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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여성정책은 젠더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지만 단일한 정책은 아니
다. 여성의 이해는 젠더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민족성, 섹슈얼리티 등과
교차하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Molynuex, 1985;
Alvarez, 1990). 그런데 왜 어떤 여성정책은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쉽게
도입되는데, 왜 어떤 정책은 오랜 노력 끝에도 도입이 좌절되는가? 이러
한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여성정책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성국회의원비율,
진보정권, 여성운동의 성과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제 여성정책의 입법성
과는 법률안이 내포한 정책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
인다. 여성정책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지만, 여
성정책은 정책에 따라 상이한 젠더이슈를 포함하기에 각 정책입법안이
가진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정치 내에 초점을 맞
추어 17대부터 19대 국회 기간에 심사·의결되었던 총 1,372개의 여성정
책 법률안의 특성별 통과 양상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의 기준으로는
Htun & Weldon(2010)이 제시한 여성정책유형분류를 이용하여 각 정책
유형이 정책통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정책 법률안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고도
가부장제 패러다임 변혁에 초점을 둔 교리정책이 법률안 통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교리정책이 비교리정책에
비해 통과가능성이 34%정도 낮았다. 이는 젠더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은 의제화과정에서 억압되거나, 의제화되더라도 기득
권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켜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다. 반면 계급기반정책과 젠더지위정책의 경우 법률안 통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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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정책 분야에서 정책유형화 작업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여성정책의 특성에 따른 정책 가결여부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
의가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여성정책의 일반화에 기여하
고 이론적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적 관점에
서 통과가 어려운 교리정책의 정책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여성정책, 입법화, 여성정책유형
학 번 : 2015-24542

- 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연구목적 및 배경 ·············································1
제 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3
제 1 절 정책과 입법 ··········································································· 3
1. 입법의 중요성 ························································································· 3
2. 법률안의 처리절차

············································································· 4

3. 입법화에 관한 선행연구 ····································································· 8

제 2 절 여성정책 ············································································· 16
1. 여성정책의 개념 및 특징 ··································································· 16
2. 여성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0
3. 여성정책의 유형 ···················································································28
4. 정책유형에 따른 입법화가능성 ························································· 34

제 3 절 여성정책과 입법에 관한 선행연구 ································· 44
1. 한국의 여성정책과 입법 ····································································· 44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필요성 ················································· 49

제 3 장 연구설계 ·········································································51
제 1 절 연구문제 및 개념적 준거틀 ············································· 51
제 2 절 변수설정 ··············································································· 55
1. 종속변수 : 정책법률안 가결여부 ······················································ 55
2. 독립변수 : 여성정책 유형 ··································································56
3. 통제변수 : 제안자특성, 정치적특성, 국회특성 ···························· 59
- iii -

제 3 절 연구 방법 ············································································· 64
1. 분석대상과 범위 ·················································································64
2. 분석자료 ·······························································································64
3.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 65

제 4 장 분석 결과 ·······································································67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 67
1. 표본수의 적절성 ···················································································67
2. 종속변수 : 여성정책 법률안 발의 및 통과

현황 ···························· 67

3. 독립변수 : 정책유형별 기초통계 ······················································ 70
4. 통제변수 ·································································································72

스틱 회귀분석 결과 ··················································· 74

제 2 절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 ····································································· 74
2. 종합적 검토 ···························································································78
1. 로지

제 5 장 결 론 ··············································································81
약 ········································································· 81

제 1 절 연구의 요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83
제 3 절 연구의 한계 ········································································· 84

참고문헌 ··························································································86
Abstract ·························································································95

- iv -

<표 목차>
<표 2-1> 입법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 14
<표 2-2> 분배와 인정 패러다임 ··················································· 23
<표 2-3> 통합접근과 의제설정접근 ············································· 27
<표 2-4> 여성정책 유형 ································································· 32
<표 2-5> 여성정책의 입법에 관한 선행연구 ····························· 48
<표 3-1> Krippendorff’s Alpha 측정에 따른 코더 간 신뢰도 ·· 58
<표 3-2> 본 연구의 변수정의 ······················································· 63
<표 4-1> 여성정책 입법현황 ························································· 68
<표 4-2> 제안자 별 여성정책 입법현황 ····································· 70
<표 4-3> 여성정책유형별 입법현황 ············································· 71
<표 4-4> 여성의원 최대 명수, 비율 ············································ 73
<표 4-5> 통제변수 별 여성정책기초통계 ··································· 74
<표 4-6>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75

<그림 목차>
<그림 2-1> 법률안의 처리절차 ······················································· 6
<그림 3-1> 개념적 준거틀 ····························································· 52
<그림 4-1> 회기별 여성정책법률안 통과율 ······························· 69
<그림 4-2> 여성정책유형별 통과율 ············································· 72

- v -

제 1 장 서론 : 연구목적 및 배경
외

련

국내 적으로 성평등과 관 된 논의가

활발하고,

참

여성의 사회 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지평이 확대·변화되고 있다(원

숙

년 제정된 헌법에 성차별 금지를 명시한 이래
로 지난 60여 년 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꾸준히 제정해왔다(김복규, 2000). 특히 최근에는 호주제가 폐지
되고 양성평등기본법이 도입되는 등 전통적 성역할 변화를 전제한 정책
연, 2003). 우리나라는 1948

적 노력이 다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8). 이러한

겨

변화는 그 간 부수적으로 여 지던 여성이라는 변수를 주류로

숙

편입하려

는 시도로 평가된다(원 연, 2003).
그런데 왜 어떤 여성정책은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쉽게 정책화 되는
데, 왜 어떤 정책은 오랜 노력 끝에도 정책화가 좌절되는가? 이러한 차
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여성정책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
제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여성정책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성
국회의원비율, 진보정권, 여성운동의 성과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제 여성
정책의 입법성과는 법률안이 내포한 정책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
지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정책은 젠더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지만 단일한 정책은 아니
다. 여성의 이해는 젠더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민족성, 섹슈얼리티 등과
교차하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Molynuex, 1985;
Alvarez, 1990). 그리고 여성정책은 정책에 따라 다양한 젠더이슈를 포함
하며, 젠더관계에 있어도 상이한 함의를 가진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각기 다른 갈등을 활성화시키
기 때문에 정책결정에도 차이가 나타난다(Htun & Weldon, 2010).
예컨대 호주제의 경우 진보정권이 장기집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인 반대에 부딪혀 2005년에서야 법적인 근거를 상실했다. 또한 임신중단
합법화는 헌법 제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1)이지만 진보정권이 집
서 정책 별로 다양한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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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
은 노태우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개정되었으며, 박근혜정부 시기
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기도 했다. 한편, 요보호
여성에 대한지원, 성폭력, 양육수당지급,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안들은 정
권이나 여성의원비율에 상관없이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렇듯, 여성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지만
권하고, 제 19대 국회에 국회여성의원비율이 15.7%로

여성정책은 정책에 따라 상이한 젠더이슈를 포함하기에 각 정책입법안이
가진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성정책 관

련 연구들은 모든

법률안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거나 개별정책분야를 중심
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여성정책들 간의 비교연구나 여성정책의

히 여성정책에 있어 입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정전반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제도
정치 내부의 입법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권수현, 2014).
이론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정치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정책의 내용과
특성이 법률안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17대부터 19대 국회 기간에 심사·의결되었던 총 1,372개의 여성정책
법률안의 유형별 통과 양상을 실증분석 할 것이다. 분석의 틀로는 Htun
& Weldon(2010)이 제시한 여성정책유형분류를 이용하며 각 정책유형이
정책통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유형화 작

합

업은 여성정책을 종 하고 일반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다양한 여성정책 중 어떤 종류의 정책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

후 미비하게 통과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치적·정
책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는지를 확인하고, 차

헌

1) 자기결정권은 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다. 성적 자기결정권,
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임결정권 등이 해 된다(법제처, 2010).

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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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ㆍ신체

제 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정책과 입법
1. 입법의 중요성
국민의

직접선거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통해 구성되는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로서 표현되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 입법부
의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정정길, 2016).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
부는 입법, 재정, 헌법기관 구성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비준 동의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정정길, 2016). 이중 정책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은 입법권이다.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나며 정책결
정에 있어 입법부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하나 여전히 국가의 중요한 정
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권한은 입법부에 있다. 또한 여러 상황에 의해
정책결정권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예산심의 등의 비입법적인 방법을
통해 정책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책학(policy science)은 라스웰(Lasswell)을 시작으로 정치의 부수적
인 결과물로서 다루어져왔던 정책을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은 학문체
계를 말한다. 정책학은 정책과정(policy process)상의 여러 가지 활동을
연구하며, 정책을 핵심대상으로 삼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과정의 제측면을 연구한다(정정길, 2016). 그런데 정책을 행정부의
행위로 바라보던 과거 정책연구의 대부분은 행정부와 관련 이해관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입법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서인

집

르

석, 2013). 정책의제설정론, 정책결정론, 정책 행론, 정책평가에 이 는

와 관련이 있는 정책결정론에서도 정책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의사결정론이었으며 입법부에 대한 주된 연구는 정치학분야에서
정책과정 중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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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이루어져왔다(정정길, 2016). 그러나 최근에는 정책을 행정부, 입
법부, 이해관계자 등 다층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이 설득력을 얻으
며(서인석, 2013) 정책학 분야에서도 입법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법률을 통해 구현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설
계하더라도 입법부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정책화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정책학 분야에서도 입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결정

련 헌법적인 권한이 있다. 즉, 입법부는 정책결정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행정부의 정책을 통과시
키기만 하는 통법부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입법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발의법률안도 폭발
하는 입법과 관 한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서인석, 2013).

렇듯 입법 및 입법부는 정책결정의 주요 연구대상이며, 입법화는 곧
정책의 구현을 의미하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안
의 제정과 개정작업은 사회적인 요구와 목소리가 입법기관을 통해 국가
제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정된 법률안은 사회 구성원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범이 된다(Smith et al, 2013; 박은형
& 이사빈, 2014에서 재인용). 정책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화되지 못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학
및 여성정책분야에서도 입법연구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2. 법률안의 처리절차

질

예산안, 청원, 동의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처리되는 의안(bills)은
일반적으로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안”(의안정보시스템, 검색일: 2017.05.24)을 말한다. 의안으로 성립되기 위
국회의 가장 본 적인 기능은 법률안,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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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일정한 안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
다. 둘째, 10인 이상의 의원이나 위원회, 정부 등 정당성을 가진 자가 발
의하여야 한다. 셋째, 발의의 절차가 적법해야하며 형식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넷째,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
회의 심사 후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으며 심사나 의결과정에서 의안이
수정될 수 있다. 또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폐기되지 않지만 국
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자동폐기된다(의안정보시스템, 검색일:
2017.05.24). 의안의 종류에는 헌법개정안, 법률안, 예산안, 결산,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선출안, 중요동의, 의원징계안, 의원자격
심사안이 포함된다. 이 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안은 법률안이며, 법
한 조 으로는

률안은 정책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집

검토, 의견
거친다(임종훈 & 박

법률안을 작성을 위해서는 입법정보 수 , 분석, 초안작성,

렴
수철, 2006). 국회의원의 경우 정책입법안 구성을 위한 자원이 다른 입법
주체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정당내부조직, 정부기관 등 공식적 기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입법지원조직 등 민간부문의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초안작성 이후 당 내 기구나 국회
내 입법지원기구 등에서 초안을 검토 받게 되며, 객관적 검토를 위해 초
안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3자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검토 시에 입법목적,
입안내용, 법리나 법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상세히 살핀다. 입법내용에 따
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서인석, 2013). 이 과정에서
법률안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기도 하고, 법률안 자체를 발의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이후 법률안이 확정되면 대표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
의 발의자를 연서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국회법 제 9조 제 1항, 제
2항). 정부발의의 경우 각 부처에서 원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
고, 협의된 법률안을 법제처에서 심사하며, 차관회의심의나 국무회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발의된 법률안은 일
반적으로 <그림2-1>과 같은 처리절차를 거친다.
수 , 법률안으로 확정, 법률안 발의의 사전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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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법률안의 처리절차

자료: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8)

출
쇄
후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한다. 회부된 법률안은 위원회
에 상정되며 제안자의 제안취지를 듣는다. 의원발의 법률안일 경우 발의
의원 중 대표자 1명, 정부 제출일 경우 관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입
발의, 제 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이를 인 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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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명
후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다. 전문위원 검토절차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수석전문위
원(차관보급)과 전문위원(2급)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존법률안과의 충
돌가능성, 입법의 필요성, 내용적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법률안의 실질
적 입안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후 대체토론에 들어가 법률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절차를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할 경
우 공청회, 청문회, 연석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국회여성가
족위원회, 2008). 관련위원회는 소관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소관위원회에 송부한다(국회여성가족위원
회, 2008). 특히 여성정책은 특성상 다른 위원회와 연관된 정책이 발의되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소관법률안 심사와 더불어 관
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법률안에 성인지적,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8).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는 소관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필
요가 없다고 판단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나머지 법률안들은 원안 및 수
정의결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 심사를 받은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정된 법안은 위원장 심사보고, 질의, 토론, 표결의
순서를 거친다.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부결된다. 위원회와 본
회의에서 의결되는 법률안의 형태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가
있으며(의안정보시스템, 2017), 의결 혹은 부의되지 아니한 경우는 부결,
폐기, 철회, 임기만료폐기의 형태를 띤다.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경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으로 탄생하게 된다(국회여성가
법 지를 설 한다(서인석, 2013). 이

족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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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화에 관한 선행연구
입법부 대상 선행연구의 경우, 주로 입법부 법률안(또는 의원발의안)에

활
까
와연
구방법론의 스팩트럼이 매우 넓다. 이 중 입법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국
회 내 정치동학이 입법화의 주요요인 이라고 보는 연구(Shull; 1983;
Mayhew, 1991; Krehbiel, 1998; Sundquist, 1988; Fiorina, 1996; Fenno,
1973; Kingdon, 1989; Cox & McCubbinsm 1993; Synder & Gloseclos,
2000; Smith, 2007; 박경돈, 2015; 목진휴, 2009)와 법률안이 내포하는 정
책의 특성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로 요약된다(Froman, 1967;
Wilson, 2001; Wilson, 1980; Schneider&Ingram, 1993; Wilcox &
Clausen, 1991; Clausen & Cheney, 1970; Maris & Marshall, 1973;
Jenkins, 2006; 이은영, 2016; 박은형 & 이사빈, 2014; 서인석, 2013).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자에 초점을 맞춰 입법화를 설명한다. 국회 내
정치동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정단 간 관계, 제도적 맥락에 따른 국
서부터 국회의원의 의정 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지 그 주제

회 내 정치과정이나 국회의원이 가진 목적, 동기를 중심으로 입법기관의

명

박
빈
연구들은 정치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설명하고 입법화의 요인들을 밝혔다
는 의의가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과정에 초점
을 맞춘 연구들은 모든 법률안을 동일하게 보고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검
의사결정과정을 설 하는 경향이 있다( 은형 & 이사 , 2014). 이러한

증하는데, 국회 내 정치과정이 법률안이 내포하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현

달라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입법결정자들은 법률안에 표 된 정책의 대
상이

누구인지와 정책의 목표, 수단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책결정을 달리

할 수 있다.
기존의 여성정책의 입법에 관한 연구에서도 정치과정에 주목하여 정책

당집권여부, 여성의원비율, 여성
운동 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책에 따른 유형이
상이한 정치과정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이러한 갈등이 정책결정에 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진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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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와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정리하고, 어떤 주장이 더욱 타당한지 살펴볼
지 영향을 미

학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정치동 에 초점을 맞

춘

연구

것이다.

학

춘 연구

1) 정치동 에 초점을 맞
행정부

효

와

당

국회의 관계, 정

학

춘

입법 율성에 영향을 준다. 정치동 에 초점을 맞

당

학

간 관계, 선거 등 국회 내의 정치동 은
선행연구들을 살펴

Shull, 1983;
Mayhew; 1991; Sundquist, 1988; Fiorina, 1996; Gilmour, 1995)와 제도
적 맥락이 입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Rothenberg & Snaders,
2000; Jenkins & Nokken, 2008a; Tsebelis, 1995)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과 의회와의 관계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
정할 수 있다(이은영, 2016). Shull(1983)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공화당 출
신의 대통령은 규제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주당 출신의 대통
령은 재분배 정책에 좀 더 공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당과 의회
간 관계에 주목한 연구인 Sundquist(1988)의 연구는 여대야소상황에서는
대통령과 다수당이 재선과 정책적 목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원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 여
소야대 상황 하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다른 정책과 입법적 흥미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주요법안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된다(Fiorina,
1996). 반면 Mayhew(1991)는 이와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946년과 1990년 사이의 대표(landmark) 법률안을 분석
한 결과 여소야대정부가 법안 입법의 수를 유의미하게 낮추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결정에서 정당 간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Gilmour(1995)의 연구에 따르면 두 정당 간 이념적 양극화가 커질 경우,
하나의 정당이 다른 정당과 자신들을 구분지을 인센티브가 증가하기 때
보면, 정

간 관계가 입법의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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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 협의를 통한 타협점을 도출해낼 유인은 줄어든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정당 내에 중도성향의 국회의원이 존재할 경우 이들이 다른
정당과 타협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입법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당 간 이념적 거리가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서인석, 2013) 정당 간의 이념적 거리가 입법효율성에 영향을 미
문에 정

치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외

이 에도 국회가 고유하게 가지는 제도적 특성은 정책가결에 영향을

친 먼저 국회는 특정기간마다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Rothenberg &
Snaders(2000)과 Jenkins & Nokken(2008a)에 따르면 선거 후 다음 국회
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의원변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입법회피(legislative shirking)이 나타난다. 반면
선거 전후 시기는 국회가 시민사회에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기
이기에 입법효율성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존재한다(권수현,
2014). 또한 미국의 경우 양당제가 갖는 고유한 특성이 입법효율성에 영
향을 준다. 양원 간 이념적 차이와 정당 양극화는 의회의 입법효율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Tsebelis(1995)의 연구
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의 정책적 거리에 따라 정책 안정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원 간 이념적 차이가 클수록 양원과 대통령, 3자
간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Kelley & Marshall, 2009).
미 다.

춘 연구

2) 정책유형에 초점을 맞

태와 정책과정 분석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정책의 내용
이다(박은형 & 이사빈, 2014). 정책이 정치를 결정하고(Lowi, 1964), 정
책이 가진 특성에 따라 정책화 가능성이 달라진다(Wilson, 1980;
Schneider & Ingram, 1993)는 정책학 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의 특성은
입법화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다. 앞선 논의들이 법안가결의 정치적원인
과 입법효율성 증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입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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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모든 입법안을 동일한 것으로 단순화시켜 입법영향력을
분석하는 방법을 비판한다. 즉, 정책의 국회통과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
일부

내의 정치보다 법률안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Froman(1967)과 Wilson(2001)등의 학자에 따르면 정책이 내포한 특성
과 내용에 따라 정치 참여자들과 참여양상이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책의 입법화에서도 법률안에 포함된 정책의 특성에 따라 입법성

Schneider & Ingram(1993)
은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이 가진 긍정적이미지와 부정적이미
지가 그 집단의 권력소유여부와 맞물려 정책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정책입법안의 대상집단의 특성이 정책채택의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인석(2013)의 연구는 정책유형이
가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 검증하였다. 정책유형으로는
Wilson, Schneider & Ingram이 제시한 정책분류를 이용하였다. 연구결
과 정책대상집단의 권력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정책입법처리기간이 짧으며 정책입법안의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입법성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과도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또한

시사한다.
개별 정책분야 별로 입법영향력을

연구도 있다.

먼저 홍인기

세
세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효율성, 형평성, 세제정비, 경제상황, 사회정책,
세수감소 등 주요조세원칙에 따라 법안을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전

승훈(2013)은

검증한

부가가치 법에 주목하여 부가가치 법의 가결 결정

연구결과 형평성제고 목적의 발의안이 통과가능성 높았으며, 여성과 노

약
타
났다. 또한 복지조례안을 분석한 이은영(2014)의 연구에 따르면 복지조
례안 일부개정조례일수록, 심사기간 등 의회 내 정치적 요소보다 조례입
법 상의 특성에 따라 입법화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보경(2008)은 환경법안의 가결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발의주체와 발
의자 소속 정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국회 내 정치적 요인이 가결에
인 등 사회적 자를 위한 사회정책은 정책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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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내용은 국회의원의 투표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Pool &
Rosenthal(1997)의 연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진보-보수 단일한 이념성
향이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성향은
경제정책, 시민의자유, 민주주의, 사회복지의 정책분야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cox & Clausen(1991)는 진보-보수 단일한 변수로
만 의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구, 이념집
단, 개인성향 등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경제정책, 사회보장정책, 복지, 시
민권, 농업, 안보정책에 따라 국회의원의 투표행태가 달라질 것이라 가정
하고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정책과 시민권관련 정책투표 시 당직의 영향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lausen & Cheney(1970)의 연구에 따르
면 복지정책은 지역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경제정책은 당파적 차
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형 & 이사빈, 2014). 가족계획
(planned parenthood)정책과 같은 특정 정책을 분석한 연구인 Maris &
Marshall(1973)의 연구를 보면, 자유주의적 투표행태에 지역구 특성보다
의원 개인의 종교나 이념적 특성이 더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들은 법률안의 입법화의 영향요인분석에 보충될 요소가 있
음을 시사한다(서인석, 2013). 입법연구의 초점은 여전히 정당요인, 제도
요인, 이념요인 등 정치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최근 논의
더

를 살펴보면, 정치적 요인보다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개

J k s
박은형 & 이사빈, 2014에서 재인용)고 주장하며 정책유형을 감안한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책의 국회통과 결정에 국회 내의 정치뿐만
별정책분야를 심도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서인석, 2013; en in , 2006;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이 주요 변인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이를 통해 각 정책영

역 별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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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입법연구
국내연구의 경우 정책을 주요변수로 보고 법률안입법 영향요인을 분석

매우 미흡한 가운데, 여성정책관련 법률안을 단위로 가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실증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먼저 박경돈(2015)은 우리나라 제헌국회부터 19대국회까지 발의된 법
률안 전체의 입법영향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발의주체와 여소야대정
국이 법률안 통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발의주체가 정부일수록 가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소야대
정국일수록 수정의결 될 가능성이 높고, 처리기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14대 국회부터 17대국회만을 분석한 목진휴(2009)의 연구에서도
발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률안이 가결되기까지의 처리시간이 달라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 법안의 경우 가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
고, 선거정국일 경우 소요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서현진 & 박경미
(2009)는 17대 국회만을 단독으로 분석하였다. 서현진 & 박경미(2009)의
연구는 앞서 국회의원 발의법안이 가결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의원발의법안에 주목하여 가결요인을 밝혔다. 연구결과 발의자가 여
당의원일수록, 지역구의원일수록, 공동발의자가 많을수록, 가결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치과정에만 주목하여 법안가결을
설명하고 있다. 정책이 내포한 내용특성을 고려한 실증연구인 서인석
(2013)은 입법연구에 있어 정책의 내용이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Wilson과 Schneider & Ingram의 정책유형화를 통해 법률
한 실증연구는

안의 정책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대상이 권력

록

을 가지고 있을수 , 사회적형상이

타났다.

긍정적일수록

될

법률안이 통과

가능

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이하의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입법기관인 의회를 대상으로 한

혹

례

연구들 중 주로 법률안( 은 조 안)을 분석단위로 하여 입법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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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미치는 요인을 설 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국회 대상 선행
연구의 경우, 주로 국회 법률안 통과 영향요인 분석 또는 국회의원의 의

활

까

정 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지 그 주제

와

연구방법론이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의 가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

므

책유형의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 로, 법률안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크게 입법안 전체를

동일하게 보고 분석한 연구, 개별 정책분야를 단위로 분석한 연구, 그리

뉜

고 정책유형을 독립변수에 추가한 연구로 나 다. 아래

약

<표 2-1>은 이

들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 한 것이다.
<표 2-1> 입법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도)
서현진
&박경미
(2009)

분석대상
의원발의법
률안

목진휴

14-17대

(2009)

법률안

박순종 &
최병대

(2015)

박윤희
(2014)

의원발의법안 가결 결정요인 분석. 정
당, 지역구, 상임위원회 요인이 주요
변수로 도출됨.
법률안가결 소요기간 결정요인 분석.
선거정국이 영항, 의원발의의 경우 통
과지연.

분석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

t-검증,
다중회귀

조례안의 법제화 소요기간 영향요인
조례제정안

(2016)
박경돈

연구내용

분석. 발의시점, 정부구성형태, 처리결 음이항회귀
과가 유의미.
제헌~19대 법률안 처리, 처리기간 원

역대법률안

인분석. 위원장발의, 행정부발의, 여소
야대의 경우 짧음

17-18대
상임위발의
안

로지스틱
포아송회귀

의원특성, 정책특성, 위원회제도특성
으로 나누어 상임위 발의안 가결결정

로지스틱

요인분석. 의원개인의 요인보다 제도

회귀분석

적요인이 법안가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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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2016)
김보경
(2008)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조례안 가결결정
복지조례안

록 가결될 가능성이 높음.
17대 환경관련법안 가결 결정요인 분
환경법안

석. 행정부, 보수정당의 입법활동이
두드러짐.

홍인기
&전승훈

요인분석. 일부개정, 의안심사 짧을수

부가가치세법 가결 결정요인 분석함.
부가가치세법 형평성제고 목적의 발의안이 통과가

(2013)

능성 높았음.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Lowi 정책분류이용/ 국회, 공무원, 전
고기동 외

212개

문위원의 선호와 법률안 심사결과분석 퍼지셋질적

(2015)

법률안

함. 분배에는 국회의원선호, 규제는 전

비교분석

문위원, 재분배는 행정부선호 반영됨
Wilson, Schneider&Ingram 정책분류
서인석 외
(2013)

의원발의

이용하여 정책유형의 정책소요시간영

101개

향 분석. 정책대상이 긍정적이미지를 음이항회귀

법률안

가질수록, 권력성이 높을수록 법안통
과기간이 짧아짐.

서인석
(2013)

Wilson, Schneider&Ingram 정책분류

서열로짓,

18대 복지,

이용하여 입법안의 통과 소요기간과

프로빗,

과학기술법

가결영향요인

안

분석.

규제대상집단과 Zip포아송,

수혜대상집단의 권력이 높을수록, 선

샘플편의,

거기간(국회)일수록 가결가능성높음.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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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여성정책
1. 여성정책의 개념 및 특징
1) 여성정책의 개념
정책이

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

침”이다(정정길 외, 2016).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여성정책이란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상태로 보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여
성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불
평등을 시정하려는 국가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즉,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
회적 지위의 변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활동인 것이다(한인
숙, 2001). 그러나 학자마다 정책에 대한 정의가 다르듯이, 여성정책도
학자마다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며, 그 정의도 다양하다.
먼저, Amy G.Mazur는 여성정책을 페미니스트 정책(feminist policy)으
로 정의한다. Mazur는 ① 여성의 권리(right)·지위(status)·상황
(situation)의 향상, ② 젠더 위계질서나 가부장제의 축소나 폐지, ③ 공
적·사적 영역 모두에 초점을 두거나 공적·사적영역에 존재하는 이분법으
로부터 벗어나려는 접근, ④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 ⑤ 여성주의 그
룹·운동·개인행위자와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 5가지 조건 중 3
가지를 충족시키면 페미니스트 정책에 포함된다고 보았다(Mazur, 2002;
권수현, 2014에서 재인용). 또한 정책의 범주에 따라 정책영역을 정책청
사진, 정치적 대표성, 평등고용,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법, 재생산권리,
섹슈얼리티와 폭력 일곱 가지로 구분한다(Mazur, 2002).
또한 Karen Beckwith & Kimberly Cowell-Meyers는 여성친화적인
공공정책(women-friendly public policy)로 명명하며,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사회 내에서 여성의 지
한 기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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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
러한 정책으로 이혼과 재생산의 자유, 교육·고용·임금·훈련·소유권·상속·
결혼·이동·정치적 대표 등에 있어 여성과 남성 간 평등한 시민권보장, 가
족휴가·의료휴가·아동보육제공,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방지, 여성의 건
강보장을 제시한다(Beckwith & Meyers, 2007).
다음으로, Mala Htun & S. Laurel Weldon은 여성정책을 넓은 의미에
서 젠더평등정책(gender equality policy)로 개념화하며, “남성과 남성적
인 특성을 특권화 시키는 권력의 위계질서, 여성과 여성적인 특성의 가
치를 폄하하는 성적인 노동분업, 이성애를 규범화하는 제도의 해체를 목
표로 하는 정부정책”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 성평등정책
(sex-equality policy)은 “이성애중심적인 질서보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
에 집중하는 정부정책”으로 정의한다(Htun & Weldon, 2010).
권영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 하에
서 국가는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도
적으로 마련하고, 불평등한 상황 하에서 여성들이 감수하고 있는 불이익
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짐으로써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
동계획”이라고 정의한다(권영자, 1996). 또한 김복규는 “사회의 모든 분
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는
포괄적인 국가의 정책이며, 소극적으로는 이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으로 정의한다(김복규, 2000).
이렇듯,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가 학자마다 상이하지만 “여성정책이 여
위를 향상시 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이슈 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이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어서 감내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여 보편
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출
발(권영자, 1996; 김복규, 2000에서 재인용)”한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여
성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의 문제
성이

이고,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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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모든 분야에서

“

이상의 논의를 종 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을 정치·경제·사회·

와 권익을 향상시켜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사
회를 이룩하려는 국가의 정책”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한 이유는 여성정책은 젠더불평등 즉,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시정하고자 하는 정책이므로 남성육아휴직과 같이 남성에 대한
문화 등 사회의

여성의 지위

정책이지만 여성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여성정책이라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 정책의 범주는 Mazur의

역

와 같이 정책청사진, 정치적 대표성, 평등고용,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법, 재생산권리, 섹슈얼리티와 폭력 일곱 가지를 포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곱 가지 정책범주에 임신·출산·여성건강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가하고자 한다. Mazur는 여성정책의 범주에 여성의 몸과
관련한 정책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Mazur의 정의가 남성과 여
성 간의 불평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신
과 출산 자체가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는 여성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여성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여성의 몸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맥락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지,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차이는 존재한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여성이 가진 고유한 생물학적 특성에 주목한 정책들도 여
성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Beckwith & Meyers는
여성정책의 정의에 여성건강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Mazur의 정의에 더하여 임신·출산·여성건강 또한 여성정책으로 포함
정책영 정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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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정책의 특징

혜

명칭이 유래한
다.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의 경우 정책의 주제에서 명칭이 도출되지만
여성정책은 정책의 직·간접적 수혜대상이 여성이라는 뜻이다(한국여성정
일반적인 정책과는 달리 여성정책은 그 수 대상에서

책연구원, 2012). 여성정책은 5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2).

첫째,

여성정책은 정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다.

여성정책은

남
한 분야를 포괄한다. 따라서 성평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있는 정책들 간의 종합적인 연계가 중요하
다. 둘째, 여성정책은 상징적이다. 여성정책이 포괄하는 분야가 광범위하
기 때문에 각 정책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의 남성중심 가부장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고자하는 정
책이기에 가치선호를 둘러싼 갈등을 일으켜 정책갈등이 첨예하며 그 결
과 정책이 상징적 수사(Rhetoric)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합의 수준이 낮다. 여성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 또는 여성집단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국가의 개
입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여성정책은 이데올로기
적인 성격을 가진다. 여성문제는 여성차별과 억압이 사회구조적으로 제
도화된 결과로 나타나며, 이를 타파해야한다는 여성해방론의 이데올로기
적 속성을 지닌다(한인숙, 2001).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성정책은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필요성을 의심받아 왔다.
여성정책의 필요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평등에 대한 시각, 즉 성인지적
관점일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시각이라는 성평등(혹은
성인지적 관점)의 간단한 정의와는 달리, 앞서 언급한 여성정책의 특성
때문에 실제 정책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한국여
여성, 여성- 성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기능별로 다양

학 온
h p //www k p

학
k / p c/

토대로 정리
php. 검색일 : 2017. 05. 24

2) 한국행정 회 라인행정 전자사전을
tt :
. a a21.or. r e adi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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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책연구원, 2012). 구체적으로, 성평등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

물음에 대한 갈등에서부터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평등한 소유가 필
요한 것인지 평등한 대우가 필요한 것인지, 혹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
한 전략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쉽게 도입될 수 있는 정책
을 도입해야하는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에 따른 다층적인 갈
등이 나타난다.
적

2. 여성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배와 인정패러다임

1) 평등 논의에 따른 여성정책 : 분

출

성평등은 평등 논의에 기반하여 도 된 개념이다. 평등은 단일한 개념

쟁

이 아니라 서로 경 하는

몇

숙 외,

개의 개념으로 구성된다(민무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에서 재인용). 실제로 평등 논의에는 기본적 평
등, 형식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등 다양한

철학과 이데올로

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평등개념이
존재하지 않듯이, 성평등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의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일관된 합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평등도 평등과 마찬가지
기가 공존한다. 그런데 모

로 어떤 사안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이러한 논의는 성
평등에 국한되지 않고 평등개념이 개발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왔

란

제기되어 던 논 들이기도 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또한 평등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상이한 관

배와 인정의 철학이 그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각기
다른 철학적 전통에서 나왔으며, ‘재분배’를 강조하는 입장과 각 집단에
대한 존엄성 ‘인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분배패러다임이란 불
평등은 자원의 불평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원의 동등한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인정패러다
점이 존재한다. 분

- 20 -

불평등은 집단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겨나며 평등을
위해서는 차이와 존엄성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배패러다임은
Jone Rawls나 Dworkin과 같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의 결합
을 주장하는 철학자를 중심으로 주장되었으며, 주류 평등담론이다. 인정
패러다임은 Charles Tayler와 Axel Honneth와 같은 네오 헤겔주의 철학
임은

자를 중심으로 주장되었다.

둘

타
불평등의 기원, 해결책, 경험집단을
달리보기 때문이다. Fraiser에 따르면 전자는 불평등의 기원을 경제구조
에 의한 경제적 착취, 소외, 박탈에서 찾는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구조조정(Economic restructuring)을 통한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평등한 소유를 위해서 “수입이나 부의 재분배,
노동 분담의 재조정, 재산소유구조의 변화,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의 민주화, 그리고 다른 기본적 경제구조의 변화(Fraser, 2003)”를 요구
한다. 또한 불평등을 경험하는 집단을 저임금노동을 하거나 임금노동에
서 제외된 경제적 하위계층(underclass)으로 추정한다. 분배패러다임은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며 착취의 대상인 노동계
층을 불평등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본다.
후자의 경우 불평등의 기원을 달리본다. 인정패러다임의 시각에서 불
평등의 기원은 ‘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재현
방식·해석·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지배, 불인정, 비존중에 그 원
인이 있다고 주장한다(Fraser, 2003). 이러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문
화나 상징체계의 변혁을 통한 평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
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정체성이나 집단의 문화상품을 재평가
하고,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현, 해
석, 그리고 소통의 양식을 변화(Fraser, 2003)”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
불어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은 사회적 존경, 존중,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지위집단(status group)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이민자, 동성애자, 여
간의 차이가 나 나는 이유는

성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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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등 논의는 성평등 논의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성평등 논의의

집단에 대한 차별은 분배나 인정이라는 두 가지 담
론 중 하나에 의해 잘 설명되는 반면 성평등에는 두 측면이 모두 포함된
다는 점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다시 말하자면, 젠더집단은 경제
구조와 인정질서가 동시에 적용되는 혼종범주라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이
특징적인 면은 다른

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배

g

직

분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젠더( ender)는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조 하

칙

F s

는 기본원 이다( ra er, 20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에서 재인용).

생산적 노동에는 남성을 비생산, 재생산적 노동
에는 여성을 위치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 한다. 구체
적으로, 고임금, 제조업을 남성의 노동으로 저임금, 무급노동, 가사노동을
여성의 노동으로 구분지어 여성을 경제활동에서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젠더는 노동착취와 경제적 소외를 초래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혁할 때 비로소 성평등이 달성된다고 본다. 분배패러다임
에 천착한 정책은 계급기반정책(class-based policy)으로, 양육수당제공,
고용평등, 출산휴가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인정패러다임에서 젠더는 지위의 차이를 유발하는 기본 원칙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사회는 남성성을 우대하고, 여성성을 멸시하
는 고정관념과 문화적신화를 생산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을 평
가절하하는 시선을 확산시킨다. Fraser는 이를 남성중심주의
(androcentrism)로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남성중심주의는 호주제와 같은
제도로 확립되고 전문영역에서부터 대중문화까지 사회의 전 분야에서 남
성중심적인 ‘가치관’을 확산시킨다고 보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그 결과 여성은 무시, 성적대상화3), 공공영역에서 배제 등의 차별을 겪
이러한 관점에서 젠더는

와
불
령 “남
불

‘불

’

3) 여성의 성적대상화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성적자기결정권의
인정 에서 기인한
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정은 여성 또한 적 적인 성적추구의 주
체라는 점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가 ,
성의 성 은 주체할 수 없는 것이며,
여성은 그 지 않다 라는 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정에 근거한 사
이다. 다 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의 인정은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성의 성적
을 위해 여성의 성을 사용해도 된다는 문화나 관행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

먼저

쾌락

렇
음

”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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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극
불

남

언

는다. 이것이 여성이 지도자, 가장,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권위가 인정되
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러한 인정패러다임에 근거한 정책은 젠더

g

s s policy)으로, 호주제폐지, 성폭력방지, 여성공천
할당제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2-2>와 같다.
지위정책( ender- tatu

<표 2-2> 분배와 인정 패러다임
분배패러다임

주장 학자

불평등의
기원
불평등의
해결

불평등
경험집단

인정패러다임

존롤스(Jone Rawls),

테일러(Charles Tayler),

드워킨(Dworkin)

호네쓰(Axel Honneth)

경제적 착취, 소외, 박탈

문화적 지배, 불인정, 비존중

평등한 소유 : 경제적 구조조정

평등한 대우:문화·상징적 변혁

경제적 하위계층(underclass)
: 하층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위계층(status group)
: 성소수자, 유색인종, 여성

젠더는 자본주의 사회경제 구조 지위의 차이를 유발하는 기본
젠더에서

를 조직하는 기본원칙 :

원칙 : 남성의 속성우대하고

의 함의

남성–생산적 노동

여성의 속성을 멸시, 무시, 성

여성-무임금, 가사, 재생산노동

적대상화, 공적영역배제

계급기반정책

젠더지위정책

여성정책

폭

타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21~22).

한 성적대상화의 결과로 성 력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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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보편성을 가짐과 동시에 성평등만의 특
수성을 내포한다. 젠더는 분배와 인정이라는 이중적 차원에서 불평등의
대상이 되며, 그 해결에 있어서도 이중전략이 요구된다. 즉, 때로는 젠더
가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때로는 역사, 문화, 성물학적 요
인으로 인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것을 주장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이렇듯, 여성정책은 평등
혹은 성평등에 대한 상이한 논의와 해석을 기반으로 설계되며 여성학자
들 사이에서도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가 논쟁적이다.
그런데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에 인정의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이해와 해결책은 분배의 문제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박건, 2010).
왜냐하면 차별의 경험은 재화나 권리의 획득이나 배재의 형태로 가시화
되기 때문이다. 가령, 소득불평등의 경우 통계적인 수치를 통해 1분위부
터 10분위 혹은 상중하 등의 양적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반면 문화적 배
제, 불인정, 비존중과 같은 질적인 지표는 상대적으로 가시화되기 어렵
이처

다. 따라서 해결책에 있어서도 가시화된 문제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분배패러다임은 경제영역에서 빈자, 하층민과 연계
되어 정책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
이론에 따르면 정책대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
라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며 이것이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Schneider & Ingram, 1991; 1993). 이는 분배패러다임에 근거한 정책들
이 사회적약자를 돕는 정책, 도둑맞았던 재화를 다시 돌려주는 정책으로
서 프레임(frame)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수용도 또한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전략적 논의에 따른 여성정책 : 통

합 접근과 의제설정 접근

앞서 성평등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논의했
다면, 여기에서는 여성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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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주류화 추진전략에 대한 논쟁도 현재진행형이다. 성주류화 하
에서 여성정책의 실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여성학자들 사이에
서도 이견이 존재한다(Jahan, 1995; Waal, 2006; Walby, 2005; 원숙연,
2009; Shaw, 2002; Stratigaki, 2005; Mazey, 1998; Rees, 2005). Jahan은
두 가지 접근을 통합접근(integration approach)과 의제설정접근
(agenda-setting approach)로 정의한다(Jahan, 1995)4).
첫째, 의제설정 접근(agenda-setting approach)이다. 의제설정접근은
기존 정책과정의 본질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과정을 변화시켜 성 평등이라는 목표를 최우선시 하도록 하여 기존
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재설정하는 것을 강조한다(한국여성정책연
것이다.

구원, 2008). 이는 정책입법과정에서 젠더를 독립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꾸

록 요구하는 급진
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제설정 접근 하에서는 모든 정책에서 성평
등을 중요시할 것을 요구하며, 성평등의 필요성을 남성보다 여성이 부족
기존의 가부장제를 근본적으로 바 는 정책을 입안하도

해서가 아니라 성평등 자체가 중요하다는 데서 찾는다. 이러한 전략은

불

학

성 평등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수의 여성 자들은

세팅을 선호한다(Shaw, 2002; Stratigaki, 2005; Walby, 2005).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주류의 반발을 산다. 의제설정접근은 자칫 성평
등을 주류 정책의 목표와 대립되거나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
어 여성집단을 위한 특권정책이라는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는 성평등이라는 의제를 공공의제화 시키기 어렵고 성평등 달성에 더 많
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진
정부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정책실천
아젠다

4)

벌루(Verloo)는 전자를 프레임확장(frame extension)으로 후자를 프레임연결
(frame bridging)으로 개념화한다(Verloo, 2005). 구체적으로, 프레임확장은 젠더
와 관련된 이슈를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기존 프레임에 도전하고, 적극
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반면 후자의 방식은 젠더를 기존의 패러다임
에 단순히 편입시키는 온건하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정의한다(원숙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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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둘째, 통합적

호
접근(integration approach)이다.

에서는 통 적 접근이 선 되기도 한다.

이 전략은 기존정책에

태

젠더 이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유지한 상 에

합

서 여성정책을 입안한다. 통 접근 하에서 젠더 이슈는 기존의 패러다임
의 안에서 논의되며 기존의 절차를 유지하면서 젠더를 추가하는

온건한

취한다(원숙연, 2009). 구체적으로, 이 전략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
임에 도전하지 않고 젠더 관점을 포함시키면서 성평등이 기존의 주류정
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설득하여 “판다
(selling)”(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따라서 통합접근은 주류의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성평등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된다(Mazey, 1998; Rees, 2005). 가령,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여성의 경력단절방지와 여성과학자 양성이라는 성평등 정책
을 연결시키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통합적 접근은 성평등 문제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희석시킬 가
방식을

능성이 있다. 성평등 문제가 주류 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 간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야 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실제 주류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성평등은 주류정책에 반하는 결과들이 도출되면 버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주류정책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젠더관계를 지배하는
가부장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상의 논
의를 정리하면 <표2-3>과 같다.
과되고, 다른 정책의 도구적인 목표로 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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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통합접근과 의제설정접근

주장
학자

내용

장점

단점

통합접근

의제설정접근

(integration approach)

(agenda-setting approach)

Mazey, 1998; Walby & Olsen,
2002, Olsen & Walby, 2004,
Rees, 2005; Walby, 2007

Shaw, 2002; Stratigaki, 2005;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성정책을 입안, 기존
의 주류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젠더를 독립적인 의제로 설정하
고 기존의 가부장제를 근본적으
로 바꾸는 정책을 입안하도록

데 효과적 방안이라는 점을 설득

요구

주류의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성
평등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중심의 기
존 프레임을 바꾼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1) 성평등 문제 자체에 대한 중요

1) 여성집단을 위한 특권정책이

성 희석될 가능성
2) 성평등이 다른 정책의 도구적
목표로 주변화

라는 주류의 반발
2) 공공의제화 시키기 어려우며,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비교리정책

교리정책

여성
정책

렇듯, 여성정책의 실천과정에서도 통합적 접근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진영(Mazey, 1998; Rees, 2005)과 의제설정방식을 통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진영(Shaw, 2002; Stratigaki, 2005)의 논쟁은 현재진행
형이다. 두 방식에 대한 선택은 논쟁적이지만, 주로 각각이 가진 현실성
과 장점을 결합한 협공전략(twin-track)을 이용한다(Moser, 2005; 원숙
이

연, 2009에서 재인용).

두 가지 실천전략과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이 교리정책과 비
교리정책이다. 물론 성주류화의 추진 ‘전략’은 개별정책을 포함하여 의제
설정, 정책결정, 평가단계를 아우르는 상위의 개념이지만, 개별정책단위
여성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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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

’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정책에서도 의제설정접근을 토대로 한 정책들과 통합접근을
토대로 한 정책들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하
고자하는 정책유형인 교리정책과 비교리정책은 두 가지 추진전략과 맥이
닿아있는데, ‘의제설정접근’과 관련된 정책은 패러다임도전적인 성격을
지닌 교리정책, ‘통합접근’과 관련된 정책은 패러다임 연비교리정책이라
고 볼 수 있다.
를 성주류화의 의제설정접근 과 통 접근

3. 여성정책의 유형

음

여성정책에는 다양한 관점에 따른 다양한 젠더이슈가 포함되어 있 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유형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권수현, 2014). 여성정책에 포함되는 수많은 정책이슈들은 다양한 행
위자와 갈등을 포함하며 젠더관계에 대한 영향력 또한 다층적이다(Htun
and Weldon, 2010). 젠더이슈에 따라 정치적 인과과정이 다르게 나타난
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연구는 성별 관계가
종교, 인종, 민족 그리고 계급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 보편적으로 동의
함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다른 축 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도

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Htun and Weldon, 2010).

훈과 웰던(Htun and Weldon)은 여성정
책을 두 개의 차원을 기준으로 네 가지로 유형화했다. 첫 번째 기준은
정책이 모든 여성들을 지위 집단으로 보고 이들의 지위와 권리의 문제를
다루는지, 계급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지 여부이다. 두 번째 기준은 정
책이 종교교리 또는 주요 문화집단의 성문화된 전통에 도전하는지 여부
이다. 이들은 이러한 유형분류를 통해 각 유형의 정책 문제와 관련된 행
위자와 갈등관계, 즉 정책에 따른 정치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Htun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and Weld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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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젠더지위정책과 계급기반정책
여성정책 유형의

루

”

첫 번째

“

루

불

기준은 여성의 지위문제를 다 는가, 계급

평등을 다 는가? 이다. Htun & Weldon은 여성의 지위문제해결을 목적

g
s s policies), 계급불평등에
초점을 둔 정책을 계급기반정책(class-based policies)으로 규정한다.
먼저 젠더지위정책이란 인종, 민족, 계급 등 다른 사회적 지위에 관계
없이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불의(injustice)의 문제에 집중
한다. 즉, 여성이 여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부당한 대우를 촉발한다는 문
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젠더지위정책은 인정패러다임에 기반한 정
책으로, 남성과 연관되는 속성은 우대되고 여성과 연관되는 특성은 평가
절하 되는 현상이나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를 당연시하고 공적영역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Htun & Weldon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관행이나 규범은 남성을 표준으
로 규정하고, 남성이 아닌 여성은 가치가 부족하고 종속적인 존재로 만
든다. 이런 관행은 여성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의 품위
를 부정한다. 물론 성차별이 여성으로서 여성에게 영향을 주지만,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또는 같은 정도로 모든 여성에게 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injustice)의 결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 폭력,
편견, 공적영역에서의 배제, 시민권의 부정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젠더
지위정책은 이러한 불의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첫째, 여성을 남성에
게 종속된 존재로 보고 결혼관계에서 여성의 권리 인정하지 않는 가족
법, 둘째, 가부장적 태도에서 기인한 여성폭력문제, 셋째,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산문제나 낙태의 자유,
넷째, 공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여성할당제
를 포함한다(Htun and Weldon, 2010; 권수현, 2014).
다음으로 계급기반 정책(class-based policies)은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여성정책이다. 이 정책은 분배담론에서 출발하
으로 하는 정책을 젠더지위정책( ender- t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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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와 경제적 권리의 박탈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경제구
조의 원인변수로 본다. 계급기반정책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경제적 소외를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도입하며, 여기에는 양
육수당제공, 고용평등, 출산휴가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Htun & Weldon에 따르면 계급기반정책은 성별노동분업
에서 여성의 부담을 보다 직접적으로 겨냥한다(Htun & Weldon, 2010).
자본주의 하에서 남성은 ‘빵을 벌어들이는 사람’으로서 생산적노동을 책
임지도록 요구받는다. 반면 여성은 ‘가정주부’로 분류되어 사적인 공간에
서 아이들, 아픈 사람과 노인을 돌보고 집안일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도
록 강요받는다. 모든 여성들이 이러한 성별분업의 영향을 받지만 그 결
과는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Htun & Weldon, 2010). 부
유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거할 수도 있
으며, 육아의 부담이 있을 때 보모나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반
면, 일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자발
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거할 수도 없고, 시장에서 돌봄노동을 구매할 돈
이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의 금전적 지원이나 가족에게
며, 젠더를 노동

의존하게 된다.
계급기반정책이 젠더지위정책과 구분되는 지점은 계급기반정책의 경우
성차별의 결과가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는 점이다.

예컨대 낙태와

피임약의 ‘합법성’은 모든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위 문제이지만,
이러한 관행에 대한 ‘자금지원’은 계급정책이다. 왜냐하면 부유한 여성은
낙태나 피임도구를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은 시장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재생
산권리의 행사는 국가의 지원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해, 계급기반정책
은 경제영역에서 사회적약자인 여성을 겨냥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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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리정책과 비교리정책

두 번째 기준은 “종교적 교리에 도전하거나 문화적
전통을 바꾸는 정책인가?”이다. 기존의 종교적 교리에 도전하거나 문화
적 전통을 바꾸는 교리적 정책(doctrinal policy)은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
가치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국가 내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지배적
인 종교의 교리나 전통이 가진 가치에 배치되는 정책이다. 이는 앞서 설
명한 의제설정접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패러다임도전적이다. 일반적
으로 결혼·이혼·유산 등을 규정한 가족법, 피임과 낙태의 합법화나 이에
여성정책 유형의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들은 비-교리

N c p cs
저항하지
않는 통합적 정책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처벌, 양육수당제공이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히 종교·전통집단의 실제 반발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교리
적(doctrinal)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특정 사회 내에서 강한 영
향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전통, 문화적 담론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이 정
적정책( on-do trinal oli ie )이다. 이 정책들은 기존의 전통에

책을 정의하는 기준이다. 패러다임도전적인 교리정책은 개별 국가의 문

습 등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각 사회의 환경적 맥락(context)이
교리정책과 아닌 정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인구억제를 위하
여 산아제한정책을 도입한 중국에서는 낙태합법화가 전통에 도전하는 교
리정책이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 해당 정책이 지배적인 종교교리에 반하
화·전통·관

기 때문에 교리적 정책으로 분류된다(Htun & Weldon, 2010).

슷 겠

배

다른 나라에서도 비 하 지만, 한국의 경우 지 적인 전통, 문화적

규

론은 유교 범과 가부장적인 문화이다. 한국사회 내에

규

담

뿌리 깊게 자리한

유교 범과 가족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고

강화시킨다. 즉, 성차
별적인 관행은 이러한 가부장제와 권위주의에서 배태된다는 것이다(이효
재, 1996; 박건, 2010). 다음 <표2-4>는 한국의 맥락을 반영하여 Htun &
(이수인, 2005;

박건,

2010)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Weldon(2010)의 유형화에 따라 여성정책을 분류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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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여성정책 유형
종교적 교리에 도전하거나
문화적 전통을 바꾸는 정책인가?

여성의
지위문제를

젠더지위
정책

예

아니오

교리적(doctrinal)정책

비교리적(non-doctrinal)정책

(1) 낙태 비범죄화

(2) 여성공천할당제

성매매 불법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호주제 폐지(가족법)

법 앞의 평등

(3) 낙태 보조금지급

(4) 육아휴직

성매매피해자지원

양육수당지급

가사근로자 법제화

노동시장 남녀차별금지

다루는가,
계급불평등
을 다루는가?

계급기반
정책

출처 : Mala Htun and S.Laurel Weldon(2010)을 토대로 재구성.

천 할당제,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법 앞의 평
등, 육아휴직, 양육수당지급, 노동시장 남녀차별금지 등이 해당한다. 다른
유형에 속한 정책들은 맥락적판단의 여지가 적지만, 교리적정책은 개별
국가의 문화·전통·관습에 따라 달라진다. 각 국가의 환경과 사회적 맥락
(context)이 전통에 도전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2-4>의 패러다임도전 정책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주요 정책으로는 호주제폐지(가족법관련 정책), 성매매불법화, 한부모가
족지원정책의 일부가 포함된다. 뚜렷한 기준이 제시된 가족법이슈 이외
에 한부모가족지원정책와 성매매불법화는 맥락(context)에 따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한부모가족정책의 근거가 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에 제
정된 모자복지법에서 출발한 법률안이다. 이후 2003년 모부자복지법으로,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법안의 출발이 모자복지법이
고, 여전히 미혼모의 비율이 미혼부에 비해 2배 이상(통계청, 2015)이라
비교리적정책에는 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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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하면, 여성의 지위나 상황향상, 남녀모두에 대한 정책, 남성가부장을 상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부장제 축소, 여성운동과의 연계, 네 가지 기
준을 충족시켜 여성정책으로 분류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한부모정책 내
에서도 교리정책인 경우와 비교리정책인 경우가 나뉜다는 점이다. 법률
안 중 한부모를 복지의 대상,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약자
로 지칭하여 도입된 법률안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비교리정책으로 분
류될 수 있다. 반면, 가족법의 재산분할이슈, 한부모가족 차별철폐, 전통
적가족형태의 전환 등을 전면에 내세운 법률안은 교리적정책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성매매불법화이다. 성매매는 각종 사회적 요소가 뒤얽힌 일
종의 ‘제도’이다. 각 나라마다 여성에 대한 인식과 성매매의 판매자·구매
자·포주, 관료, 국가, 기업, 접대문화가 다르며, 성매매의 양태가 제각각
인 점이 바로 성매매가 제도와 역사의 산물임을 증명한다(경향신문,
2015). 성매매산업 종사자가 주로 여성임을 고려할 때,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도구화, 물
상화의 문제와 연결된다. 즉, 매춘을 통해 여성의 종속적 이미지와 고정
된 성역할이 ‘확산’된다는 것이다(D, Archard, 1994; 하주영, 2002에서 재
인용). 시몬느 드 보브아르(De Beauvoir, S)는 성매매에 “여성 노예 제도
의 모든 양상이 동시에 요약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성산업이 폭발적으로 증
가했다(김은경, 2004; 원미혜, 2004; 여성개발원, 2005; 원숙연 & 박진경,
2006에서 재인용).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했
지만, 1962년 6월 전국에 104개의 성매매 허용지역을 설정하고 여행사를
통해 관광기생 허가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 매매춘을 국책사업화 했다(김
민정, 2014).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 힘입어 성매매산업은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다. 2002년 여성부에서 발표한 ‘성매매실태 및 경제규모에 대한 전
국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산업이 당시 국내총생산(GDP) 4.1%로 나타나
농립어업비중(4.4%)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원숙연, 2006), 2012년에는
는 점에서 여성이 주 수 대상이다. Mazur의 여성정책기준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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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장규모가 6조 6000억원으로 지하경제규모에서 4위를 기록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남성의 성구매 경험 비율은 2013년에도 57.6%인 것
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즉, “한국에서 성매매는 ‘일탈’이 아니
라 회식·접대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정상적 삶’의 일부다(경
향신문, 2015)”. 이러한 한국의 성매매산업의 실태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
했을 때, 성매매특별법은 기존에 한국의 ‘관습’ 또는 ‘일상’으로 여겨지던 성
매매를 금지했다는 지점에서 패러다임 도전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성

4. 정책유형에 따른 입법화가능성
정책은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까

갈등관계를 포함하며 이에 따라 정책화

가능성 지 달라진다(서인석, 2013). 여성정책의 유형화를 시도한 Htun

후속연구인 권수현(2014)은 여성정책에 대한 분류
와 각 유형 간의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해당
연구는 정책에 따라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이나 행위자에 초점을 둔 연구
이기 때문에 각 유형에 따른 정책화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정책유형에 따른 정치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성정책은 궁
극적으로 제도화되어야하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실제로 여성정책이 정책
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Htun & Weldon(2010)은 정책유형만을 단순히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을 뿐, 이에 따라 나타나는 정치과정이나 정책화가능성에 대
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Htun & Weldon의 연구가 국가 간 비
교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정책이 도입되는 국가적 맥락이나 구조의 특징
을 밝히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출 경우
& Weldon(2010)과 그

에는 국가 간 비교는 용이할 수 있지만 구조·제도적 요인의 변화가 없는

세

개별 국가 내에서 진행된 여러 여성정책의 다양하고 미 한 변화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권수현(2014)은 개별 국가 내 여성정책의 동학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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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의 요인들,

즉

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

나는 정치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구체화했다. 또한 이슈, 행위

환경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에 주목하였
다. 그런데 권수현(2014)의 연구는 국제이슈, 국내이슈를 포함한 담론지
형 등 모든 환경적 요소를 분석하고 있어 국회제도 내부 정치에 대한 충
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입법화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 요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tun & Weldon이 제시한 여성정책유형에 따른

갈등의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이 야기하는 갈등이 최종적인 정책화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젠더지위정책과 계급기반정책의 입법화가능성

참여하는 행위자와 부각
되는 주제가 각기 다르다. 먼저, 계급기반정책은 젠더불평등보다 계급불
평등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진보정부, 정당, 국회의원, 노동운
동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업가 집단과 시장가치를 옹호하는
보수정부, 정당, 국회의원, 보수적 사회단체가 반대세력을 구성한다(Htun
& Weldon, 2007, 권수현, 2014). 한편, 젠더지위정책에서는 여성과 남성
의 지위나 권력관계를 둘러싼 젠더불평등문제가 부각되며, 진보진영 남
성의원, 여성의원, 여성운동세력이 정책에 찬성하며 강한 영향력을 발휘
할 가능성이 있다(권수현, 2014).
두 정책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주체와 갈등양상이 상이하다는 점
은 정책화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화 가능성 측
면에서는 계급기반정책이 젠더지위정책보다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
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분배패러다임중
심의 차별논의, 둘째, 다른 정책과의 연계가능성의 차이, 셋째, 정책대상
계급기반정책과 젠더지위정책은 입법과정에서

의 형상에 따른 정책화가능성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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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측면에서는 분배패러다임에 근거한 계급정책이
젠더지위정책보다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간 차별에 대한
정의는 주로 분배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이나 이
익의 배제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박건, 2010). 즉, 각종 이익에서 배제된
상태를 차별이라고 인식해왔으며, 이러한 차별형태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높았다. 반면, 불인정·비존중과 같은 차별의 형태의 차별은 가시화되기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무시, 배제, 모멸감(한국여성개발원, 2004)등이 수치로 환산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떤 집단이 더욱 차별받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웠
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처방 또한 분배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불균등
하게 분포된 개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권리 등을 균등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왔다(박건, 2010).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에서도 차별철폐에
있어 분배와 인정이 모두 강조되었지만, 차별이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있
기에 계급기반정책이 법률안으로 발의되고 논의될 가능성이 높았다. 예
를 들면,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격차와 고위직여성임원비율에 대한 수치
적인 제시가 여성에 대한 성희롱보다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 직관적으
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기에 논의되는 비율도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계급기반정책은 복지, 노동, 경제성장과 같이 여성이슈보다 정책
수용도가 높은 다른 정책과의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책화가능성
이 높다. 젠더지위정책의 특성을 지닌 법률안은 성차별, 성평등을 명시적
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계급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적약
자지원 등 계급이슈를 내세우면서 그 일부로 성차별, 성평등 관련 이슈
를 포괄하는 형태를 띠는 법률안이 다수이다. 따라서 계급정책은 가치
측면에서 여성 외 복지, 노동과 같은 이슈와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며(한
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그만큼 관련 이해관계집단이 확대된다. 이 범
위의 확대는 정책입안을 더 강하게 지지하거나 더 강하게 반대하는 힘으
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계급정책에 한하여 인접이슈에 관
한지지, 반대 경향이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복지
정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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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집단의 범위는 넓은 반면 비용부담집단은
기업집단으로 그 범위가 좁아 강한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실
적으로는 한국사회에서 복지, 노동, 경제성장 이슈에 관한 지지가 여성
이슈에 관한 지지보다 높고, 기업집단이라는 비용집단의 반대편에 시민
단체와 여성단체라는 강한 옹호집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젠더정책
에 비해 계급정책이 보다 쉽게 통과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계급기반정책은 사회적안전망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 사회적약자
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프레임(frame)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보다 쉽게 정책화 될 수 있다. 사회문제는 해당 문제가 어떻게 정의
되느냐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
가 정책화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서인석, 2013). 계급기반정책은
정책대상자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회적약자인 여성’과 ‘어머니로서
의 여성’을 상정하기 때문에 정책수용도가 비교적 높다. 반면 성차별을
전면에 내세우는 젠더지위정책은 부정적이미지를 가진 ‘여성주의자’들의
정책이라고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즉, 여성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
는 정책이라는 인식과 이에 따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일
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명환 & 안혁근(2006)의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정책화과정에서 기존에 일탈집단으로 여겨졌던 성매
매피해여성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성매매인권유린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해당법안이 정책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급정책의 정책화 가능성이 젠더지위정책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 수

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
시, 배제, 모멸감 등인 점(한국여성개발원, 2004)은 분배의 기준에 근거한
차별을

계급기반정책이 차별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데 부족한 지점이 있다는

배

히 차별행위에 있어 주요한 판단기준
이나 차별의 범위를 모두 포괄하기는 힘들다. 분배적 정의가 사회적 정
의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분배론자들은 기회, 권리, 자기존중과 같이 물
것을 함의한다. 분 의 기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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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이지

배

겼 Y g
박건,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기회나 권리는 분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 많이 가진다고 누군가는 적게 가지는 제로 섬(zero-sum)게임의
형식을 띠지도 않는다. 차별행위를 양적인 차이로만 판단할 수 없는 이유
는 차별의 피해를 단지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 재화를
분배받았는가 혹은 도둑맞았는가로 환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박건, 2010).
물론 계급기반정책과 같이 분배의 결과의 시정을 위한 정책이 차별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여성에 대한 불
공정한 분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배의 문제는 여
전히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다만 분배는 결과의 문제이고 이
러한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분배의 ‘기준’을 수
정할 필요가 있다. 즉, 누가 평가하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어
떻게 평가하는가, 평가이후 해당 개인에게 어떠한 것을 돌려줄 것인가
등의 평가과정 에서 특정 집단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사회의 제도와 문화
에 대한 숙고와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박건, 2010).
Ranciere(2008)의 논의에 따르면, 분배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
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의 구성원
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몫도 분배받지 못한다(박건,
2010). 이러한 지점에서 ‘인정’은 ‘분배’에 선행한다. 가령, 여성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인정’받는다면, 임금차별과 성폭력의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아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일임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성범죄 문제가 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성범죄가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불인정에 근거한다고 보았
을 때 분배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해서 섹슈얼리티의 불인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젠더
않은 관념들도 분 의 대상이라고 여 다( oun , 1990;

지위정책이 계급기반정책에 비해 정책화가능성이 낮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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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리정책과 비교리정책의 입법화가능성

음

다 은 교리정책과 비교리정책의 정책화가능성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둘러싼 갈등을 일으키고, 비교리정책은 이익
(interest)을 둘러싼 조정이 나타난다(권수현, 2014). 교리정책은 정치적타
협의 가능성이 낮아 타협의 가능성이 있는 비교리정책에 비해 정책화될
교리정책은 가치(value)를

가능성이 낮다.

마찬가지로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전면에
드러내며, 기존의 지배적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배집
단이 정책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발의되는 빈
교리정책은 의제설정접근과

도 자체가 적다. 실제로 17, 18, 19대 국회에서 1,372개의 여성정책 법안

불과했다. 또한 발의가 되더라도 이익(interest)
조정이 아닌 가치(value)판단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권수현, 2014). 이 때, 가치(value)란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의 신념
체계(belief system)의 규범적핵심(normative core)과 유사한 개념으로,
변경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에 따라 교리정책은 법제화되는 과정에
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입법이 좌절된다.
첫째, 교리정책은 기득권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다. 교리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은 의제화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책화과정에서도 반발을
일으켜 입법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정책결정 전 과정에서 이익을 둘
러싼 갈등보다 갈등의 범위가 강도가 심할 가능성이 높다(권수현, 2014).
또한 전통적 남성중심 가부장제 질서에 도전하기 때문에 기득권의 반발
을 사 도입이 지연되거나 좌절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호주제폐지와
관련된 가족법 개정안은 1998년, 2000년, 2003년, 2004년 네 번 국회에
상정된 끝에 2004년에 제출된 안이 2005년 2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종적으로 통과되었다. 첫 시작인 1998년에 정부에서 제출된 호주제폐지
관련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부양상속분제는 수용하나 동성동
본금혼제와 여성의 재혼금지기기간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중에 교리정책은 209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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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208회 국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 1999.12.17.). 이에 반발하

명
현
나 이후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지는 못하고 잇따라 제출된 동일한 법안과
함께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
치결정이 내려지는 등 개정안 논의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자 호주제폐지
안이 2005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논의되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의원은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발언을 지속했
다(제252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005.02.28.). 본회의에 상
정된 이후에도 갈등은 첨예했다. 자유민주연합 김학원의원은 한국의 가
족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며, “성이 뒤죽박죽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권수현, 2014). 심지어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은“일부 여성들은 호주제 폐지만이 능사인 양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어 폐지에
찬성하는 남성의원들에게 “줏대도 없고 소신도 없이 일부 여성들의 주장
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죄송합니다마는, 불
편한 것 달고 다니지 말고 떼 버리세요.”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이경숙
의원은 호주제가 “남아 선호 사상을 온존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저”라고
주장하며, 유림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기초인 가족생활과 관계
를 평등한 가치와 관습으로 바꿀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발언하였다
(제252회 국회 제8차 본회의 회의록, 2005.02.03.). 표결결과 31.5%(기권
은 반대표로 가정)가 호주제 폐지 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듯, 교
리적정책은 정책결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며, 기득권에 의해 지속
적으로 입법을 저지당한다.
둘째, 교리정책은 정책과정에서 무의사결정이 일어난다. 무의사결정이
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
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이다(Bachrach and Baratz,
1970; 정정길 외, 2016에서 재인용). 이러한 무의사결정은 정책과정 전반
에서 일어난다(정정길 외, 2016). 기존기득권집단의 가치에 반대되는 성
여 32 의 국회의원들이 기존 원안을 재 발의하였다(권수 , 2014).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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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평등 가치를 전면에 내 운 교리정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교리정책은 임기만료폐기되어 위원

거

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비율이 00%로 비교리정책보다 높으며, 위원회에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제 18대 국
회에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의원등 14인)”은 공
직자의 혼인한 딸, 여성배우자의 가족의 재산은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교리정책이다. 해당 법률안의 제안이
유와 이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정되더라도 별다른 논의없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부는 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

와 자격을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의 입적제도를 감안하
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호주제로 인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
한 차별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위
여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박선영의원안의 취지는 양성평등과 상충되는 요소를 공직자윤리법에
서 제거하려는 것으로 각각 이해됨.(중략) …이에 따르면 혼인한 직계
비속 여자의 경우 차명을 통한 재산 은닉가능성이 직계비속 남성에
비해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재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측면 이 있다고 봄.(후략) ”
‘호주제(가족법)’, ‘여성의 종속적 지위’, ‘전래적 여성상에 대한 고정관
념’ 등을 언급한 제안이유에서 교리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안전
행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박선영의원의 안이 ‘합리적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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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고 있어 긍정적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안
은 제 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되었다.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
징적인 점은 회의 내에서 동 법률안에 대한 토론이나 폐기에 대한 논의
없이 폐기가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제 5차 전체회의에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폐기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신낙균의원 등 16인)”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같은 의도를 가지고 발의되더라도 여성의 권익향상을 의도한 법
라고

률안은 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나, 반여성적인 법률안은 국회에서 주요하

“
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5)
고자 하는 ‘가사근로자의 법제화’와 관련된 정책들은 대부분 임기만료폐
기되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다. 반면, “소득세법일부개정안(이계경
의원등 12인)”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소득세제에 반영하
게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가사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려는 의도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은 여성이 가사노동자임을 전

착

키

제하고, 종속적지위를 고 화시 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반여성적정책

럼

이다6). 그 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

와 관련한 여타

르

정책과는 다 게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 5차 전체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는
유사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교리적정책에 비해 반여성적정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비교리정책은 이익(interest)을 두고 정치적 갈등이 일어난다. 이
익(interest)을 둘러싼 갈등의 경우 가치(value)갈등보다 상대적으로 갈등
책이 국회에서 논의

“남녀
애
”
폐
김애
“
신
활
누군 뒷
람 집
묶
히
… …
참 촉
쟁 강
촉
출 염
” 언
록

5)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정 의원 등 15인) (임기만료 기) 법률안.
6)
실 의원은 동 법률안에 대해 그래서 이것이 가사노동의 대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 이 나가서 경제 동을 하는 데 대해서
가가 바라지를 하고 있
다 그러면 그 사 을 에 있게 어 둔 대가로 사회가 오 려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입니다. (중략) 결국 이 법은 우리가 여성의 경제
동 여 진을 권장하고 또 국가경 력을 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제 동을
진해야 된다는 국가정책과 여성의 사회 진 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
는 반여성적인 법입니다. 라고 급하였다.(제254회 국회(임시회) 제 5차 전체회
의 회의 ,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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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역

활

좁고 그 정도가 약하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는 한 가지 사안
을 두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정치행위자 사이에서 협상을 통한 타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모성보호법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
하면서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이중부담에 시달리게 된 여성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법
에는 출산휴가연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 조항 등을 포
함한다. 그러나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세력
에 의해 상당부분 수정되고 타협된 결과이다(권수현, 2014). 비슷한 예로,
비교리정책인 정치에서의 여성할당제도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도입되
는 양상을 보였다(권수현, 2014).
또한 비교리정책의 경우 주류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
는 정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성평등을 경제성장
보다 우위에 두는 정책의 경우, 이러한 입장이 중요하며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전략적인 측면
의 범위가

에서 성공가능성이 낮다. 또한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의제 중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기에는 이
를 뒷받침할만한 자원 자체도 상대적으로 적다(Walby, 2008). 따라서 법
안통과를 위해 여성정책들은 경제성장, 출산율 증가 등의 옷을 입고 법
률안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제로 여성권익향상을 의도하기
보다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여성을 이용하고자 하
는 정책들도 다수이다. 이렇듯, 이익을 둘러싼 갈등의 경우 해당 사안을
두고 갈등하는 이익집단 중 한쪽이 양보하거나 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입안이 가능하며(권수현, 2014), 주류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여
지가 있어 기득권의 반발도 덜하다.
요컨대, 타협의 기회가 적은 교리정책은 그렇지 않은 비교리정책에 비
해 입법부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 그런데 성평등시각을 전면에 드러내
는 정책들은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을 보다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때문
에 도입될 경우 사회적인 파급력이 비교리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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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또한 기존에 한 사회의 문화나 전통에 자리 잡은 성차별적 규범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여성정책과 입법에 관한 선행연구
1. 한국의 여성정책과 입법

와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이나 WID(women in
development),
GAD(gender as development), 성주류화
(gender-mainstreaming)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특징과 변
화를 분석한 연구(Young-Hee Shim, 2007; 오재림, 2004; 김원홍 외,
2008; 김영옥 외, 2004; 장필화, 1990; 김학실, 2012; 김복규, 2000; 전경
옥, 2003), 개별정책 영역 별로 여성정책을 둘러싼 정치과정이나 정책변
화를 분석한 연구(손혜연, 2009; 전진영, 2006; 김경주, 2003; 신현옥,
2004; 김윤미, 2011; 원숙연, 2006; 조주현, 2003; 조현옥 외, 2008; 이민규
외, 2006; 이상덕, 2001; 이승모, 2012; 조영희, 2009; 진수희, 2000; 조현
옥 외, 2010)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여성정책들 간의 비교연구나
여성정책연구는 정부

여성정책의 이론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
은 여성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의제화과정이나 정책과정전반에 대
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어 여성정책의 입법에 초점을 맞

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많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한 방안들은 법률안으로 제도화되는 경우가

g

f m

고, 그 동안 여성운동이나 정책의 성과도 법적인 개혁(le al re or )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제도정치 내부의 입법과정이나 입법
영향요인과

같은

부분은 간략

입법부의 경우 법률안을

히

닌

히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 다. 특

직접발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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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 입법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과 영향력은

막

강하다(권수현, 2014). 게다가 제도내부 정치는 외부환경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측면이 있다. 제도정치 밖의 행위자들은 국회 본회의·상임위원
회 회의에 참석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국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좁은 편이다. 또한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과는 다르게 국회의원은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도 하고, 내용
을 일부 수정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부결이나 폐기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제도정치 외부의 압력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외부 행위자의 요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박은형 & 이시빈,
2014). 즉, 국회의원들은 능동적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여성정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회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제도내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여성정책 유형에 따른 정책화
가능성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여성정책관련 법률안입법 영향요인을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
는 매우 미흡한 가운데, 여성정책관련 법률안을 단위로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실증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의 선행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입법기관인 의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 여

춘 연구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여성국
회의원에 대해 분석한 연구, 여성관련입법안 분석한 연구, 그리고 정책유
형을 독립변수에 추가한 연구로 나뉜다.
먼저, 국회의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여성의원의 증가가 입법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김원홍 외(2007)는 제 17대
남녀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에서 여성대표성 확대가 실제로 여성의 권
익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남성과 여성의원의 이념, 정책우선순
위, 양성평등의식 등의 차이를 t-검증과 카이검증을 통해 입증하였다. 연
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젠더(gender)는 정책태도와 정책의 우선순위 그
성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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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타났다.

리고 의원 할 등 국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마찬가지로 최정원 외(2008)도 제 17대 여성의원 증가가 여성정책 관
련 법률안의 발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
의 남성의원과 여성의원 간 입법활동의 차이를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여성의원들이 여성정책 법률안 발의, 심의에 적극적
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남성의원들의 법안발의에도 성인지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원홍 외(2007)의 연구와도 일맥상통
하는 면이 있으며, 여성의원이 정책의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앞선 김원홍 외(2007)과 최정원 외(2008)의 연구결과에 따른 후속연구
로, 서복경(2010)은 2002년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를 여성으로
공천하는 의무규정의 도입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확대된 여성
정치인의 국회진출이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분
석결과 17대 국회여성의원에 비해 18대 국회 여성의원이 정책선호가 상
대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초선의원이 여성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2010) 또한 제 16대, 17대 국회
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성관련 법률안의 도입이 증
가하였는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출신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맑은넷 출신 의원이 여성관련 법안발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표결행태(roll-call voting)를 실증분석한 연구도 있다. 정진
영(2009)은 제 17대 국회에서 가결된 일곱 가지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국
회의원의 표결행태에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
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국회의원 표결행태에는 성
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당과 이념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결과와 종합해보았을 때, 회의나 발의에 있어서 여성의원이 더 많은
활약을 하나 표결에 있어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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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남성과 여성의원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들 간의 차이
에 주목하여 제 17대와 18대 성평등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투
표행태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 17대
국회에서는 투표에 성차가 나타났으나 제 18대 국회에서는 남녀 간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의 투표
행태에서 젠더와 정당의 이념과 정치적맥락이 상호작용하여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앞선 연구들이 국회의원을 분석단위로 삼았다면, 여성정책 법률안을
분석단위로 삼은 연구도 있다. 김원홍 외(2008)는 제 17대 국회 전반기
권수 (2015)은

동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해 여성정책 의제의 특징을 살펴

록

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회의 및 전체 상임위원회의 회의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정책 의제가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심

타났다. 김원홍
외(2008)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로 여성의원의 증가와 그
에 따른 의정활동 활성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여성정책관련 법률안을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권수현(2014)의
논문이 유일하다. 권수현(2014)은 Htun & Weldon의 유형화와 모델을
차용하여 각 유형별 사례인 호주제, 여성할당제, 모성보호법에 대하여 입
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유형에 포함된 젠더이슈, 관련 행위
자, 환경적 요인에 따라 여성정책의 입법과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

또한 법률안 통과에 여성운동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제도정치 내의 행위

타났다. 특히 교리적 성격의 정책

자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것으로 나

택

이 선 되기 위해서는 제도정치 내에 이에 동의하는 행위자들이 다수여
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래

약

<표2-5>는 이들 연구의 주요내용

을 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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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여성정책의 입법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분석

(연도)

단위

김원홍 외
(2007)

최정원 외
(2008)

서복경
(2010)

김은경
(2010)
정진영
(2009)
권수현
(2015)
김원홍 외
(2008)

권수현
(2014)

의원

대상

17대

연구내용

분석방법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의 이념, 정책

설문조사

우선순위, 양성평등의식 차이검증
남성의원과 여성의원 전체법률안,

의원

17대

여성관련 법률안, 상임위심의과정
에서 입법활동 성차분석
여성의원중심 발의법률안 수, 선호

의원

18대

정책영역, 상임위구성 17대의원과
비교분석.

의원

16·17대

의원

17대

의원

17·18대

법률안

17대

법률안

민주화
이후

맑은정치네트워크

출신

여성의원

카이,T검증

회의록
단순비교

법률안 등
단순비교

법률안

발의법률안, 내용 중심 분석

단순비교

7개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남녀국

로지스틱

회의원 표결행태분석

회귀분석

성평등법안에

대한

남녀국회의원

표결행태분석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을 통해 여성
정책 의제의 특징 도출

로지스틱
회귀분석

회의록분석

Htun and Weldon의 여성정책유형
화 및 모델적용하여 호주제, 여성
할당제, 모성보호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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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필요성
왜 어떤 정책은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쉽게 정책화 되는데, 왜 어떤 정
책은 오랜 노력 끝에도 정책화가 좌절되는가?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원
인은 무엇인가? 이는 여성정책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여성정책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성국회의원비율, 진보
정권, 여성운동의 성과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제 여성정책의 입법성과는
법률안이 내포한 정책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련 선행 연구들은 모든 법률안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연

여성정책 관

구를 진행하거나, 개별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여성정책들 간의 비교연구나 여성정책의 이론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

히 여성정책에 있어 입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도정치 내부의 입법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로 적었다. 특

여성정책의 입법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국회 내 정치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여성의원 비율의
확대에 따라 국회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나

남성의원과

여성의원

간 비교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연구의 경우 국회의원의

태

투표

c
g behavior)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어떤 의원이 여
성정책에 찬성투 표를 던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같 은 정권, 같은
회기 내에서도 여성정책의 입법성과는 정책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즉,
이러한 정치적 변수들이 여성정책 통과의 주요한 영향요인이 아닐 수
행 (roll- all votin

있다는 것이다.

편

학

한 ,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에 따른 여성정책입법동 의 다양성

명
따르면 호주제,

현

현

이나 변화를 설 한 연구는 권수 (2014)의 논문이 유일하다. 권수

호
분석한 결과 각 유형에 포함된 젠더이슈, 관련 행위자, 환경적 요인에 따
라 여성정책의 입법과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권수현(2014)
(2014)에

당

여성할 제, 모성보 법에 대하여 입법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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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지형 등 모든 환경적 요소
를 분석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요인인지 판단하기
의 연구는 국제이슈, 국내이슈를 포함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합

첫째, 여성정책이 법률안으로 표현되고
성과 또한 법률안의 제정이나 개정 중심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입법
에 대한 분석이 미진한 상황이다. 둘째, 여성정책 입법에 대해 분석하더
라도 국회의원을 분석단위로 하여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의 차이를 분석한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 해보면,

연구가 대부분이며 여성정책 내용의 다양성에 따른 정치과정을 분석한

셋째, 여성정책 유형에 따른 정치과정을 분석한 연구이
더라도 각 유형에 따른 정책화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입법부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정책법
률안의 내용에 따라 입법화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의 내용에 따른 유형이 정치과정

험

의 결과인 가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첫째, 정책법률안이 내포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내용을 분석에

포함시켜 그 간 단일차원에서 분석되었던 정책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

합

다. 이러한 정책유형화 작업은 여성정책분야에서 정책을 종 하고 일반

둘째, 17, 18, 19대에서 입법부에서 논
의되거나 상정된 여성정책법안들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켜, 보다 확장된
논의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여성정책 중 어떤 종류의 정
책이 정책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차후 미비하게
통과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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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문제 및 개념적 준거틀
생

본 연구는 왜 여성정책의 입법성과에 차이가 발 하는 것인가라는 문

출발하여 어떤 요인이 여성정책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특히 여성정책의 내용이 최종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

제의식에서
인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여성정책에서 입법의 중요성과 제도권 내부의 입
법과정이 시민사회와 어느 정도 독립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범위
로

는 입법부 내로 한정한다.

황
최근

짓

국회 내 정치적 상 은 정책의 입법성과를 결정 는 주요요인으로 연

왔

구되어 다. 그러나

학

황

정책 중심의 연구들에서는 정치적 상 이 정

와 맥을 같이하여, 여

책에 따라 달리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

련

성정책과 입법관 연구는 대부분 입법성공의 원인변수로 정치적 변수에

같은 정권이나 국회회기 내에서도 정
책의 내용에 따라 입법성과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즉, 정책의 내용
만 주목하였다. 그러나 여성정책은

이 입법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여성정

완

책연구가 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의 유형이 입법성

칠 것이라고 보고, 어떤 특성을 가진 정책이 입법화에 어
려움을 겪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틀로는 Htun &
Weldon이 구분한 여성정책의 유형화의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할 것이다.
구분기준은 첫째, 모든 여성들을 지위 집단으로 보고 이들의 지위와 권
리의 문제를 다루는지 계급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지 여부와 둘째, 정
책이 종교교리 또는 주요 문화집단의 전통에 도전하는지 여부이다. 법률
안가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각 기준에 따른
정책이 최종적인 가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논
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문제 및 개념적 준거틀은 다음과 같다.
과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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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여성정책법률안의 유형이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젠더지위정책이 계급기반정책에 비해 가결되기 어려운가?
- 교리정책이 비교리정책에 비해 가결되기 어려운가?

<그림3-1> 개념적 준거틀

여성정책유형

제안자특성

법률안통과

정치적특성
국회특성

연구문제

와

음 같다.

준거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 과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측면에서는 계급기반정책이 젠더지위정책보다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첫째, 분배패러다임중심으로 차별논의
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누가 덜 가지고 더 가졌느냐가 차별을 판단하
는 기준이 되었기에 차별시정에서도 불평등한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둘째, 계급기반정책이 정책수용도가 높은 복
정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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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화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

지, 노동정책과의 연계

복지, 노동, 경제성장 이슈에 관한 지지가 여성 이슈
에 관한 지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급기반정책이 정책으로 가결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셋째, 젠더지위정책에 비해 계급정책이 정책대
상의 형상이 긍정적인 점에 따른 정책화가능성 차이이다. 특히 계급기반
정책은 사회적안전망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정책
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정책화 될 수 있다.
로는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한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여성정책의 경우 인정패러다임에

희롱, 성폭행, 호주제폐지와 같은 정책들이 도
입노력에 힘입어 꾸준히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계급정책은 복지, 노
동과 같은 이슈와 결합하여 그만큼 관련 이해관계집단이 확대되며, 이
범위의 확대는 정책입안을 더 강하게 지지하거나 더 강하게 반대하는 힘
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수혜집단의 범위는 넓은 반면 비
용부담집단은 기업집단으로 그 범위가 좁아 강한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
다. 게다가 제도의 수정을 요하는 젠더지위정책과는 달리 예산을 집행해
야 하는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가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계급기반정책과 젠더지위정책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가
근거한 젠더지위정책인 성

운데, 본 연구에서는 젠더지위정책이 계급기반정책에 비해 가결 가능성이
낮은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젠더지위정책이 계급기반정책에 비해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
타난다. 기존의 지배적 전통에 저항하는 성격을 가진 교리정책은 이익
(interest)이 아닌 가치(value)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정책결정 전 과정에서 이익을 둘러싼 갈등보다 갈등의 범위와 강도가 비
교리정책보다 심해(권수현, 2014) 정책화 가능성이 낮다.
교리정책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입법이 좌절된다.
교리정책과 비교리정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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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책결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며, 기득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입법을 저지당한다. 교리정책은 의제설정접근과 마찬가지로 여성주의적
인 시각을 전면에 드러내며, 기존의 지배적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배집단이 정책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들은 발의되는 빈도 자체가 적다. 둘째, 교리정책은 정책과정에서 무의사
결정이 일어난다. 기존기득권집단의 가치에 반대되는 성평등 가치를 전
면에 내세운 교리정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편
익 s 두고 정치적 갈등이 일어난다. 이
익을 둘러싼 갈등의 경우 가치(value)갈등보다 상대적으로 갈등의 범위
가 좁고 그 정도가 약하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는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정치행위자 사이에서 협상을 통한 타협이 일어날
한 , 비교리정책은 이 (intere t)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교리정책의 경우 주류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움
강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이익을 둘러
싼 갈등의 경우 해당 사안을 두고 갈등하는 이익집단 중 한쪽이 양보하
거나 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입안이 가능하며(권수현, 2014),
주류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책화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교리정책은 비교리정책에 비해 정책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에 도 이 되는 정책임을

[가설2] 교리정책이 비교리정책에 비해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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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설정
1. 종속변수 : 정책법률안 가결여부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의안은 법률안으로 한정한다. 의안은

헌법개정안, 법률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한도
계획안. 결산,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선출안, 주요동의,
의원징계, 의원자격심사로 구성되어있다. 법률안은 법률을 제정, 개정, 폐
지하기 위하여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을 말한다. 여성정책은 보통 법
률의 제·개정 등 법률안으로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안에
한정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제·개정된 법률안의 처리는 의결, 부결, 폐기,
철회, 수정의결,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등으로 나타난다.
첫째, 원안가결, 수정의결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원안가결은 법률
안이 최초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된 경우를 말한다. 수정의결은 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정의결은 내용이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의안정보시스템, 2017)되어야하기 때문에 의결에 포함한다.
둘째, 부결, 폐기, 철회, 임기만료폐기는 가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한다. 부결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의결형태이다. 또한 폐기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와 의결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로 ① 위원회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의원(30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기간(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 ②「국회법」상 의결시한이 경과한 경우
③ 의안의 제안취지가 상실된 경우 ④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이다
(의안정보시스템, 2017). 철회의 경우 발의한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철회
내용에 따라

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 이
유는 해당 법률안들이 위원회 대안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대안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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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
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
으로서 실질적으로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는”(의안정보시스템, 2017)법
률안을 말한다. 이렇게 대안발의된 위원회 대안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
지가 같다. 대안은 내용이나 체계가 다를 수 있으나 법률안 자체의 유형
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비슷하거나 심지어 같은 내용을 가진 의원발
의 법률안들을 위원회에서 하나로 모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원회 대안을 분석에 포함하는 대신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은 제외하였다.
2. 독립변수 : 여성정책 유형
1) 여성정책의 분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Htun & Weldon이 분류한 여성정책의
이다. 분류를 위해서는
고

② 이렇게

추려

낸

먼저 ①

네 가지 유형

Mazur의 정의에 따라 여성정책을 추리

여성정책을 정책유형에 따라 유형화할 필요가 있

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여성위원회 자료를 이용해 각 법률안의 제안목

토대로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여성정책과 아닌 것을 추려내
고,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폐기, 철회, 임기만료폐기
된 법률안은 정리된 자료가 부재했기 때문에 17, 18, 19대 국회에서 폐기
된 전체법률안을 검색하여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국회여성위원회 여성정책법안 자료를 이용하여 가결된 여성정책
을 살펴보았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 제 15대 국회부터 성평등 관련 법
률안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의 성평등 정책을 정리
하여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I, II: 제17대 국회」를, 18대
국회에서는「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제18대 국회」를, 19대
국회에서는 「여성/성평등 입법현황과 제20대국회 입법과제」를 발행했
적과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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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자료는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분류하고 정리한
자료이기에

신뢰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소관하는 모든

법률

청소년, 다문화가정, 노인에 대한 정책도 포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zur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① 여성의 권
리(right)·지위(status)·상황(situation)의 향상, ② 젠더 위계질서나 가부
장제의 축소나 폐지, ③ 공적·사적 영역 모두에 초점을 두거나 공적·사적
영역에 존재하는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접근, ④ 여성과 남성 모두
를 대상, ⑤ 여성주의 그룹·운동·개인행위자와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아
이디어 다섯 가지 조건 중 세 가지를 충족하면 여성정책이라고 정의하였
다. 여기에 임신·출산·여성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였다.
둘째, 자료에 폐기·부결·철회된 법안은 앞선 자료에 기재되지 않아 의
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먼저
17, 18,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모든 법률안을 검색하여 엑셀자료화하였
다. 이후 의안명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토대로 여성정책을 분류하였
다. 폐기된 법률안은 약 2만 건에 달하여 의안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키워드를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선정된 키워드는 여성,
여자, 차별, 성평등,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강간, 추행, 결혼, 이
혼, 혼인, 호주제, 재산, 가족, 양육, 육아, 남녀고용, 고용, 할당제, 재생
산, 섹슈얼리티, 출산, 임신중단, 임신중절, 낙태 27가지이다. 검색된 법률
안을 토대로 가결법률안과 마찬가지의 방식을 통해 여성정책을 분류했다.
셋째, 여성정책으로 분류된 정책들을 Htun & Weldon이 제시한 기준
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준은 “여성의 지위문제를
다루는가, 계급불평등을 다루는가?”이다. 지위문제를 다룰 경우 젠더지위정책,
계급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법률안이 경우 계급기반정책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종교적 교리에 도전하거나 문화적 전통을 바꾸는 정책인
가?”이다. 즉, 기존 가부장적 패러다임에 도전적일 경우 교리정책, 아닐
안을 포함하고 있기에 아동

경우 비교리정책으로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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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더 간 신뢰도
량

정책을 분류하는 과정은 내용분석과정과 유사하다. 다 의 법률안을

뀌

분류하면서 분류의 기준이 바 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연구결

출

편향된 시각을 투영하는 등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연구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관성
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분석단위에 대한 동등한
처리절차와 분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측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검
증이 필요하다(Krippendorff, 2004).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전공 박사과정생, 정책학전공 석사과정성, 여성학
전공 학사졸업생 세 명의 코더가 정책분류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의 코더 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먼저 여성정책 판단과
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여성정책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한
뒤 코딩작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후 여성정책의 유형화방식에 대한
훈련 후 코딩작업을 하게 하였다. 코딩 시 의견이 불일치하는 개념, 기준
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세 명의 코더가 토의를 거쳐 분류기준에 대한 조
작적정의를 정교화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코더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크리펜도프 알파(Krippendorff’s
Alpha)의 측정방식을 사용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 검증 결과 여성정책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는 83%였으며, 여성정책 유형분류의 코더 간 신뢰
도는 87%로 분석되어 코더 간 신뢰도가 80%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래 <표3-1>는 이러한 결과가 요약된 표이다.
과를 도 하기 위해

<표3-1> Krippendorff’s Alpha 측정에 따른 코더 간 신뢰도
구분

코더 간 신뢰도

여성정책

0.831

여성정책유형분류

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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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 제안자특성, 정치적특성, 국회특성
독립변수인 여성정책 법률안 내용과 종속변수인 법률안 가결여부 간의

검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 3의 변수를 적절하게
통제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은 여성정
책 법률안 내용 외에 여성정책 법률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이다. 통제변수는 크게 정치적특성, 국회특성, 발의자특성으로 나뉜다. 통
제변수는 법률안의 입법화에 관한 선행연구와 여성정책 선행연구를 통하
여 도출하였다.
인과관계의

출

1) 제안자특성 : 행정부제 , 국회발의

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입법성과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회 입법현황과 입법성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제도적 지원 증가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은 꾸
준히 증가했으나, 여전히 행정부에 비해 가결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송광태, 2012; 이현출, 2009; 목진휴 외, 2000; 이은영, 2016에서
재인용). 또한 제헌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발의된 법률안 전체를 분석
한 박경돈(2015)에 따르면 발의주체가 정부일 경우 가결이 잘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4대 국회부터 17대국회만을 분석한 목진휴(2009)의 연구
에서도 의원발의 법안의 경우 가결 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박찬욱(2004)은 정부에 비해 국회가 입법적인 영역에서 열등한 입장
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으며, 그 이유로는 행정부 중심의 정치문화(박동서,
1996)와 국회의 입법전문성 등을 지적하며 입법부의 저조한 입법생산성
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여성정책법률안의 제출 주체를 통제변수로 사용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법률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되었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으며, 위원회와 국회의원발의 법률안일 경우 1로 코딩하였다.
법률안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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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2) 정치적특성 : 대통 의 성향, 분점정부

첫째, 대통령의 성향은 여성정책가결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진
보정부일수록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긍정적인 선호가 나타난다.
Shull(1983)은 대통령에 따라 지지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
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재
분배 정책에 찬성하고, 반면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은 규제정책을 강조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Hibbs(1977)은 진보정부일수록 상대적으로 복
지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대통령의 정치적 성
향에 따라 정책에 대한 지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진보정부일수록
여성인재를 영입하는 비율이 높고, 젠더이슈를 지지할 가능성도 높은 것

타난다(Bashevkin,

Krook, 2003; 권수현,
2011에서 재인용). 반면 보수정부일수록 여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관
심이 적다(Mazur, 2001).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권수
현(2011)에 따르면 정부의 당파성이 진보적이었던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기에는 여성정책에 대한 긍정적 선호(preference)를 보여줬던 시기인
반면,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정부에서는 여성정책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집권당의 성향도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높은 편이며, 상당히 높은 정당충성
도를 보이고 있다(문우진, 2013). 정당의 정강과 정치 이념은 정책의 우
선순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문우
진, 2013). 하지만 여당의 의석이 야당의 의석보다 적은 분점정부시기에
는 이러한 집권당의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단점정부
시기보다 매우 약할 것이다.
둘째, 입법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분점정부의 영향력에 대해 논
쟁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Sundquist(1988)의 연구에 따르면 단점정부
상황에서는 입법효율성이 높지만, 분점정부의 경우는 입법효율성이 낮은
으로 나

1998; Wayle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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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

르

타났다. 한편, Mayhew(1999) 상반된 결과를 제시했다. 그의 연

구에 따 면 분점정부가 주요 법안 입법의 수를 유의미하게 낮추지 않았

효

춘

다. 한국에서도 분점정부가 입법 율성을 낮 다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

승

었으나, 분점정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오 용,

즉, 분점정부여부가 입법효율성을 낮춰 여성
정책의 입법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분점정부
여부를 통제할 것이다. 분점정부 여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하였으
며, 노무현정부 후반기인 17대 국회에서만 분점정부 상황이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코딩기준은 발의 날짜를 기점으로 분점정부일 경우는 1, 아
닐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셋째, 여성의원비율 역시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 되었다. 앞
선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국회 입법현황을 분석한 연구들에
서는 여성의원의 증가가 여성관련 법률안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원홍 외, 2007; 김은경, 2010)와 이와 반대로 영향이 없다(정진영,
2009)고 밝힌 연구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의원의 원내
진출이 국회 내 젠더의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입법성과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회 내의 여성의원비율이 국회의 여
성관련 법률안 가결에 영향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것이다.
2004; 전용주, 2006)도 있다.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한 회기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국회의

직 퇴직, 사망, 형확정, 당선무효, 탈당등의 이유
로 의원직을 퇴직할 수도 있고, 보궐선거, 재선거, 의석승계 등으로 의원
직을 얻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 수와 여성의원 비율이 지속
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홀수 번째에는 여성의
원이 의석승계를 받게 된다. 이들은 국회의원직 당선 이후 여성관련 법
안에 많은 관심을 쏟고, 여성정책 통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제 17대
원들은 한 회기 내에 사 ,

국회사, 2012). 따라서 한 회기 내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여성의원 비

칠 수 있기에 여성의원 비율을 통제변수로 추가하

율이 가결에 영향을 미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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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특성 : 국회대수, 선거정국여부

첫째, 국회대수에 따라 입법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기가 지
날수록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지원향상과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최홍
석 외, 2012)은 입법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평가시스템 도입들으로 인해 국회 대수가 높아질수록
발의율을 높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는 신호로 여길 수도 있으나, 양적지표에만 집중한 보여주기 식의 발의
가 많아져(문우진, 2013) 발의율은 높아졌지만 가결율은 줄어들고 있다.
둘째, 선거정국여부는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친다. 국회는 일정기간
마다 다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한다. Rothenberg &
Snaders(2000)과 Jenkins & Nokken(2008a)등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 이
후 다음 국회 구성 이전까지의 시기에 입법회피(legislative shirking)가
일어난다. 선거이전에는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보다 재선에 관심을 가질
시기이며, 선거이후에는 지역구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상대적으로 입법효
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선거정국이 국회가 시민사회에 대한
반응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고, 특히 재선을 목적으로 여성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시기이기도 하다(권수
현, 2014)는 주장도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정국여부, 즉 입법회피(legislative shirking)시기를
정당공천이 시작되는 1월부터 다음 국회 구성 이전시기인 6월 이전까지
(서인석, 2013)로 설정하고 선거정국일 경우 1, 선거정국이 아닐 경우 0
으로 코딩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와 측정방
법을 정리하면 <표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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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본 연구의 변수정의
구분

종속변수

변수명

설명

측정

법안

여성정책관련 법

가결=1,

통과

률안 가결여부

가결X=0

젠더,

젠더=1,

계급정책여부

계급=0

젠더
가설1
독립

지위
정책

변수
가설2

제안자
특성

정치적

교리
정책

교리정책여부

비고

폐기, 철회,
임기만료폐
기=0

교리=1,
비교리=0
정부=0,

제안자

행정부, 국회발의

위원회,국회
의원=1
기준:

선거

선거정국여부

선거정국=1,

시기

(입법레임덕시기)

평일=0

대통령

대통령의 진보,

진보=1,

기준:

이념지향

보수당 소속여부

보수=0

발의일자

단점=1,

기준:

분점=0

발의일자

발의일자,
1월~5월

특성

통제
변수

여야
대치구도

분점정부(여소야
대), 단점정부(여
대야소)여부

국회

여성

법안발의시 국회

여성의원

기준:

특성

의원

여성의원비율

비율

발의일자

국회

법안발의 국회의

대수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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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1,
18대=2,
19대=3

제 3 절 연구 방법
1. 분석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여성정책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정책
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단위(unit

f

ss

o analy i )는 법률안이다. 분석 대상에는 총 1,372개의 여성정책법률안
이 포함된다.

후

분석시기는 17대국회부터 19대국회이다. 분석시기를 17대 국회이 로
선정한 이유는

김대중정부에

현

이어 노무 정부가

집권하면서

17대 국회

후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호주
제폐지, 성매매특별법 등 여성정책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또한 법률안은 전통, 문화 등은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반영한다. 즉, 사회
적맥락에 따라 정책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 경우 판단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분석시기는 17대국회,
이

18대국회, 19대국회로 한정한다.

2.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국회여성위원회 여성정책법안 자료, 의안정보시

털

데이터 포 의 국회의원정보

검색을

축

스템,

공공

통해 구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구

축을 위한자료는 국회가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7)에서 주로 수집되었
다. 의안정보시스템은 노무현정부 때 만들어진 전자 정부시스템이다. 의
안검색, 의안현황, 의안개요, 의안통계, 청원, 연차보고서 검색 기능을 제
공하여 국회에서 심의되는 의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최근 통과의안과 본회의 표결정보도 수록하고 있어 국회활동을 살펴보기
트 소 : http://likms.assembly.go.kr

7) 사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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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안정보시

스템을

집

통해 수 된 여성정책

건

법률안은 총 1,372개이며, 이 중 교리정책은 209 , 비교리정책은 1,163

건, 젠더지위정책은 760건, 계급기반정책은 612건이다.

가결된 법안은 국회여성위원회 여성정책법안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회

련 법률안을 주제별로 정
리했다.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I, II: 제17대 국회」, 「성평
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제18대 국회」,「여성/성평등 입법현황과
제20대국회 입법과제」자료를 통해 17, 18, 19대에 가결된 여성정책을 수
집하였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의한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된 성평등정책이 포함되어있다. 둘째, 가결되지 아니한
법안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하여 엑셀자료로 정리하였다.
또한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시기, 위원회회부일자, 결정일자, 심사결과 등이 기록되어있다. 이를
의안번호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17, 18대 국회사의
국회의원변동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19대의 경우 국회사가 발간
되지 않아 국회회의록을 참고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제 15대 국회부터 성평등 관

3.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스틱 회귀분석

1) 분석방법 : 로지

량

본 연구는 양적데이터를 대상으로 계 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결)’와 ‘미통과’와 같
이 이분형(Dichitomous)변수이다. 종속변수가 이분형변수의 형태일 경우,
독립변수 변동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의 변화에 한계가 있다.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 일 때 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할 경우 선형회귀모형의 기본가
정을 위반하고, 선형회귀모형의 최소자승법(OLS, Ordinaty Least
Square)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0과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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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형 를 가진 이분형변수일 경우 사용하는 로지
설을

검증한다.

적용하여 결과

로지

스틱회귀모형은

값을 추정한다.

2) 분석모형
여성정책 법률안 통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음 같다.

검토하기 위한 분석모형

은 다 과

<수식 3-1>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위한 모형



ln                       
  
            
     ⋯  표본수

  여성정책법률안통과여부
  교리정책해당여부
  젠더지위정책해당여부
  제안자
  대통령의이념지향
  분점정부여소야대
  국회여성의원비율
  선거정국
    국회대수대 대 대국회
  오차항

키

분석을 위한 통계패 지로는

STATA 14.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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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표본수의 적절성

코딩을 통해 분류한 여성정책의 수는 총 1,372건으로, 국회 대수가
증가하면서 여성정책법률안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수
집된 여성정책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표본 수로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뢰할만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치를 얻기 위해
서는 모형에 n개의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있을 경우 최소한 10(n+1)개의
표본 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독
립변수는 1개, 통제변수는 10개이다. 따라서 두 가지 가설에서 모두 최소
교차

한 120개의 표본이 필요하다.

집

분석을 위해 수 된 여성정책의

숫자는 총 1,372개이다. 각 국회 별로

살펴보면, 17대는 272개, 18대는 456개, 19대는 644개 여성정책이 발의된

건
건
교리정책은 209건 비교리정책은 1163건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추정을 위
한 표본크기인 120개 표본을 상회하므로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기 충분한
표본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젠더지위정책은 760 , 계급기반정책은 612

현황

2. 종속변수 : 여성정책 법률안 발의 및 통과
국회 의안정보시

스템은 제헌국회부터

20대국회(2017

년

까

회기시작) 지

르

의 발의된 의안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의안통계에 따 면 국회

록 의안발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국회의원 발의 법
률안이 증가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제출된 법률안에 비해 국회에서 통과
대수가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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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는 법률안은 상대적으로 적어 19대 국회
로 올수록 법률안 통과율은 낮아지고 있다.
먼저, 17, 18,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성정책 법률안에 대해 살펴보면
총 접수된 법률안은 1,327건이고, 이 중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
안은 309건으로 통과율은 2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법률안통과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17대에 발의된 법률안은 272건, 18대에
발의된 법률안은 456건, 19대에 발의된 법률안은 6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7대에 비해 19대에서는 법률안
발의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종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한 법률안도 17
대에 106건, 18대에 101건, 19대에 10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률안의 경우 통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정책의 경우 통과되는 법률안이 100건 초반 대
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의 통과율은 17대국회에서
38.97%, 18대에서 22.15%, 19대에서 15.84%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되어

를 보인다.
<표 4-1> 여성정책 입법현황

(단위 :

건, %)

여성정책

통과

미통과

통과율

17대

272

106

166

38.97%

18대

456

101

355

22.15%

19대

644

102

542

15.84%

전체

1,372

309

1,06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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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은 여성정책법률안과 전체법률안의 통과율을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여성정책법률안의 통과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의되는 법률안은 많아졌지만 법률에 반영되는 안
은 100건에 머물러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7대국회에서는 세 회기
중 여성정책 법률안의 통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대
국회에서 여성정책 발의와 입법부 내 여성관련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
다는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4-1> 회기별 여성정책법률안 통과율

출 법률안은 41건, 상임워원장과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은 1,33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
하는 추세가 여성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 통과율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통과율이 65.8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제
출법률안의 경우 통과율이 21.19%에 불과해 법률안의 양적인 증가에 비
해 질적지표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국회의원들
제안주체 별로 살펴보면 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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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예상되지만 상징적인 법률안
을 발의하는 상징입법,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재활용 등의 편
법발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4-2>는 제안자 별 여성정책
발의 건수, 통과율을 요약한 표이다.
의 실적 우기용 입법, 통과되지 않을 것이

<표4-2> 제안자 별 여성정책 입법현황
(단위 : 건, %)

여성정책

통과

비통과

통과율

정부

41

27

14

65.85%

국회

1,331

282

1,049

21.19%

3. 독립변수 : 정책유형별 기초통계

집

건

수 된 1,372 의 여성정책법률안을 Htun & Weldon의 정책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젠더지위정책은 760개로 55.39%, 계급기반정책은 612개로
44.61%를 차지하였다. 젠더지위정책이 계급기반정책보다 발의
았다.

최종적으로

건

건수가 많

정책화된 법률안은 젠더지위정책이 169 으로 통과율

건

록

이 22.24%였고, 계급기반정책은 140 으로 22.88%를 기 했다. 젠더지위

건수는 많으나 가결율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두 정책 간 통과율 차이가 0.64%p.에 불과해 큰 차이를
정책이 계급기반정책보다 발의
보이지는 않았다.

편

건
8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리정책이 교리정책에 비해 발의 건 수가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리정책의 경우 발의가 되어도 통과
될 확률이 낮고, 다른 국회의원이나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입법회피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교리정책의 경우 법률안이 입
한 ,

교리정책은

건

209 으로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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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리정책은

1,163 으로

타났다. 교리정책의 통과율은 19.62%로, 비교리
정책의 통과율이 23.04%인 것에 비해 3.42%p. 낮았다.
요약하자면, 젠더지위정책이 계급기반정책에 비해 통과율이 낮았으며,
법화되는 비율도 낮게 나

비교리정책에 비해 교리정책의 통과율이 낮았다. 다만 이러한 기술통계

루

의 경우 정책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수의 통제가 이 어지지 않

친

았기 때문에 정책의 특성이 법률안의 통과에 영향을 미 다고 단정할 수

히 젠더지위정책의 특성을 가진 법률안이 계급기반정책에 비해,
비교리정책이 교리정책이 통과될 확률이 낮은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
다. 여성정책유형별 입법현황을 요약하면 <표4-3>와 그림<4-2>와 같다.
없다. 특

<표4-3> 여성정책유형별 입법현황
(단위 : 건, 통과율%)

젠더지위

계급기반

합계

교리

비교리

합계

170

590

760

(19.41%)

(23.05%)

(22.24%)

40

573

612

(20%)

(23.04%)

(22.88%)

209

1163

1,372

(19.62%)

(23.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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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여성정책유형별 통과율

4. 통제변수
여성의원의 비율은 국회 회기 내에 지속적으로 변한다. 국회의원은 사

직, 퇴직, 사망, 형확정, 당선무효, 탈당으로 인해 퇴직할 수도 있고, 보궐
선거, 재선거, 의석승계로 의원직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변동에 따라
전체 의원 수와 여성의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서 검토되었듯이, 여성의원이 늘어날수록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
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원이 꼭 여성의 이익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원 수가 늘어난다고 여성정책의 입법성과가 향상될
것이라 확언할 수 없다. 17, 18, 19대에 걸쳐 여성의원 비율은 지속적으
로 증가했다. 17대 국회 개회 시 13.04%, 18대에서 13.71%, 19대에서

록

말로 갈수록 여성의원
의 비율이 증가했으나, 19대 국회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4-4>는 17대, 18대, 19대 국회 회기 내 여성의원 최대 명수와
최대 여성의원비율이다.
15.47%를 기 하였다. 17, 18대 국회에서는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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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여성의원 최대 명수, 비율
17대

18대

19대

여성의원

43명

45명

48명

여성의원비율

14.58%

15.25%

16.00%

출처 : 국회 홈페이지를 토대로 정리

음 같다. 첫째, 대통령의
성향 별 통과율이다. 진보정권이 노무현정부의 여성정책 발의건수는 263
건, 통과율은 37.26%로 나타났다.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의 발의
건수는 646건이고 통과율은 32.66%이다. 박근혜시기의 발의는 463건이
되었고, 통과율은 17.06%였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놓
은 것에 비해 통과성과가 매우 저조하다. 이명박 시기에 발의 건수가 많
은 이유는 이명박 정부집권 기간이 17대와 18대 국회에 걸쳐 모두 포함
되었기 때문이다. 기초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에
통제변수 별 여성정책의 수

와

통과율은 다 과

서 여성정책의 통과율이 높다.

둘째, 분점정부여부에 따른 법률안 가결이다. 노무현정부 후반기에 분
점정부 상황이 나타났다. 이후 이명박정부, 박근혜시기에는 새누리당(한
나라당)이 여당을 차지하여 단점정부 상황이 지속되었다. 분점정부시기
에는 정책 통과율이 39.36%로 나타났고, 단점정부 시기에는 18.79%의
통과율을 보였다. 분점정부시기에 입법교착이 일어난다는 선행연구와 다
르게 단점정부에서 통과율이 낮았다.
셋째, 선거정국 시기에 여성정책법률안의 입법성공이다. 선거정국시기
는 선거가 있는 해에 정당공천이 이루어지는 1월부터 다음 국회가 구성
되는 5월까지이다. 선거정국에는 입법발의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
났으나, 통과율은 51.06%로 발의된 법률안의 과반수가 통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4-5>는 통제변수 별 통과율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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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통제변수 별 여성정책기초통계

(단위 :

건, %)

통제변수

여성정책

통과

통과율

노무현(진보)

263

98

37.26%

이명박(보수)

646

211

32.66%

박근혜(보수)

463

79

17.06%

분점정부

249

98

39.36%

단점정부

1123

211

18.79%

선거정국

47

24

51.06%

평일

1325

285

21.51%

제 2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스틱 회귀분석 결과

1. 로지

검정을 위한 여성정책법률안 통과여부를 종속변수
로 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의 추정결과는 <표4-6>과 같다. 여성정책법률안
의 통과와 연관이 있다고 검토된 다수의 요인을 모형에 포함시켜 각 변
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리정책과 젠더지위정책이 정책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교리정책해당여부는 가결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젠더지위정책의 특성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과 가설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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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분석결과
변수
β(s.e)

EXP(β)

교리정책

-0.4223**
(0.2064)

0.6555

젠더지위정책

0.0568
(0.1411)

1.0584

18대

-2.5945**
(1.2475)

0.0747

19대

-3.1169**
(1.269)

0.0443

대통령 이념

-1.7996
(1.1231)

0.1654

분점정부

0.0177
(0.4975)

1.0179

선거시기

0.9586***
(0.3525)

2.608

여성의원

0.1944
(0.1753)

1.2146

제안자
(국회)

-1.7619***
(0.3474)

0.1717

상수

1.952
(2.6488)

7.0431

N

1,327

Pseudo R2

0.0716

Log likelihood

-679.47261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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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1) 모형의 적 성

스틱 회귀분석의 모형적합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우도비검정
(Log likelihood Ratio Test)을 실시하였다. 우도비검정의 귀무가설은 “모
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계수가 0이다”이다. 분석결과, 모형의 유의
확률이 0.000으로, 0.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따라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0이 아니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하
나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형의 유의 모형에서 유사 R (Pseudo-R )의 크기는 0.0716이다.
유사 R (Pseudo-R )란 로그 우도함수에 대한 결정계수 R 를 뜻한다. 로
지스틱회귀분석에서 R 값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모형평가 시에 이러
한 값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도 해석에 문제가 없다(Hosmer &
Lemeshow, 2000; 홍세희, 2005; 귄태욱 & 전영한, 2013에서 재인용). 종
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선형회귀모형과 달리
오차의 동분산성(Homoscedasticity)가정이 만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R
값이 종속변수 값에 따라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설명된 분산으로
해석하기 어렵다(Cohen et al, 2003; 권태욱&전영한, 2013에서 재인용).
로지

2

2

2

2

2

2

2

2) 독립변수에 대한 해석

와 연관이 있다고 검토된 다수의 요인을 모형에
포함시켜 각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교리정책이라는 정책
의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교리정책이라는 정책의 특성은 여성정책법률안의 통과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있다(p<0.05). 그러나 젠더지위라는
정책의 특성은 가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가설
1은 지지되지 못했다.
<표4-6>의 EXP(β)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법률안통과의 백분율 변
여성정책법률안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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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EXP(β)값이 1보다 클수록 법률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지며, 1보다 작을수록 법률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교리정책 변
수의 EXP(β)는 0.66로 나타났다. 승산비가 1보다 작으므로, 이는 교리정
책의 특성을 가진 법률안이 비교리적특성을 가진 법률안에 비해 가결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교리정책보다 교리정책법률안일 경
우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34%(1-0.66)낮아진다.
화를

3) 통제변수에 대한 해석
통제변수 중 18대국회, 19대국회변수는 여성정책 가결에 부(-)의 관계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에 비해 통과성과가

저조

타났다(p<0.05). 마찬가지로 19대 국회도 17대 국회에 비해
통과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18대 국회와 19대국회의
EXP(β)값은 각각 0.07과 0.04이다.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에 비해 여성
정책법률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93%(1-0.07)낮고, 19대 국회는 17대 국회
한 것으로 나

에 비해 가결가능성이 96%(1-0.04)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선거

+

정국여부는 여성정책 가결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닌 평일보다 선거정국에서 여성정책이 통과될 확률이 높았
다(p<0.01). 선거정국의 EXP(β)는 2.6이고, 선거정국이 아닐 때보다 선거
시기에 여성정책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160%(2.6-1)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안자가 국회(국회의원, 위원회)일수록 여성정책
가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제출 법률안보다
국회에서 제출되는 법률안일수록 여성정책이 통과될 확률이 낮았다
(p<0.01). 해당 변수의 EXP(β)는 0.17로 국회가 발의한 여성정책법률안
일수록 가결될 가능성이 83%(1-0.17)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18·19대 국회일수록, 국회발의 법률안
일수록 여성정책법률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고, 선거정국일 때 여성정
책법률안의 가결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설 1과 마찬가지로 이외의
선거정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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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히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 나지 않았다. 특 , 진보정부
여부

와 여성의원비율이 여성정책법률안가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합 검토

2. 종 적

검증결과 가설1은 지지되지 않았고, 가설2는 지지되었다. 가설 2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교리정책과 비교리정책여부는 정책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리정책일수록 비교리정책에 비해 법률안
통과가능성이 34%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리적 정책은 여

강한 반발을 일으키는 정책이다. 교리적정책
과 관련된 이슈들은 의제화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책화과정에
서도 갈등이 첨예하여 입법가능성이 희박하다. 즉, 전통적 남성중심 가부
장제 질서에 도전하기 때문에 기득권의 반발을 사 도입이 지연되거나 좌
절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리적 정책에 속하는 법률안
성정책 중에서도 기득권의

들은 무의사결정으로 인해 정책화 과정에서 제거되거나, 법률안이 결정

직전까지도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교리적 정책은
법률안을 둘러싼 행위자 간의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산
율, 경제성장과 같이 주류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로 포함될
되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교리적 정책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음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가설1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로는 다 과

전반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내부
에서 조차 여성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거나

두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

고 있다는 주장이 대 되고 있다. 여성에게 기회를 주고 차별을 시정하

누적적으로 있어온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서 권리를 빼앗아 오는 것이라는 주장이 국회 회의록
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왜, 어떤 이유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구조
가 재생산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계적 젠더
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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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중립을 요구하는 오류는 성 평등 문제를 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둘째, 여성정책의 특수성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 상황 하에서 젠
더지위정책과 계급기반정책은 여성주의자가 제기한 정책으로 인식될 가
능성이 높다. 즉, 젠더지위 뿐만 아니라 계급기반정책도 여성에 대한 특
혜라고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정책의 결정과정과 같
이 보수, 진보 등의 이념적 요인이 아니라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에 따라

히 가사노동을 여성이 해야 할 몫이라고 여기는 한
국 풍토상 양육휴가제공과 같은 돌봄의 사회화는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자가 대선토론에서 ‘설거지는 하늘이 여성에게 내려주신 일’이라
고 ‘공식적’으로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젠더지위정책과 계급
정책이 결정된다. 특

기반정책 여부가 가결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분석된 이유는 여성에

와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정책의 다양한 면면을 이해하기
보다 여성정책을 모든 정책을 동일한 정책으로 간주하고 결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관심변수 외의 통제 변수와 정책가결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회대
수, 선거정국, 제안자변수가 가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7대보다 18대,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았다. 이
는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전체 법률안의 입법효율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 19대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여
대한 지위

성정책이 가결되는 비율이 17대에서는 전체법률안보다 높았던 것과는 다
게 18대, 19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추 를 보여 이에 대한 보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정국여부는 여성정책 입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다. 이는 입법회 (le i lative
ir in )가
일어나거나, 표심을 기 위한 입법발의를 하기 보다는 선거정국이 입법
위원회에서 선거가 끝
선거 시기에 처리하지 한 법률안을 대안
발의 하는 경우가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 으로 국회제안의
경우 행정부 제 법률안보다 가결 가능성이 확연 낮았다. 이는 국

르
완

감소

타났

출

얻
난 직후
많

세

피 gs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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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마 막
히

긍
sh k g

명‘

쪼 ’ ‘
복잡

활 ’

편

회의원발의 법률안이 일
법률안 개기 , 법률안재 용 등의
법이
용되고, 근 정부발의의 절차의
성 때문에 국회의원이 정부의 법
안을 차 발의 하는 경우도 고 있어 입법부실화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문우진, 2013).
반면, 여성의원비율이나 진보정권여부는 정책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

활

‘ 명

최

’

늘

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치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실
제 여성의원의 국회진출이나 진보정권집권은 여성정책의 발의와 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본 데이터에서 두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17, 18, 19대 동안 여성의원비율의 변동 폭이 1~2%내
외로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대, 15대로 그 분석 범위
를 늘린다면 여성의원비율도 정책가결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보, 보수정권 여부도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박
근혜정부 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분석을 시도한다면 정권
별 차이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 변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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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어떤 특성을 가진 여성정책이 더 쉽게,
과되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혹은 더 어렵게 통

토대로 여성정책의 특성이 정책법률안의 가

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와 수단은 법률안으로 구현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설계
하더라도 입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면 집행되지 못한다는 점
에서 정책학분야에서도 입법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들은 국회 내 정치동학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정책의
내용이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
부분 국회 내 정치동학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든 법
률안을 동일하게 보고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그러나 국회 내
정책의 목표

정치과정은 법률안이 내포하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까

될 수 있다.
여성정책의 국회통과를 다룬 기존 연구들도 국회 내 정치를 중심으로
정책통과를 설명하였다. 즉, 여성국회의원비율, 진보정권여부, 여성운동여
부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국회회기, 같은 정권 내
에서도 여성정책들의 통과성과여부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여성국회의원비율, 진보정당 변수
정책결정 지도 좌우

보다 정책의 내용에 따른 유형이 법률안 통과에 더 결정적인 변수일 것이
라

예상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여성정책은 정책에 따라 상이한 젠더이슈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반
영한 유형구분이 필요하다. 유형구분으로는 Htun & Weldon(2010)이 제
시한 여성정책 유형을 이용하였다. Htun & Weldon(2010)은

루

불

루

①

여성의

지위문제를 다 는지, 계급 평등문제를 다 는지 여부에 따라 젠더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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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계급기반정책으로 구분하였고,

②

정책이 기존전통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교리적정책과 비교리적정책으로 분류하였다.

“

유형화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젠더지위정책이 계급기반정책에

울 것이다.”와 “교리적정책이 비교리적정책에 비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다.”이다. 먼저, 기존의 차별논의가 계급기반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 계급정책이 복지·노동과 같은 수용도가 높은 다
른 정책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급기반정책이 젠더지위정책보다 정책화가능성이 높다. 한편, 교
리적정책은 기존 전통에 반하는 패러다임 전환적이기 때문에 기득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고, 이익이 아닌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가
비해 국회통과가 어려

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리정책에 비해 통과가능성이 낮다.

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 된 독립변수는 여성정책의 유형이고, 종
속변수는 여성정책법률안의 가결여부이다. 통제변수로는 여성정책법률안

칠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에

과 법률안통과에 영향을 미

령

는 대통 의 성향, 선거정국, 여성의원비율, 분점정부, 국회회기, 제안자
특성이 포함된다. 분석시기는 17, 18, 19대 국회이며, 분석자료로는 국회
의안정보시

스템에 기록된

법률안의 내용, 국회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정리

축

한 성평등법률안 자료 등을 통해 구 하였다. 여성정책여부
의 유형은 법률안의 내용을

토대로 구분하였다.

와

여성정책

분석결과, 여성정책 법률안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고도

당

교리정책해 여부가 법률안 통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구체적으로, 교리적정책이 비교리적정책에 비해 통과가능성이

타났다. 이는 앞서

34%정도 낮은 것으로 나

논의한 바

와 같이 젠더구조

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의제화 과정에서 억압되거나,
의제화 되더라도 기득권의 심각한 반발을 사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
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계급정책과 젠더지위정

당

책의 경우 법률안 통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해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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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헌법에 성차별 금지를 명시한 이래로 지난 60여년 간 남성
과 여성 간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꾸준히 제·개정 해왔다(김복규,
2010). 그러나 여성정책이 처음 도입된 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여성
정책은 여전히 설득을 필요로 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초기에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할 수 없다는 생각, 시간이 흐른 지금은 여성과 남성
이 이미 평등하다는 생각이 여성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한국여성정
우리나라는

책연구원, 2012).

소홀히 다루어졌던 여성정책의 내용과 특성
에 따른 정책 가결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정책의 일반화에 기여하고
이론적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어떤 특성을 가
진 정책이 정책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정책의 통
과가능성을 높일 방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교리정책과 비교리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그러
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리적정책은 정책화될 가능성이 적기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때문에 입법성공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자에게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는 문구나 용어를 수용성이 높은 방향

꿔

히 한국과 같이 여성정

으로 바 서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

같은 효과를 내지만 형식은 비교리적정책의
형식을 띠도록 하는 전략적 선택이 있어야 한다. 이 방식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부드러운 문구, 비난이 섞이지 않은 언어, 그들의 목적을 달
책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경우

성하기에 유용한 관점이라는 것을 어필하여 설득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코

혈 명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이라고 부
른다. 교리정책이 비교리정책에 비해 정책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정책입법화 초기 과정에서 벨벳전략을 통한 정책입법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전략을 체 의 무 혁 을 본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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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쳐

교리정책을 수용성이 높은 형 로 고 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부장

환

제 패러다임을 전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정책의 입법성공을 위해서는 보
다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고려해

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어 여성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

히 ‘여성만을 위한’, ‘남성의 몫을 빼앗
는’ 정책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정책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성별 구조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역할의 엄격한 구분은 남성과 여성의 삶 모
두를 억압하며, 남성에게는 돈을 벌어올 것을 여성에게는 가사와 양육을
떠맡을 것을 강요해왔다. 이러한 가부장적 제도는 결국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특성에 맞는 생활방식을 택할 수 없게 만든다(한
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따라서 개개인을 억압하는 구조자체를 전환하
여 상생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의 의도에 대해 공감하고, 홍보하려는 노력
성정책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여전

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여성정책을 구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이다. 여성정책구분, 이를 토대로 한 유형구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 명의 코더를 통한 코딩작업을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교리적, 비교리적 정
책 판단에는 환경적 맥락(context)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보다
객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판단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분석범위와 통제변수 상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의
통해

- 84 -

국회통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회만을 독립적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인 이슈화에 따른 영향까지는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정책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변수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변수를 모형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운동의 범위, 이슈화정도 등을 측정
할 수 있는 적절한 대리지표 구성을 통해 환경적 요인을 분석모형에 포
으로 분석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회를

함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범위

두

법률안을 모

와

폐

기간의 한계이다. 분석범위의 한계는 대안반영 기

포함하지

못했다는

폐

것이다. 대안반영 기 법률안의 경우

최초발의된 법률안 간 내용의 차이 정도와 복수로
발의된 법률안의 처리 등을 고려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분석에 포함된 국회는 제 17대, 18대, 19대 국회이다. 즉, 본 연구에
서는 가장 최근의 3대 국회를 분석을 하였으나 분석기간을 늘린다면 보
다 폭 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여성정책 입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여성정책에서 입
법연구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보다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대안반영된 법률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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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Sex equality policy
-Focusing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pproval of the legislation
Youngmin Choo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Why some sex equality policies are easily introduced without extraordinary
efforts, while others are frustrated after years of hard work? What are the
causes of these differences? Most of researches on sex equality policy find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n the percentage of female lawmakers,
progressive

regime,

or

the

achievements

of

the

women's

movement.

However, the actual performance of sex equality policy legislation seems to
depend on the type of policy. Based on this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sults of 1,372 sex equality policy legislative
proposals in Korea that were examined during the 17th through 19th
National Assembly periods. For the criteria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Htun & Weldon(2010)'s sex equality policy classification to see how each
policy type influences legislative success. The result showed that the
doctrinal policy aiming at the patriarchal paradigm transforma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passage of the bill, even though th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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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the passage of the sex equality policy legislation were controlled.
Specifically, doctrinal policies are 34 percent less likely to pass than
non-doctrinal

policies.

On

the

other

hand,

class-based

policies

and

gender-status policie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assage of the bill. These results show that policies that fundamentally
change gender structure are suppressed in the process of agenda setting.
Even if it becomes an agenda, it is difficult to pas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because of the fierce opposition from th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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