영길 의원의 법안을 그대로 대표발의 하였다. 2013년에는 민주

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였다. 최원식 의원은

인권보호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하였

다고 밝힌바 있다32). 두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에 기독교 일부 단체를 중

심으로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자 법안을 철회하였다33).

31) 참세상, 2011년 1월 27일, ‘법무부 “차별금지법 부담스러워 중단”’

32) 그러면서 최원식 의원은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원식

의원실, 왜 차별금지법인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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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이를 추진하는 행위자들의 영향

력은 약한 수준으로 변하였다. 반면에 2기와 마찬가지로 정책 이전을 반

대하는 집단의 저항은 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에 분석모형에 따라

이 시기는 정책기회영역의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이에 대해 불이익이 우려되는 정책 이전 반

대 집단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

정에서 정책 이전 주체들은 유리한 정책을 만들기 어렵지만 사회에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중의 의견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시도

를 보였다.

1.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약한 영향력

이 시기에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은 일반적 차별금지

법에 적극적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심을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

이다34).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 자체의 한계는 있지만 일반적 차별금지법

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이슈를 생산하고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

지만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다. 물론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부, 국회가 정책 이전을 간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적극

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이에 정책 이전을 찬성하는 인권 단체 및 시민

단체들은 정책 이전 과정의 외곽에 머물게 되었고, 대중운동의 형태로 그

들의 운동은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의 경우 2008년 이후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로 국가인

권위원회법은 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강제할 구속력

이 없으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선언적 규정이 많아 피해자를 충실

히 구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차별금지

33) 오마이뉴스, 2013년 4월 22일, ‘차별금지법 법안 철회 자체가 초유의 사태’

34)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간보고서를 살펴보면 보고서 발간 이후 줄곧 등장하던

차별금지법 관련 부분이 2008년 보고서부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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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의견을 보인다. 또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서는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법무부는 현재까지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지난 2011년과 같이 법무부는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하지 않

고 있다.

한편 2008년 이후 국회는 18대, 19대를 걸쳐 4건의 차별금지법을 발의

하였다. 2011년에는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속적으로 소수자

등과 연대해온 당론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으나 논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김재연 의원이 역시 당론

에 따라 2012년 권영길 의원의 법안을 그대로 대표발의 하였다. 2013년에

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국회에 의한 정책 이전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각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강력한 반대 의

견에 직면하며 결국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철회했다. 두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에 기독교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전

개되었음을 밝히며 ‘종북게이 의원’이라는 비방에 시달렸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하였다35). 법안 철회에는 강력한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전략 없는 입

법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성소수자 단체들은 두 의원의 입법 이

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36). 또 김진표 의원의 경우 과거 동성애가 허용되

는 법률 제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김한길 의원의

법안에 서명을 하는 등의 모순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37).

한편 성적소수자 등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조직하고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논의가 자꾸 동성

애와 같은 성적지향으로 치우치면서 조직화 수준이 다른 소수자들에 비해

약한 성적소수자 단체들이 논의를 끌고 가는 모양새가 되었다. 실제로 외

35) 오마이뉴스, 2013년 4월 18일, ‘"종북 게이" 논란에 파묻힌 차별금지법 결국...’

36) 오마이뉴스, 2013년 4월 22일, ‘차별금지법 법안 처뢰 자체가 초유의 사태’

37) 한겨레21, 2013년 5월 4일, 열정과 무관심이 낳은 차별금지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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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입법 사례를 보면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경우 노동계나 여성계

의 활동이 주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이한 전개가 진행되고 있다38).

이에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은 공식적 행위

자들의 비일관적인 태도와 회피, 성적소수자 단체에게만 실린 과도한 부

담 등으로 2기에 비해 약한 수준으로 변모한다.

2. 정책 반대 행위자들의 강한 저항

이 시기에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중심적인 단체로는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

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에스더기도운동’, ‘선민네트워크’ 등이 있

다. 특히 이들은 일반적 차별금지법만이 아니라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이

나 인권헌장 등에도 동일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서울시에서 제정하려고 했던 서울시민인권헌장 역시 ‘성적지향’을 문제로

삼은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39). 여기에 국내 법률 가운데

유일하게 ‘성적지향’을 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운동에도 나서고

있다40).

보수 기독교 단체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주고 있

다. 비단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수쿠크법 등 보수 기독교 단체가

반발하는 정책의 경우 의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41). 성적소수자들도 보수

기독교 세력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정한다42). 정치인들 역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43). 지속적으로 일반적 차별금지법

38) 앞의 기사.

39) 문화일보, 2014년 12월 1일, ‘서울시민인권헌장 사실상 폐기’

40) 국민일보, 2014년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문구 비판’

41) 연합뉴스, 2011년 3월 9일, ‘특정종교에 기반 둔 수쿠크법 폐기해야’

42) 기독교 세력의 활동이 언론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돈, 시간, 조직에서 우세하

기 때문이다. 혐오가 점점 조직화 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김조광수,·김도

혜, 2012: 231-232).

43)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표가 중요한데 교회처럼 지역에 잘 다져진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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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대하는 저항이 강하게 유지되는 이유이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차별금지법 반대 전략은 적극적인 연대와 조직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장을 공유하는 관련 기독교 단체들끼리 연대

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지역 교회 등을 통해 주장에 대한 논리를 적극적으

로 전파한다. 2011년 권영길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나 2013년 김한

길, 최원식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를 보면 법안이 발의되거나 공개

될 때 집중적으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특징은 이러

한 의견들의 논리가 모두 비슷하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 되는 등 상당히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A 보좌관, 인터뷰, 2014년 11

월 23일). 실제로 국회입법사이트의 의견제시건수를 보면 다른 법안들의

경우 의견제시가 두 자리 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최원식 의원의

법안은 만 건이 넘는 의견제시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일반적 차

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

또 연대의 외연을 넓혀나가기도 한다.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정치적

으로 보수적 성격을 지닌 단체들과 연대하기도 한다44). 이들은 사상과 표

현에 있어 자유가 보장될 경우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국가에 위험한 의

견 표출 등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려한다. 외연의 확

대를 통해서 이들은 법안 발의 시점에는 집중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며 지

속적으로는 토론회, 강연회 등을 통해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

적해오고 있다.

3. 정책기회영역에서의 균형 : 법안 제정의 어려움

정책기회영역에서는 전영평(2009)이 말했듯 반대 집단의 영향력이 강하

기 때문에 소수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신경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A 보좌관, 인터뷰,
2014년 11월 27일)

44) 한겨레21, 2013년 5월 4일, 극우의 길 위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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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일반 대중에게 판단받고자 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시도를 감행한다(전영평, 2009: 847).

일반적 차별금지법 사례의 경우 2기의 강력한 정책갈등영역을 거친 후

에 정책기회영역으로 전개되었다고 분석된다. 이는 앞서 분석한 것처럼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전 시

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구의 한계가 있었지만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

정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국

가인권위원회라는 주도적인 정책 이전 주체가 사라진 이상 누군가가 정책

창도가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나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나 국회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위

한 정책 창도가로 나서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내 강력한 반대에 밀려 논의를 중단하는 경향

을 보인다. 정책 이전을 반대하는 주요 집단인 보수 기독교 단체는 강력

한 조직과 자본 등을 앞세워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서는 이슈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강력한 저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책 이전 주체들의

약해진 영향력과 저항이 강력히 유지되고 있는 정책 이전 반대 집단들에

의해 정책기회영역에서 정책의 지형이 전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정책 이전에 계속 실패하면

서 현재까지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무산된 채 남아있다. 정책 이전 주체인

성적소수자 단체들은 연대 활동을 통해 다양한 행동 등을 시도하고 있으

나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고, 대중들의 인식 변화에 기대어 정책의 기회

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현재 정책기회영역에서 유리한 위치

를 점하고 있는 정책 이전 반대 집단인 보수 기독교 단체들도 광고, 강연

회 등을 통해서 대중들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적소수자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뿌리 깊은 편견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 67 -

제5절 소결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다른 소수자 정책의 출발점과 마찬가지로 정책결

핍영역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책 이전을 주도하였던 국가인권

위원회의 기구적 한계,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 단체들의 인식 부

족 등으로 정책 찬성 행위자들이 약한 영향력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정책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 단체들의 쟁점 최소화 전략, 대

중 여론의 무관심으로 인한 정책 반대 행위자들의 저항도 약했기에 일반

적 차별금지법은 정책결핍영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는 정책 창도가로서 법안을 마련하고 준비하면서 정책 영역의 변화를 꾀

했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법무부의 안이 공개되면서 급격히 정책갈등영역으

로 전개되었다. 법무부의 안을 접하게 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조용한

대응이 아닌 실질적 조직화와 행동에 나서면서 정책 이전을 반대하는 행

위자들의 저항이 강해졌다. 또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성적소수자 단체를 비롯한 인권, 시민단체들도 조직화에

나서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극심한 정책갈등영역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갈등 속에 제정되지 못한 채 다른 영역으로 위치하

게 된다.

정책갈등영역에 존재하던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정책 반대 행위자의 저

항 크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관심, 정부와 국회의 비

일관적인 태도, 성적소수자 단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 등의 영향으로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이에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정책기

회영역에 위치하게 되고 강력한 반대 행위자들의 저항 속에서 일반적 차

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남아있게 되었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영향력 수준에 따라 정책영역이 변화하여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정책을 이전하는 행위자의 영향력은 정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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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행위자들의 조직화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인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참여와 일관적인 태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둘째, 정책 이전에 반대 행위자의 저항 강도는 일반적 차별금지법 사례

의 경우 집단의 조직화 뿐 아니라 행동의 정도와 수준, 그들이 가지고 있

는 자원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은 정책 반대 행위자의 저항 동기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정

책 찬성 행위자들의 경우에도 사회 인식 변화에 기대 그들의 정책 환경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경향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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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인권규범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의 정책 이전 결

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정

책 이전 이론의 과정에서의 정책 이전을 찬성하는 행위자와 정책 이전 반

대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펼쳐지는 소수자 정책 지형을 분석틀로 삼았

다. 특히 정책 이전 과정에서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영향력과 정책 반대

행위자들의 저항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는 정책영역의 특징을 살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모두 국제인권규범을 실현하

는 중요한 법안인 동시에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규제정책의 성격을 지

니고 있다. 또 법안이 담고 있는 구제 수단, 영역 등의 내용과 함께 형태

에 유사성이 많으며 입법이 시도되었던 시기도 비슷하다. 반면 결정적으

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같은 차별금지법인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유사한 시기에 입법이 시도되었

으나 2014년도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른 소수자 정책의 출발점과 동일하게 정책결핍영

역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장애인 단체들 사이의 갈등 존재, 정부

를 비롯한 정치계의 무관심 등으로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약했

고, 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긍정적 변화와 법안 자체에 대한 대

중의 무관심으로 인해 정책 반대 행위자들의 저항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조직화와 법안 연구에 몰두하였고 스스로 정책 창도가가 되어 정책

영역의 변화를 이끌 준비를 하였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단체들의 거대한 연대와 내부 합의에

의한 장추련의 조직적 영향력이 발휘되었고, 장애계 정치인들의 국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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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정부의 공약 이행 등과 맞물리면서 정책 찬성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반면 경제계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

리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저항은 거의 없었고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

책과잉영역에서 전개되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원안을 고수하지는

못했으나 원안이 상당히 반영된 형태의 타협안으로 제정에 이른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정책 이전을 주도하였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적

한계,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 단체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정책

이전을 주도하는 행위자들은 약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정책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와 함께 사회문화적으로 성적소

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기에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국내 수용

과정은 정책 기회영역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2기에서 법무부의 안을 접하게 된 보수 기독

교 단체들이 조용한 대응이 아닌 실질적 조직화와 행동에 나서면서 정책

이전을 반대하는 집단들의 저항이 강해졌다. 또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 차

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성적소수자 단체를 비롯한 인권, 시민단

체들도 조직화에 나서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극심한 정책갈등영역으로

전개되었다.

정책갈등영역에 존재하던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정책 이전 반대 집단의

저항 크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관심, 정부와 국회의

비일관적인 태도, 성적소수자 단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 등의 영향으로 정

책 찬성 행위자들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이에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정

책기회영역에 위치하여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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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차별금지법과 같은 소수자와 관련된 정

책 이전에 있어서 정책 이전을 반대하는 저항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 수준이 변화하고 있으나 저항의 크기가 약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정책 이전에 성공하였고 저항의 크기가 강했던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도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에 미치는 변인들을 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에서 정책 대상이 되는 이익집

단의 경우 폭넓은 연대와 내부 통합을 통한 조직화가 영향력 수준을 결정

하였다. 또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

서 공식적 행위자의 참여가 중요했다. 또 일반적 차별금지법 사례에서 살

펴보면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은 조직화와 연대와 더불어 행동 전략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역시나 공식적 행위자의 일관된 참여도 중

요하였다.

셋째, 정책 대상이 되는 소수자의 정체성이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

과 정책 이전 반대 집단의 저항에 영향을 주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

의 경우 장애인은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조직화 수준이

높았기에 저항의 크기를 줄이고, 영향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반면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쟁점이 되었던 정책 대상인 성적소수자는 사회

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깊은 편견이 존재하고 있고, 조직화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이에 저항의 크기가 약하지 않았고, 정책 이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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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연구의 분석틀로 살펴본 법안의 수준이 가설

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듯이 정

책갈등영역에서 극심한 갈등에 의해 타협안이 도출 될 것으로 보았으나

극심한 갈등은 타협을 만들기 힘들었다. 특히 핵심 쟁점의 갈등은 양보를

힘들게 하였으며 정책갈등영역에 있어 정부 등이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도 이를 힘들게 하였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에서 정책과잉

영역의 경우 원안이 고수될 것으로 보았으나 일정한 정도의 수정안이 산

출되었다. 이는 정책 이전 주체들이 입법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

면서 쟁점이 될 사항들을 미리 양보하면서 수정안이 산출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소수자 관련 정책의 정책 이전 과정

을 분석하였다. 두 사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유사한 사례였기에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했다. 그러나 정책 이전 과정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을 다른

조건을 가진 사례 혹은 다른 국가에서의 차별금지법 사례에 일반화 할 수

있을 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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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transfer in

the Anti-Discrimination Act and find out why the outcomes of the

legislation differ. Both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the

Anti-Discrimination Act are composed of crucial bills to realize

international norms for human rights. The two bills share a lot of

similarities in terms of the contents and forms included in their

remedial means and areas. In addition, the two’s legislatio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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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ed around the same time. Howev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en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April, 2007

and became legislated, but the Anti-Discrimination Act failed in being

enacted up until 2014.

In phase 1 of the case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groups of the disabled were immersed in their organization and

research on bills to establish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y

made themselves as policy-makers and prepared for bringing changes

to the area of policy. In phase 2 of the case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groups of the disabled exerted their

organizational influence, and it was engaged with the entrance of

disabled politicians int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enlarged the

influence of the groups supporting the policy even more. Meanwhile,

they had lack of reason to object to the policy for the disabled, so

there were almost no groups that were against the policy. In fact,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as developed in the area of political

surplus. About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y did not adhere

to the original bill but passed the revised one as a strategic option for

faster legislation.

In phase 1 of the case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t started to

be developed in the area of political deficiency on account of the weak

influence of the groups supporting the policy as well as the low

resistance of those against it. And in phase 2 of the case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conservative Christian communities that faced

the bill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chose to be involved in

practical organization and action instead of calm reaction, which

provoked the resistance of the groups against the policy transfer. And

as a response to it, such groups as civic groups, human right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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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xual minority groups that regarded the Anti-Discrimination Act

to be important entered into their organization and exerted their

influence, which made the bill developed in the area of severe political

conflict. In phase 3 of the case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the

influence of those supporting the policy grew weaker due to the

ignora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oth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s inconsistent attitudes, or

serious pressure from those sexual minority groups while the size of

resistance in the groups against it remained the same. Accordingly, the

Anti-Discrimination Act was positioned in the area of political

opportunity and has failed in its legislation up to now.

Keywords: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Anti-Discrimination

Act, Polic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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