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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이 생성한 배경과 그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개관하

고， 특히 직접 참여한 인사들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여성정책 수행의 사

회정치적 역학을 이해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여성정책 관련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외국의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사례들도 간추려 보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여성정책을 다루는 국가기구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946년 미군

정하에서 설치한 보건후생부의 부녀국이라 하겠다. 초대 부녀국장으로는 미국 미쉬간

대학 사회학과에서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고황경 박사가 취임하

였다 이 기구는 주로 요보호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잔여적 복지중심의 여성정책을 펼쳐

왔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공창， 사창 없애기 운동을 적극 벌여 그 중 일제 때부터 고질

적이던 공창 제도를 없애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 그리고 정

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의 수요와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1970년대에 와서는 체계적으로 여성정책을 세우

고 실행하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성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기반이 빈약한 채 단지 여성이 국가정책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사

실은 결국 국가개발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여성이 인적자원 동원의 수단으로서만 인

식되는 문맥에서 여성정책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여성 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정책을 전담

하는 기구를 발족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다. 우선， 1975년 ‘세계여성의 해‘ 를

맞아 세계적으로 남녀평등이라는 쟁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적으로 여성운동단

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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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 이러한 배경에서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과 국무총리 실 소속의 여성정책심의위

원회가 생겨났고，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한 각 정당들이 민주

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방편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 사회적 자유화가 시작된 1987년의 선거를 거쳐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공약실천의 차원에서 88 올림픽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 운용했던 체육부를 없애고

여성문제를 다루는 별도기구로서 정무(제2)장관실을 설치하였다. 이것이 여성정책에 대

한 새로운 인식에 기초하여 여성정책의 기본적 기틀을 마련하는 구심점이 된 셈이고(조

경희 초대 정무2장관 인터뷰 자료)， 그 후 여성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여성

정책전담기구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편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미국의 여성지위향상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와 유사하게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식으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여성특별위원회는 기존의 정무(제2)장관

보다 법적인 위상은 높았지만 실제적인 정책 추진에는 기존의 기구와 마찬가지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여성계의 요구와 정치권 내부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집행

능력을 아울러 가진 여성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윤후정 초대 여성특위 위원장 인터뷰

자료). 하지만 지금의 여성부도 행정조직의 다른 부처와 같은 국가기구이므로 다른 부

처의 여성관련정책에 대하여 개입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률 지니고 있다 한다‘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주된 기능은 여성문제를 특수한 범위로 한정시켜 해결하고자 하

는 것이라기보다는 남녀평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차별적 조건 아래

놓여 있는 여성에 대하여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차별을 제거함과 아울러 모든 관련

국가정책이 성적 평등을 보장하는 시각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국가정책을 수립， 실천，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성 (gender)에

대한 인지를 함축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전담기구가 다른 집행부서의 정책수립과 추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성에 대한 인식 변에서 제대로 훈련된 정책덤당자

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2)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국내외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 아래 여

성정책기구가 어떻게 설치되고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아울러 여성정책담당기구에서 활

동하던 고위급 여성관료들이 정책추진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여성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1) 서울대학교에서도 1983년부터 “여성과 사회”라는 교양 과목이 사회학을 진공한 필자를 주

축으로 하나의 실험과목으로 개설되었다，

2) 각부처 장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료들이 남자들이어서 이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때문인지 역

대 여성 관련 기구의 차관은 김영삼 정부 (김정숙 차관) 외에는 모두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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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기존의 여성정책에 관한 문헌자료에서 선행떤구와 외국

의 사례를 개관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여성부와 여성개발원， 여성단체 들이 발표한 통

계자료를 활용하는 한 편，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방법을 도입하였다. 즉， 여성

정책전담기구에서 활동하였던 여성장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성정책담당관 등 여

성관련 정책의 중심에 있었던 고위여성관료 6명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3 ) 이들의 개

인적인 경험에서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시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생성 변화 및 정책 추진 과정을 잘펴보

고， 그들이 추진하였던 여성정책의 내용， 여성관료들이 경험한 애로와 업적 등을 탐구하

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이 분야 연구의 특정을 보면， 기존의 여성정책에 관한 자료들은 주로 외국

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책， 우리나라에 필요한 여성정책， 여성정책전담기구의 필요성

과 기능， 여성정책 형성과 정부의 역할 등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환경적 요인

과 기구의 성격에 대한 기초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 편，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 분야의 통계자료에서 여성과 남성을 비교할 수 았는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요는，

여성정책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록 소수

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실제 정책수립， 실현에 직접 관여했던 주요 결정행사 주체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 것이다.

2. 이론적 관점과 외국의 사례

1) 이론적 관점

원론적으로 말하자변，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문제를 하냐의 사회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 것은 우선 이념적으로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과 남녀평등을 존중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사회 제도와

관행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성별 차이 자체가 사회적인 성별 차별대우나 여성에 대

한 배제， 소외， 억압， 폭력 등의 행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가치체계와 사회적 기준

들을 법과 제도 및 정치적 과정에서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을 가리

킨다(김복규， 2000; 장필화， 1990).

이러한 여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975년 UN이 ‘세계 여성의 해’를 선포하면

3) 인터뷰에 응할 수 있었던 분은 조경희， 김영정， 이계순， 이연숙 정무 2장관과 윤후정 여성특위

위원장， 황인자 국장 등이고 그 외에는 인터뷰를 진행했던 때가 6월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거나 와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인터뷰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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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 서울대학

교와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각대학과 여자대학에 개설한 여성관련 교양강좌를 필두로

각종 여성단체 및 기업에서 실시한 여성에 대한 의식제고용 교육， 및 여성운동의 영향

이 접목되면서 국가가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제도화하기 시작함으

로써 구체화하게 되었다.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설치되면서 여성적 시각에서 사회정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왔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참여의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들이

등장하였다.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생겨날 당시에는 재야와 기존의 여성 단체기- 상호 대

립하여 갈등하는 형국이었으나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점차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

도적 장치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상호간에 인력 및 재정， 정보의 공유를 통해 연계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여성정책기구의 기능을 이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

정책의 방향설정과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적절한 여성정책전담기구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여성정책기구의 기능에 대한 이론

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젠더 설계의 제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적

선택이론이다. 이들은 여성정책기구가 남성중심적인 제도 내에서 갖는 유인력과 통제력

에 대한 상이한 설명을 제공하고 았다(김애령， 2000).

UN이 세계 여성의 해를 선포한 이후 국제개발기구들이 채택하였던 이론적 관점은 먼

저 wrD(Women in Development) 접근이다. 여기에서는 여성을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미활용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삼았다. 여성이 비생산적인 곳에 시간

을 낭비하지 않게 하면서 충분히 개발과정에 참여시켜야 개발이 빠르게 성취될 수 있다

는 관점에서， 주모 여성을 고립된 범주로 간주하고 이들을 개발과정에 통합시키는 수단

에 관심을 둔다. 이런 접근은 여성들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기여를 하였으

나 기존의 성역할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 상황을 간과하는 한계

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빚어내는 불평등한 권

력관계에 주목하는 GAD (Gender and Development) 접근에 의해서 성평등을 제도화하

려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 관점에 의하면， 여성을 고립된 범주로 간주하게 되변 남성에

게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간과하게 되므로， 여성문제를 남녀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수단을 설

계할 때도 이와 같은 젠더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정립한 이론이 Moser의 ‘젠더 설계의 제도화론’ (Moser，

1993) 이다. Moser의 젠더 설계론은 국가의 책임과 정책 수행자들에 대한 젠더 훈련을

강조한다. 개발국가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은 특히 정권이행기에 강하게 나

타나는데， 이것은 우선 정권 창출과정에서 여성을 동원함으로써 정권을 공고화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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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의 자원에 국가가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국가의 책임과 정

책 수행자의 젠더 훈련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性)인지적 계획들을 국가가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적인 일이

긴 하나， 이는 기존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재구성해야만 가능하며 성인지적

계획들을 국가가 실천하고자 할 때 정책 수행자 일반의 저항이 강할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Moser는 여성 NGO(비정부기구) 들과 국가제도가 연계하여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함으로써 여성 NGO들의 지원에 의해 성인지적 계획들을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여성NGO들의 탈세력화， 국가 제도권내 여성기구의 역

할의 모호함， 그리고 정책 수행자들의 성인지적 계획에 대한 수용의 어려움 같은 한계

를 지니고 있다.

한 편， 전략적 선택이론은 젠더설계의 제도화론과 달리 여성정책을 권력관계에서 파

악하려는 특정을 갖는다. 즉 여성정책이 성별분배의 정치 (gender- distributive politics)

의 맥락 속에서 적절히 인식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Goetz， 1997; Staudt, 1997: 김애령，

2000 재인용).

전략적 선택이론에서는 여성정책이 제도적 환경과 갈등관계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여성정책이 형성되

기 때문이다. 성별 분배 정치는 성별관계를 변화하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그것을 유지

하기 위해 개입하는 행위자들의 힘의 균형과 견제 속에 여성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여성

참여와 여성의 세력화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대안적인 여성정치의 개념을

구축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행위자들， 즉 정책결정자， 정책수행자， 여성

압력집단의 개입과 전략적 선택의 효과가 여성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두 이론이 여정정책전담기구의 기능과 정책수행 과정을 설명하는 데 상반된 관

점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변화와 정책수행 과정을 살펴보

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세력이 서로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1980 1건대 이후 국가가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설치

하고 여성정책의 변화를 주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라는 장(場)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이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여성정책 전담기구들이

다양한 세력들을 제도 속으로 포괄해 내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세력균형 속에서 어떤 정

책들을 수립， 실천하는 지를 분석해 보면 앞으로 여성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여성정책 기구들의 구조와 기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뿐 아

니라，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젠더 인지적 인적 자원을 훈련하는 문제도 아울러 고찰할

수 있다.



106 師 大 論 覆 (65)

2) 외국 여성정책기구의 유형과 기능

여성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정

책목표가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찾기가 어렵고， 일반정책의 추진 외에 성

차별의 피해를 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수행자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

하고 부족하지 때문에 올바른 여성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주펀 문화

로 형성될 것이 필요하다. 1995년 북경 여성대회에서 공식적으로 mainstreaming of

gender perspective가 행동강령으로 수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세가지 내용을 담는다.

@ 모든 정책 분야와 이를 다루는 기관에 성 관점이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성관점

의 주류화，(2) 사회 모든 분야에 여성의 양적， 질적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여성의 주

류화， 그리고 @ 기존의 남성중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부 및 주류 영역이 성인지적

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주류의 변환을 포함하고 있다(검경희， 2002).

북경 행동강령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여성정책 담당 행정조직을 강화 정비하고 있다.

다만 각 나라에서는 이름을 달리 표기하고 있는데， 가령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명칭에 여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유럽의 국가들은 주로 평등， 남녀를 기구에 표시하고

있다(김엘렴， 2000).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여성정책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

며， 이를 실천하는 여성정책기구 역시 형태와 기능 변에서 다양한 특정을 보인다.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정책기구를 각료차원에서 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가 하면， 노

동부나 사회부의 한 국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독립 기관으로 설치하는 사례와 위

원회를 두는 형태도 있다.

여기에서는 각 국가의 여성정책기구의 특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그 주

요 유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조우철， 2000).

가)독립기구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정책을 위한 독립기구를 정부의

부， 처 혹은 실의 형태로 설치하고 있다 여성정책 기구는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포

괄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을 성별 분석에 기초화여 모니터

링하고 개선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여성정책 개발

과 집행，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한 나라들은 여성업무 외에 여

성과 관련된 모든 엽무를 함께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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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처 내 하부조직

여성정책을 다루는 기구를 정부 부처의 한 국의 형태로 두는 나라의 특징은 소속된

부의 고유 업무에 상관없이 여성고용， 복지， 폭력 문제 등 여성문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특정이다. 다만， 각 국가별로 중점적인 업무에는 차이가 있다. 벨기에의

평등 서비스국， 독일의 평등권국， 그리스의 남녀평등사무국， 인도의 여성 아동개발국， 말

레이시아의 여성국 등이 이들의 주요 보기다.

다)위원회

덴마크， 중국， 핀란드， 일본， 미국과 같이 위원회 형태의 여성정책기구를 둔 나라는 공

통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소속 기관장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권한척

도의 순위가 높고 위원회의 경험이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이런 유형을 많이 볼 수 있다.

라) 여성담당 장관

인도네시아， 스웨덴， 영국 등에서는 정부 부처에 독립적인 여성전담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면서 장관을 중섬으로 여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므로 내부 조직형태가 단

순하고 비교적 소규모다. 다만 스웨덴에서는 남녀평등국이라는 독립 조직기구가 있으며，

옴부즈맨 제도로써 활발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여성정책이 포괄적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운동의 경험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

에，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여성운동 단체와의 관계， 역사적， 사회적 경험에 따라 강

조하는 여성정책의 방향이 다르고 그에 따라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기구 역시 다양한 형

태로 자리잡아 발전해왔다. 이들 여성정책기구들의 공통적인 기능은 여성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자문， 모니터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정책기구가 효율적

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재원， 권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펼요한데 대부

분의 국가는 이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기능히고 있는 국가기구를 보면 고위 수준에서 재원， 권한， 인력을 갖추고 정보 동원력

과 의사 결정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여성정책기구들을 살펴 볼 때 여성정책기구의 변화과정이 하나의 흐름을 가

지고 있다기보다는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변화되어 정착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남녀평등을 설현하기 위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참여확대， 복지 증진이라는

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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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의 페모크라트

외국의 여성정책기구의 활동가운에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전담기구의 기능강화와 여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시사점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호주의 여성 정

책기구와 여성정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페모크라트의 활동을 좀더 자세히 살펴봄으로

써 우리 나라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

는 페모크라트는 관료(bureaucrat)와 페미니스트 (feminist)의 합성어로 호주에서 여성관

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공직에 진출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적인

목적을 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이 관료로 진입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황정미， 2001).

호주의 여성운동은 여성단체에서 훈련된 페미니스트들이 정부의 관료로 진출하는 전

략을 선택하였다. 페모크라트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평등주의 사상과 국가가 사회정

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급진적 자유

주의자와 노동당 지지자들이 친국가적 지향을 지니게 되자 여성운동가들이 여성 이슈를

가지고 노동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여성운동가

들이 정부 관료로 진출하게 된 데에 기인하였다.

노동당은 집권 후에 차별금지법안， 고용평등프로그램， 육아정책등을 통과시켜서 전반

적인 사회복지를 확충하였고 여성문제에 대한 자문기관인 여성담당관을 임명하고 여성

담당부서를 설치하였다. 이 부서는 1983년에 여성지위실보 명칭이 바뀌어 행정부 내에

서 정책감독 책임이 있는 각 부처의 여성국과 관련을 맺는 정부의 중앙정책조정기구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또한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적극적 정책이

실시되자 연방정부의 고위급 행정관료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엽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이다.

여성정책 관련기구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페모크라트와 여성운동단체들간에는 여성운

동의 반위계적인 집합성의 원칙과 정부 관료제의 위계구조 간의 모순， 여성정책 국가기

구가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집행권을 확보해야 하는 점， 그리고 독립된 기구가 주변

화 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Watson， 1990).

이 과정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중앙 주변모델 (center-periphery model)을 채택하여 모든

입안 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내각과 총리실에 여성담당기구를 설치하고 연방과 주정부

의 부처별 단위는 초기부터 양성평등의 정책의 이행과 점검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여성담당기구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로 하였다. 그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여성자문위원을 두고 페모크라트틀 간에는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페모크라트들은 시작부터 자신들의 위치가 조직적인 여성운동의 요구와 압력을 수용

해야 하며 여성지위 선장을 위한 정책 수행을 주요한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Grie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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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s, 1986: 김경희， 2002 재인용). 그러므로 페모크라트들은 재야 여성운동가들과 활

발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상당히 급진적인 여성의 요구들을 입법화하고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관료이면서 페미니스트라는 두 가지 역할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 또한 겪어야 했다.

관료제 내에서 지위를 유지하고 정부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페미니스트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외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페미니스트 원

칙을 강조하다보면 관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지를 상실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또한 여성정책 부서에 있는 페모크

라트는 자신의 부서가 주변화 된다는 압박을 느끼고 다른 부서에 있는 페모크라트는 자

신이 여성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여성운동의 정치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적극적인 활동

이 적어지게 되고， 정부내에서는 페미니스트적 실천경험이 없는 신세대 여성들이 관료

로 충원됨으로써 여성의제가 정부에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경희， 2002).
특히， 이처럼 페모크라트들에게 있어서 양면성이 존재하는 문제는 여성정책전담기구

의 성격과 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직접 관련이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취급하였거니와， 앞으로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기구와 정책수행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서 중요한 시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3.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생성에 영향을 마친 요인들

남녀간 평등을 설현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생성해 오는 과정에는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세계 여성정책의 흐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적인 여성관련 운동과 국제기구의 동향 두 번째는 국내의 여성운동이 국가 정책과 접

목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정부의 정치적 배

경이다.

1) 국제적 동향

여성정책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의 주요 정책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국제적인 발전과

변동의 흐름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특히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워낙 개방적인 대외관계를 견지해오기도 했지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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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제를 비롯하여 문화적으로도 구미선진국 및 각종 주요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특히 세계적인 흐름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성정

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제적 영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중 중요한 보기

는 다음과 같다.

가) 유엔 여성차별철폐 조약

먼저，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선포 이후 남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운동이 세계적

인 차원에서 별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1984년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이 협약은 1985년 1월 26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4)

그러나 협약 비준 당시 한국사회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와 관행과 관습

등이 지배적이어서， 가정파 사회에서 여성차별은 여전히 당연시하고 있을 때였다. 이러

한 여성차별 현실은 이 국제협약 비준 시 국내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유보해야했던 가

족과 국적에 관련된 조항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때에 유보된 제9조는 부계혈통주

의에 입각한 국적법에， 제 16조 c, d, f, g 조항은 유교적이고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에 기

초한 가족법에 각각 저촉되었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이중 가족법은 유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개정을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제12대국회의 여성의원들이 법사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보수적인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되고 딸았다. 그 후， 마침내

1990년에 가족법 개정으로 유보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부는 1983년 협약 비준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여

성문제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담당할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하였고， 국무총리를 위원장

으로 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여성백서.JI， u"여성발전기본계

획」 , 『남녀차별개선지침』 과 갇은 정책 관련 문서가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이 된 후 협약 이행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에

관련한 법제도와 가족볍 개정에 대한 시정 권고가 있었으며， 이에 협약 가입국의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한 조처로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 입법예고도 없이 갑작스렵게 법제정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졸속제정이 되고 말았던 것인데， 그 배정에는 여성운동의

성장과 여성노동자의 증가에 대응해야 하는 객관적인 조건도 있었지만， 실은 대통령 선

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법의

제정으로 여성정책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여성 근로자 ‘보호’ 중심에서 남녀 고용 ‘평

4) UN여성차별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약어이다. 영어

표기는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으로
흔히 CEDAW 라는 약칭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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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고， 여성발전의 전략으로 본다면 비로

소 WID 단계， 즉 여성의 노동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는 제도

적 틀을 만드는 단계로 이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여성정책전담기구인 정무(제2)장관실을 신설하여 여성관련 과업을 국가 정책

에 포함시킴으로써 단순 보호중섬의 여성정책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평등지향의

여성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0년대부터는 사회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여성정책의 변화를 이루어 내는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시기 정

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중심에 둔 정책이라기보다는 전시 효과를 노리는 정치적 성격

을 강하게 드러내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냐) 북경 세계 여성 대회

다음으로 1995년 제 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들 수 있다. 이 모임의 행동강령에서

“정부와 다른 모든 기관들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젠더관점을 주류화해야 한다”라

고 명사했는데 이후 각 국에서는 이 주류화정책이 주요 정책담론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로써 여성 빛 성 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합의볼 도출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성주류화는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확증되었다.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 도입해야 하고 아울

러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완전한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

였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실질적인 정책수행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많

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성분석을 실시하여 성평등적 정책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요구가 따른 것이다. 개발에 성이라는 요소를 고려하는

접큰으로서，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과거에는 개발정책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소극적인

WID접근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관계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

하는 GAD접근으로 발전하면서 개발정책의 성적 함의를 규명하는 분석 즉 성분석의 중

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이다(김재인 외 3명 ， 2001).

북경 여성대회 이후 여성의 세력화와 성주류화 개념이 확산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성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각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정책 차원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

하기에는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 수행자의 인식이 미흡하였고， 여성정책전담기구

가 정책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하였으며， 이런 활동을 뒷받

침해 줄 예산의 부족과 같은 환경적 제약들로 인하여 정책 수행의 어려움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호주를 비롯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영연방 국가 등

이 젠더 예산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 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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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단적인 보기이다.

2) 국내 여성운동의 영향

물론 그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국내의 여성관련 운동이 활성화하면서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여성운동의 전반을 언급할 수는 없고， 특히 정책과

정책기구 생성에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에 국한시키기로 한다.

가) 시민사화의 성장과 여성운동

해방 후 1970년대까지 우리 나라의 여성운동은 대체로 침체한 상태로 이어져 왔다.

여성단체가 있었지만 이들의 활동은 주로 구호사업에 머물거나 단편적인 여성지위개선

을 위한 프로그램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들 대다수 여성단체는 일종의 어용기구의 성격

마저 띠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았다. 그 중에 일부는 전문성을 띤 활동을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예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시민사회 자체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정치적

여건 아래서 시민운동이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띠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 당

시의 환경적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특히 1970년대에 활발해지기 시작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소위

재야 지식인 여성들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삼았던 여성노동자，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1983년부터 진보적 여성조직의 형성이 활발해졌고 마침내 여성단체의 연대

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각 계층의 여성을 조직화하는 노력과 함께 민주화 단체 내에

도 여성부가 설치되면서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연대가 이루어져서 사회의 민주화와

여성문제에 대한 제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진보성향이 아닌 기

존의 여성단체들은 각 부문에서 각기 나름대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마침내， 1987년 2월에는 21개 여성단체가 연합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발족시켜 시민

시-회의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보다는 지나치게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성운동이 연합전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언론이 실제보다 과장 보도해

서 의도적으로 키워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일종의 세력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평

을 받고 있다. 여하튼， 이 새로운 연합체는 기존의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여성운동의

양대 연합체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어， 같은 해 6월 시민운동에 의한 정치민주화와 사

회적 자율화가 이루어점으로써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물꼬가 터지게 된 셈이다 이 때부

터는 놀라운 속도로 각종 시민운동 단체가 형성되고 여성부문을 위시하여 소비자， 환경，

자원봉사， 주민생활 등 여러 분야의 전문화된 시민운동도 급속도로 확산되기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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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라한 정치적 기회의 확대 속에서 서울과 지방에 여성운동단체들이 앞 다투어 창

립되어 여성운동의 지역화 • 대중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강남식외 2명 ， 1999).

나) 여성운동의 확대와 다원화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진보연합전선운동이 급격히 축소되고 변혁운동 이론에 대한 비

판이 일어났다. 여성운동은 변화된 사회적 상황 속에서 1990년대라는 시대적 환경에 걸

맞는 이념을 정립하고 실천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야 하는 처지에

직변하였다. 새로운 여성운동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여성운동은 변혁적， 총체적 전망

을 어느 정도는 견지하되 전문성과 독자성을 강화하여 운통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운동의 주체도 기층 여성중심주의가 갖는 국지

성을 극복하고 사무직， 주부 등 중간 제 계층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운동

영역도 생산 현장에서 가족， 그리고 재생산자인 여성의 역할과 직결된 교육， 환경， 성，

문화， 이데올로기의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운동 방식도 직접적인 정치투쟁보다 정치적

영향력 확보나 정책 대안 모색 등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 모색의 결과 여성운동의 지역화， 대중조직화， 다원화가 이루어지

게 된다.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성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여 지역 중섬의 일반

여성들을 여성운동에 끌어들임으로서 여성의 세력화와 생활의 정치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여성 운동에 대한 일반 여성의 인식이 높아지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의 연대가능성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여성단

체 활동의 확산으로 대중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고 여성 할당제를 통한 여성

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일환으로 여성중섬의 NGO 활동이

적극성을 띠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압력단체의 가능도 강화되어 오고 있다 할 것이다.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생성에도 그러한 여성운동의 영향이 미친 것은 물론이다.

3) 정치적 환경의 변화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국제적 흐름과 여성 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는 여성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남녀 평등지수(GDI)와 여성권한 척

도(GEM)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여성권한 척도는 남녀평등지수보다 훨씬 낮게 나타

난다. 이것은 정치적 지위 혹은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여성의 참여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뒤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UNDP 인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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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속의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인간개발지수 CHDI)는

1627R 국 중 27위 ， 여성개발지수 CCDI)는 146개국 중 29위 ， 여성권한척도 CCEM)는 64개국

중 61위로 다른 부문에 비해 여성권한척도가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여성백서， 2001).
요컨대， 이런 자료는 여성이 고위직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

내는 것으로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남녀평등을 위한 UN여성차별철폐

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흐름 속에서 행동해야 하는 여건과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민

주화와 시민사회의 활성화 과정에서 여성의 세력화가 이루어진 판국에 여성 문제 해결

의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여성의 세력화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유권자로서 여성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였다.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은 여성유권자들을 동원하고 민주화를 둘러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

성정책에 관한 공약들을 내어놓았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여성단체를 중심으

로 여성관련 공약의 실천 여부에 대한 감시를 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제도화를 앞당기도

록 자극하기도 하였다.

제6공화국 정부는 여성정책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허여 무임소 정무

장관실 하나를 추가하여 정무 제2장관설로 하여금 여성정책을 천담하도록 조처하였다.

이로써 제도권 내에서 여성정책을 포괄하는 기본적 틀이 마련된 셈이다. 그 후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형식적이나마 의회민주주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이전의 군부정권 시대와는 다른 정치적， 제도적 공간을 여성에게 부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으로써 여성운동의 지역화와 맞물려 여성세력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접근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

방의회를 중섬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하게 되었다. 아울러 1980년대 이후 여성

교육의 기회 뿐 아니라 의식교육의 확대와 여성운동 등의 발전으로 여성의 투표권 행사

도 독자적인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므로， 정부는 점차 여성유권자에 대한 자세를 바

꿀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입법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선거국면마다 여성에 대한 공약이나 여성계의 정책적 요구

가 부분적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아지

는 것과 정책결정과청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과는 반드시 정비례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현실 때문에 여성정책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직에의 여성의 참여도에

는 큰 진전이 없었다. 이외에도 저임금 기흔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경제적 여건은

여성노동정책을 변화시키는데 한몫을 하였다(강남식 외 2명 ， 1999). 탈권위주의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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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민주화 과정에 여성은 아직도 남성 주도의 의사결정체계에서 하나의 허수아비나

도구적 기능밖에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

4.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변천과 여성정책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담당기구는 1946년 보건 후생부의 부녀국에서 출발하였음을 이

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대체로 1980년대 이전에 존재하던 여성정책기구는 실질적

의미에서 여성정책을 요보호 여성에 대한 잔여적 복지 정책에 치중하였으므로 여성은

여전히 주변화， 수단화 형편에 머물렀고， 본격적으로 여성 관련 정책을 다루는 기구는

1980년대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심의회와 한국여성개발원의 발족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정무(제2) 장관실의 설치， 다시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 이후， 여성부

의 발족까지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확장과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한 눈

에 보여 주기 위하여 다음 <표 1>을 제시한다.

<표 1>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변천

연도

1948

1963

1981
1983

1988

1996

1998
1998

정책 기구

보건사회부 부녀국

부녀국을 부녀아동국으로 개칭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으로 개편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여성개발원 설립

정무제2장관설 신설

대구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바 고

서울시 내무국 부녀과，

각 시도 부녀계

가정복지과 선섣

부녀에서 여성으로， 적극적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지위향상 등 정책 목표 확대변경

시도 가정복지국， 시군 가정복지계

(1991 과로 승격)， 지방

여성국장 임명 실현

지방자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시도 단위 유사기구 신설

지방은 지방자치 이후 가정복지국을

사회보건 업무에 통합， 광역시 구의

가정복지과 폐지， 계로 격하

2001 여성부 출범

출처 : 김복규(2000)， p. 11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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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전담기구가 여성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인지적 관점

에서 국가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여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다. 이러한 총괄， 조정의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정부처들에 대한 개입과

시정권고가 가능한 조직적 위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뿐 아니라， 어떤 정책이든

실천하는 데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북경 세계 여성대회이후 성주류화 전략

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인지적 예산분석이 떠오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여성

백서， 2001). 실지로， 1980년대 중반부터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영연방국가 등

에서는 젠더 예산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성분석

을 실시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형성，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러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전담기구가 고위수준의 국가기구로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전담기구는 일단 외형상으로 볼 때 정무제2장관실의 설치에서

여성부의 출범에 이르는 과정이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의 방향으로 변화되

기를 바라는 여성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변화되어 온 것은 틀립없다. 하지만 여성정책기구의 개편과정에서 여성계의 요구와 정

치지도자의 의식，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남성중심주의적 시각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세력균형의 역학으로 말미암아 여성정책전담기구가 형성되고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성주류화 정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로 변화했는지에 대해

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가 신설된 지금도 남녀평등을 위한 성인지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조

직상 위치나 기능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나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볍과 제

도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변천 과정을 개관하면서 실제 이런 국가기구에

참여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의 경험에 입각하여 여성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의 변화를 일단 점검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바탕하여 앞으로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사회적 성격과 이를 운영하는 리더십

의 특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1)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여성정책기구의 효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는 1983년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위위회로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여성분야 시책의 종합， 조정，

여성의 취업증대 및 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사향을 심의 조정

하는 기능을 가졌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이 위원회는 여성정책에 관한 국가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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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형성을 하는 자문기관으로 행정에 대한 기속력은 없다. 하지만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행정부 내에서는 행정규칙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적고 업무 협조가 복

잡하지 않은 안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각 부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상호 인지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기초자료의 수집과 인력이 요구되는 안건의 제출은 주로 정무제2

장관실이나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지시사항도 노력사

항이었으므로 심의 결과가 일관성있게 정책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 정무저 12장관실: 여성정책의 기본틀 마련

정무제2장관실의 설치는 노태우 정부 당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와 문화 예술분야에 중점”을 두는 기구를 둔다는 국무

총리 훈령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노인 및 문화 예술분야는 체육부， 문

화부， 및 보건사회부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과 함께 정무장관실이 여성문제를 총괄

해서 추진해주기를 바라는 여성계의 희망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하여 전반적인 여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한국 여성개발원， 1993).
정무제2장관실 설립의 배경은 올림픽과 연관이 있다. 노태우 당시 체육부 장관이 올

림픽이 끝난 뒤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 준비를 하는 기간 중에 제12대 여성국회의원들

이 당선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세계여성 대회도 3번이나 개최하였고 직접선거에 의한 민

주정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니 여성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한 데서 비롯하였

다고 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 여성에 관한 발언권을 가진 여성특보를 청와대에 두

어야 하며，(2) 경제 부총리와 대등한 여성부총리(사회 문화)를 두어야 하고，® 올림픽

이 끝났으니 정무제2장관을 여성담당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세 가지였다. 결국 이 중에

서 세번째 방안을 받아들여 체육부를 없애는 대신 정무2장관실을 새로 설치한 것이다

(조경희， 김영정 전 정무제2장관 인터뷰·자료).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대로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의 여성운동에 따른 변화，

그리고 정치적 선택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여성정책전담기구가 구체화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외적 요인만으로 새로운 기구의 탄생은 성

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전반의 다양한 변수들과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변화를 확

보하지 않고서는 새로이 태어난 정책기구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다.

가) 정무제2장관질의 가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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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제2장관실은 설치 당초부터 인력과 자원이 정부 안에서도 가장 작은 미니 부서로

서， 정부조직법 상으로도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업무도 한시적인 특명 사항을 수행하

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정무장관의 업무 수행이 구체적인 사업집행이 아니

라 대화와 여론수집에 의한 대책 건의와 조정에 한정되었다. 결국， 법적 강제력을 가지

지 않은 정무장관은 종합적인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업무 내용이 포괄

적이었으므로 관계된 해당부처의 정책수행자가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노력이 없을

때에는 여성관련 문제를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 이 점은 직접 여

성정책전담기구에서 활동했던 여성관료 대부분이 입법권이나 준사법권， 법집행권이 없

는 기구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이 매우 어려웠다고 회고하고 있다.

다만 정무제2장관도 국무위원이므로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거기서 상정되는 사안에 대

하여 여성계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때에는 정책에 반영할 여지는

있었다‘

정무2장관은 여성으로 임명했는데 이 때만 해도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던 시기였으므로 여성운동에 관계하던 페미니스트 중에서 제도권내로 진입하여 각 부처

의 장관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생겼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남

성중심주의적 태도로 인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가장 작고 여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

제2장관 자리에만 주로 여성을 임명하였다. 소규모의 인원과 예산， 포괄적인 업무에 비

해 작은 권한으로 인해 업무처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성인

지적 시각이 부족한 정책결정권자들과 공무원들로 인해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

을 겪었다고 토로한 전직 장관들은 그런 여건에서라도 관련 공무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

해 여성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관련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점을 자랑으

로 여긴다고 하였다(조경희， 김영정， 이연숙 전 정무제2장관 인터뷰 내용 중에서).

그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여성학적

시각을 가진 여성장관을 정무제2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요는， 정무제2장관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볍집행권이나 입법권， 시정 · 권고를

혈 수 있는 준 사볍권 등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효과적인 정책 조정이나 수행에 어

려움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자， 여성계의 요구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대

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하게 되었다.

냐) 가본적인 볍제도의 마련

정무제2장관은 입법권이나 집행권이 없으므로 여성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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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으나 그 실행과 정책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보장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라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여

성정책추진의 기틀이 되는 기본적인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정무

제2장관실이 주축이 되어 제정한 기본적언 법과 제도로는 가족법의 개정， 남녀 고용평

등볍의 제정， 여성발전 기본법의 제정과 여성발전기본법안 5개년 계획의 실시 등을 포

함한다.

가족볍 개정의 요구는 1985년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나 초기에 국회에서 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며 여성의원들 조차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김영정 전 정무제2장관 인터뷰 내

용 중에서)‘ 남녀 고용평등법은 1987년에 통과되어 1989년부터 실시되었다. 이 법안은

노동부의 협조 아래 의원입법으로 입안하였으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조항에서 동

일 노동을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처읍 입안 당시에는 빠져 있었다가 제1차개정에

서 포함시키게 되었다(김영정 전 정무제2장관 인터뷰 중에서).

한 편， 여성발전기본볍은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므로 정무제2장관으로 염명

될 때부터 장관은 이 법안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더구나， 이 법안은 정

권 말기에 제정된 탓에 다음 정권이 집행할 것이므로 보다 개혁적인 내용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만들다 보니 선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

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아쉽다(이연숙 전 정무제2장관 변담 내용 중에서).

본래 법적인 집행권이나 입법권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정무제2장관의 개인적인 역량

에 따라 그 업무추진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맥락에서 개별 장

관들은 각자 나름의 새로운 기틀 마련에 힘썼던 것으로 회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

하면 음과 같다(황인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국장 인터뷰 중에서 ) .5)

@ 초대 장관인 조경희 장관은 사회전반의 사각지대인 여성문제에 대한 보완에 힘썼

다.

@ 김영정 장관은 정무장관의 업무를 페미니스트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

고 남북여성교류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시작하는 데 기여하였다.

@ 이계순 장관은 통일문제와 여성계 통합의 과제 그리고 여성분야의 국제교류 활동

등에 초점을 두었다.

@ 검갑현 장관은 여성단체 통합， NCO틀과 협력， 성폭력 법안 실현에 집중하였다.

@ 권영자 장관은 여성 발전 기본볍의 토대를 만들어 여성정책의 기반을 닦으려 하였다.

5) 대체로 인터뷰 결과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이나 의전상의 순위가 낮은 여성 관

련 부처는 특히 여성 관련 부처에 발령이 난 남성 공무원들에게는 좌천당한 것

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사기에 문제가 있었으나， 장관의 경우 타 부처 장관

에 비해 연령이 높은 관계로 그 사람의 지명도에 따라 비교적 융숭한 대접을 받

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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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숙 장관은 북경 여성대회 참가， 언론과 세계에 대한 홍보에 경주하였다.

@ 김윤덕 장관은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을， 이연숙 장관은 여성정책기본법안 5개년 계

획의 실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2)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추진 체계 확립

여성정책전담기구로서 정무장관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1998년 정부조직 개편 시에는 이를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

별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위원장， 상임위원1인， 비상임위원 13

인(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차관 6인과 민간위원7인)

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특위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처가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으로 임기가 2년이 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개편한 것이었으나 기존의

정무제2장관실보다도 엽무처리 변에서 더 후퇴한 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이연숙 전

정무제2장관 면담 내용). 그러면 그 기능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개로 한다.

가) 가능 및 한계

여성특별위원회는 정무제2장관실과는 달리 법률상 최초의 여성전담기구였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무제2장관설은 법률이 아니라 국무총리훈령으로 여성정책을 수

행한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였던 반면

에， 여성특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였기 때문에 정책수행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기구라는

이점이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여성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정부 6개 부서에 여성담당관실

을 두고 각 부서의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여성특위와 조정을 하도록 한 것이

한 가지 주요 변화였다.

하지만 여성특별위원장이 장관급이기는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국무회의에 참석

하여 발언은 하되 의결권과 입볍제안권이 없었고， 위원회의 운영이 합의제였기 때문에

독임제로서 행정관청 다운 기능수행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 자체는 비상임기구로

서 정부의 차관이 반을 차지하는 기구이므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기획 조정하

는 것이 주요 직능인데도 불구하고 차관들의 업무가 바쁘고 남성이므로 여성문제에 대

한 시각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정책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여성단체연합 대표들로 구성된 민간단체 위원들 종심으로 정책

안을 논의하여 성안을 한 후 본위원회에서 차관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예를 들어， 입법권과 준사법권이 없어 정책을 결정해서 실시하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복지 문제 등에 대해 법률을 성안하고 문제제기를 해도 특위 이



한국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변천과 여성정책 121

름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복지관련 기구를 통해서 나가므로 여성 정책 홍보 차원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윤후정 초대 여성특별위원

회 위원장 인터뷰 중에서).

다만， 여성특별위원회는 타 기관과의 업무관계에서 중요 정책의 사전 협의 및 여성발

전기본계획의 이행과 점검， 자료제출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여성 특위는 소관업무가

정부 조직법에 근거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과거의 정무장관

보다는 일보 진전된 면이 없지 않으며， 중앙행정기관파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망이 여

성발전 기본법에 의하여 제도화됨으로써 여성정책의 추진체계가 확립되었다는 데 의의

가있다.

하지만 여성특별윈원회로 개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정책기구의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여성정책추진상의 개선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만 기구와 인력을 줄이고 정부의 역할을 바꿔보려는 의도에서 국무위원을 줄이는 대

상으로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장이 장관급으로 격하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특별

위원회는 정무제2장관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개편되었으나 그 배경에

새로운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는 평가가 있다.

여성특위는 한계가 많고 여성계의 불만이 여전하자 여성부， 여성처 등 볍률안 제안권，

준사법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요구가 지속하였으므

로， 행정관청의 성격을 띤 기구의 설치를 준비하는 산파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 여성정책담당관질과 볍제도의 확충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집행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주요 6개 여성정책 집행부서에 여성

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167B 시도의 여성정책전담부서와 6개부처 이외의 중

앙부처는 여성정책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여성특별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

로 인해 주요 집행부서에서 여성정책들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이끌

어 내는 데에는 일단 기여한 면이 있었다. 아울러， 각종 여성관련 법률의 제정 등 제도

적 확충에도 공헌한 바 있다.

한 주요 보기로， 여성특위는 ‘남녀 차별 금지 빛 구제에 관한 법안’을 입법하였다. 착

안과 초안은 여성특위에서 맡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안은 남녀차별은 가정과 사회의 양 축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가정내의 문제는

가족법 개정으로， 가정 외의 모든 공공생활에서 사회적 차별은 사회의 차원에서 제거하

기 위한 법률로서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법안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이 법안에 의하

여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 조정， 시정 권고， 고발을 할 수 있어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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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재결을 할 수 있는 볍적 권한은 있었으나， 위원회의 결정을 강제할 수단

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준사볍적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

었다. 사실， 이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을 때 국회의 여성의원들

조차 여성특위가 자문기관의 성격이 있는 데 입법 권한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의의제기

가 있었다. 마침 법을 전공한 위원장이 예상편성권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민

간 기구에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순수한 자문기관은 아니라는 대응을

하여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행정기관의 성격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윤후정

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내용).

차별 피해 구제 기구에 대한 문제는 세계 여성회의나 유엔에서 강조하는 사항이다.

우리 나라도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이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재결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문성을 가진 위원의 부재와 고용평등위원회와 업무 중복의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이 밖에도， 어성특별위원회 시절에 남녀 고용평등법에 성희롱 조항을

삽입했으며，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3) 여성부 : 여성정책 집행기능의 보완

여성계의 요구와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여성정책추진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법률의 발의

권과 준사법권을 갖춘 여성부가 2001년에 마침내 출범하였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

획， 종합 기구로 규정되었다. 여성부가 소관하는 5개의 법률을 근거로 세 부분으로 나뉘

어진다. 업무의 성격상 여성정책실과 대외 협력국은 과거 정무제2장관실 부터 여성정책

의 기획，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두 국은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여성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책형성과 집행엽무 외에 타부서 영역의 업무까지 조정하는 기능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이전의 여성특위와는 달리 국가의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국가의 모든 주요 정책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

되도록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성부가 여성관련 국가정책의 엽무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소관업무와 집행기능을 갖

게 된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과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국가정책

의 업무로서， 이전에 여성특별위원회가 담당하였던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

의 조정업무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볍률에 근거한 남녀 차별 개선업무가 주종

을 이룬다. 이에 더하여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예방과 보

호업무，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예방 및 선도 업무 등 여성관련 피해 금

지와 보호를 주로 하는 엽무가 았다. 그리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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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 지원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노동부 소관의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을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이

나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여성관련 법안으로서 현재 타부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을 여성부로 이관시키면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부처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뿐더러， 예산과 인원 증가 및 집행 능력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

도 있다(황인자 남녀차별개선국장 인터뷰 자료).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성부의 정부조직내의 위치가 다른 부서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당정간 협의는 가능하지만 타 부처의 정책추진에 강력하게 개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

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은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지난 1995년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이 힘의 증진과 사회 참여 및 남녀 평등 실

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각 국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12개 중점분야의 하나로 ‘여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설립과 강화를 설정하였다. 이 강령은 여성정책기구를 정부

내 정책조정의 중심기구로 규정하고 그 주요 기능을 성평등의 주류화 Cmainstreaming

of gender Equality) 내지 여성정책의 주류화에 두고 이 러한 국가 기구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CD정부의 최상위 조직에 설치하고

장관급 이상의 각료가 책임을 맡을 것이며，(2) 정부 기구 및 지역사회， 시민단체를 포함

시키기 위해 분권화된 기획과 이행， 모니터링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모색하

고，® 예산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력이 충분하여야 하며，@ 모든 정부 정책의 발전

에 영향을 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김엘렴， 2ω0) .

이어， 1999년 북경 행동강령 이행 상황을 검토 평가하기 위해서 개최된 유엔 여성지

위위원회는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의 설치와 강화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CD 여성정책담당기구가 해야 할 성주류화와 여성을 대상으

로 하는 평등정책은 상호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책이며，(2)

국가기구가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임무와， 가능한한 최고의 지위와 권한， 시민

단체와의 협력， 투명한 정치적 과정， 충분한 재정적， 인적 자원，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치

적 후원，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며 국가는 재정적 제도적 조처를 통해 여

성정책 담당기구가 이를 갖추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남녀 펑등법의 준수를 촉

진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하는 남녀 평등기구를 설치하거나 강화하며，@ 여성정책

기구는 여성의 발전과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을 고안하고 그 이행을 촉진，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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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와 평가， 지원을 해야 한다(김엘림， 2000).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전담기구도 북경행동강령의 영향을 받아 외형상으로나 제도적으

로는 성주류화를 위해 기능을 강화하고 확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평가는

일단 가능하다. 국제적인 동향의 영향과 함께 국내적인 요인으로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과정과 맞물리면서 세력화한 여성운동의 영향과，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민주화하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치면서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능 강화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책수행담당자와 남성주류의 정책결정과정，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인 행

위자들간의 전략적 선택에 의하여 여성정책전담기구는 처음부터 성주류화를 이끌어내는

완벽한 제도로 자리잡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국제적 압력과 여성운동을 통한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일단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설치되자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권내의 구심점이 생

겨나면서 외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들을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점차적으로 여성정책

의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다. 그 과정에서 초기의 정무제

2장관실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한시적인 엽무와 권한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나 정무장

관으로 임명된 여성장관들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성의 지위향

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데에는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정무제2장관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

나 여성특위는 법적인 권한의 명시 외에는 정무제2장관실과 다름없는 축소된 권한만이

주어진 기구였다. 다만 정부 주요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되고 지방정부의

여성정책담당관제의 실시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가 형성

되었다는 점에서 일보 진전된 것이었다‘

그 후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한 부담과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여성부

를 설치하여 기존의 여성정책전담기구가 갖지 못했던 집행권， 법률의 발의권， 준사법권

을 갖춘 중앙행정조직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아직 성인지적 국가정책의 추진을 위

한 총괄， 조정업무를 하기에는 조직의 위상이나 권한이 부족한 면이 았지만 요즈음 강

조되고 있는 젠더 예산 분석과 같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보다 강력한 여

성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형식상， 제도상의 변천이 어느 정도 발전적인 과정을 함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실현하자면 그러한 기구를 운영하는 사람

들의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중심

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인적 요소를 범주별로 검토하여 각 범주의 언적 요소들의 변화를



한국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변천과 여성정책 125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인적자원 구성의 특정

을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바탕 위에 새로운 방향제시를 요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첫째로，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책임자， 즉 장관의 요건에 관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현재

까지 이 부문의 장관 내지 장관급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정치적‘

배려다. 물론 그 정치적 배려의 제일 요소는 정치적 연고나 선거과정의 논공행상이라는

점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내각 참여를 과시하기 위한 조저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과정에 발탁

된 인사 중에는 여성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례가 드불지만 가끔 포함되기도

하였지만， 여성관련 전문가로서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책임자가 된 예는 오히려 아이러니

칼하게도 보기가 드물었다. 따라서， 여성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비전이나 철학의 부재는

간과한 채 여성계의 참여욕구에 대한 미봉책으로 구색 맞추기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 왔

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둘째，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실무진 구성에도 문제가 았다. 규모와 권한이 극히 제한적

이던 초기의 정무장관실 시절에는 졸속으로 구성된 여성전담기구여서 전문성이 있는 관

료 자체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첫 변째 문제점이었다. 실지로 여성정책 관련 전문성

을 갖춘 관료가 부족하다 보니 국가부문이 아년 민간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불

색， 등용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관료적 훈련이 결핍하다는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가 있

었다. 결국，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인물난이， 외부 인적 자원에게는 경험 부족이 처음부

터 여성정책 수행에 차질을 가져 올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기에 덧붙여 아무리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가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행정

을 주관한다 해도 국가행정의 속성 상， 그리고 여성문제의 성격 상， 여성정책은 여성정

책전담기구 하나만으로 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각 부

처 내의 여성관련 업무에 대한 개엽과 조정의 기능을 아우르는 위상이 필수적이다. 이

때， 타 부처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의 자질과 성향도 크게 작용한다는 점

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이 성인지적인 지향과 여성관련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반여성적이

거나 남성중섬적이라면 우선 업무 수행에서 당장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협조가 어려

워질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이들에게 여성지향적 협력을 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면

일은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 수행 과정에서 바로 이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정책은 언제나 시민사회 부문의 여성운동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

수행의 성공여부는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책임자나 관료 뿐 아니라 기타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 담당 관료가 시민사회의 여성운동 단체 및 그 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정립， 유지

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좌우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나라의 여성문제 자체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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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고 여성정책이 어느 수준에서 실행되고 있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 나라 여성문제는 아직도 GAD의 단계

에는 미치지 못하고 WαD의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나라 국

민 일반의 의식이나 여성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정치인과 국가부문의 관료집단의 인식

에서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국가발전의 전 과정에 동참하는 GAD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지금도 여성을 개발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소극적 태도

가 우세한 WID의 상태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사회문화직 환경을 개선하는 일

이 시급한 상태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개관한 ‘제더 설계의 제도화’ 이론과 ‘전략적 선택’ 이론을 다시 참고할

때， 우리는 우선 여성정책에 관계하게 되는 여러 사회세력들의 권력관계의 불균형에 주

목해야 하고 이라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처로서 한 편으로는 제도권 내부의 여성정

책 관련자들에 대한 성인지적 훈련의 펼요성과 아울러 시민사회 부문의 NGO 와 연계

하는 과제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생긴다. 사실， 전략적 선택 이론은 우리로 하여급 현존

하는 세력관계를 분석하는 데에서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지만 그 분석 위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때는 일종의 갈등론적 시각밖에 얻을 것이 없다.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는 갈등론적 접근이 분석에 도움을 주는 수준 이상으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권력구조 상 여성이 불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세력틀이 어떤 구도로 형성되어 작용하는가를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라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갈등에 의존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면 여성문제 해결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역시 해걸 방법의 접근은 1) 여성정책에 관여

하는 사람들의 구성과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훈련과 교육， 2) 국가부문이 아닌 시

민사회에서 활동하는 NGO의 힘을 이용한 실천력 보강， 그리고 3) 정책비전의 빈곤과

철학부재를 보안하기 위해 학계 관계→NCO를 연결하는 협동 및 연계방안의 연구가 필

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앞으로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발전 방안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책임자인 장판의 자질과 관련해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여

성전문가를 적극 기용하는 정치적 안목과 공정성이 긴요하다. 과거처럼 정치적 배려의

차원을 초월하고 진실로 여성정책과 관련한 장기적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서

특히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인사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전

문가는 정치적으로 중립할 수 있어야 하고 관료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할 것

이다. 그래야만， 성인지도가 아직도 상당히 저조하고 반여성적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사

회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면서도 관료집단의 필요한 협조를 얻어서 정책적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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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실무 관료집단의 구성은 적정한 균형을 요하는 사안이다.

여기에서는 한 편으로 국가기구의 운영 경험과 법률적 소양을 갖춘 정통 관료도 필요하

면서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여성문제에 경험과 소양을 지난 전문가도 있어야 하는 이중

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한 쪽으로만 기울어 버리면 여성정책의 원활한 수행

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통 관료를 기용하되 이들로 하여금 성인지적 소양

을 가질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스스로 이 방면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일반

관료와 똑 같이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남성중샘주의에 집착하는 한 여성정책의 원활한 수

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호주의 소위 페모크라트와 같은 시민사회의 여성운동 유경험자 일부를 관료

로 양성하고 영입하는 방안도 곁들이는 것이 아직은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공직 경험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관료사회에 적응하면서 정통 관료와 협조하여

여성정책을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이들이 과거 여성운동 단계에서 투쟁적인 활동에 전념하던 방식으로 공직생활에 임한다

면 결코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셋째，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있다 해도 정부의 여타 부처가 관장하는 여성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운용하려면 이들과도 긴밀한 협력이 펼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에도

여성전문 판료의 배치와 훈련을 가능하도록 조처할 필요가 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부 여타 부처 관료집단의 성인지적 인식과 여성친화적

지향을 고취하는 과제가 중요한 과업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리더십의 중요성

이 부각되는 이유가 있다. 정치 지도자의 결단과 추진력에 덧붙여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책임자 자신이 역시 관료사회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의 인물이어야 할 것이고

저들의 협조를 획득할 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사회가 변화허-는 방향은 시민사회가 더욱더 활성화하고 제 몫을 제대로

수행할 태세를 갖추는 쪽이 될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여성관련 정책도 국가가- 일단

주도하되 시민사회 부문과 학계 등이 적정 수준의 협력과 분업으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페모크라트의 형성이 한 축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변천과정에서도 제도권내의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올바른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도권 밖의 여성운동단체들과 인력과 재정， 정보의 교류를 통

한 상호 연계의 과정에서 여성운동단체에서 훈련된 여성들이 여성정책 전담기구로 진입

하여 페모크라트를 형성하는 예가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운동이 지역화되고 다양

화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세력화하고 이들이 직접 정치참여률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정부에서부터 여성단체에서 훈련된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정부에서도 성인지적 훈련이 된 페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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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접근성을 높엄으로써 페모크라트를

형성하여 성인지적인 국가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여지를 넓힐 필요가 있

다.

물론 기존의 여성정책전담기구에서 활동하였던 페모크라트들의 활동을 보면 남성 중

심의 관료 조직 속에서의 부적응이나 여성단체에서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성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들의 긍정적인 역

할을 무시할 수 도 없다. 그러므로 제도권 밖의 다양한 여성운동의 흐름을 유지하는 문

제와 제도권 내로 진엽하는 페모크라트의 형성이라는 문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운동과 제도권 내의 페모크라트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여성운동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다. 젠더설계의 제도화론에서 국가와 여성운동과

의 싱-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성평등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의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과 정부사이에 인력과 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면서 페모크라트가 가지게 되는 한계와 함께 페모크라트와 여성운동과의 적절한 협동

을 통하여 보다 시급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법화의 가능성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러므로 여성단체 활동의 다양화와 확산은 여성단체 내에서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사안에 대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NGO로서 여성단

체의 독자성과 제도권 내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 사이에서 올바른 위상을 정립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페미니즘의 다양한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점담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국제적인 압력에 덧붙여 국내의 민주화

과정과 맞물려 성장한 여성운동의 세력들이 여성정책기구에 참여하는 현상은 초기의 한

현상으로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운동에 적극적이던

행위자들의 성향은 어디까지나 민주화라든가 여성권익 증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한

투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지，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적 법률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

는 행정과 경영의 전문적인 훈련을 제대로 쌓은 경험이 부족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초

기에 참여하였던 여성운동 출신자들이 정부기구 안에서 부적응의 문제에 부딪치거나 공

무원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미흡하여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적절히 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활성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화가 정착되

어 가는 과정에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역시 초기에는 국가권력과 대치적인 위치에서 투쟁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부터는 시민사회의 내실화가 더욱 절실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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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포함하는 모든 시민운동체와 그 구성원들은 기왕에 기초를 쌓아 놓은 시민사회

의 기틀을 더욱 공고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이들이 성급하게 정치권

이나 관료세계로 직접 진입하여 실제 정책수립과 집행의 행정업무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 부문과 국가부문의 경계는 일단 인정하고， 각기 부문에서 여성

정책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모으고 자원을 공유하는 일이 더

욱 절실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이런 때는 일단 균형된 접큰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말

하는 균형된 접근이란， 바로 페모크라트의 형성을 지원하되 시민사회 부문과 국가부문

의 사회적 기능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 둘 사이의 연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부문은 어차피 전문성을 갖춘 관료가 행정을 담당하고 시

민사회는 독자적으로 자율성올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부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거

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도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필

요하고 도움이 되겠지만 중앙정치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견지하는 것이 정상이라

하겠다. 다만， 여성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여성 관련 NCO와 연계한 협력

관계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특히 대학， 시민사회， 정부의 삼자 협동체계 같

은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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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 in the Form of State Apparatus Specializing in Women’s

Affa ir s and Government Policies toward Women in Korea"

Lee On-Jook* . Seo Seung Hee**

Whether or not the existence of a government office of ministerial level

specializing in women' s affairs actually ensures more effectiv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s of gender equality and social

arrangements affecting women ’s qu떠ity of life may be debatable. This study

examines this issue by looking into the historical processes of formation of separate

government apparatus to specifically deal with policy matters related to women and

gender equality in Korea, factors affected the processes, the effectiveness of such an

office, and problems related to the functioning of those government organizations.

Using available documents and data gathered from intensive personal inteπiews

with former female cabinet ministers, vice ministers, and high•ranking officials in

those various relevant offices that have existed so far, the changing form and

nature of such government apparatuses have been identified with uneven results in

terms of their relative effectiveness.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ose issues

that emerged in the interviews and analysis of documents were discussed. In Korea,

matters related to women ’s affairs used to be handled sparsely in the scattered

bureaus of various ministries up until the early 1980s. Since 1975 when the United

Nations declared the International Women ’s Year, some feminist advocacy groups

sprang up to demand a more systematic approach to women' s policies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pressure and domestic advocacy,

Korean government set up the Women's Policy Review Board under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together with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 research

* Professor of Sociology,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Doc 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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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 , in 1983. As democratization proceeded, in the late 1980s, the government

sought to establish some separate ministerial office in this field and the first such

effort was to appoint a woman as the cabinet Minister without Portfolio the Second

to de띠 specifically with matters related to women in the late 1980s. This was not

to be satisfactory to more vocal feminist activists and the Special Committee for

Women Affairs was created. In the late 1990s, to fulfill the campaign pledge made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Ministry of Women’s Affairs was separately

established. Whi le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the process , there are still

many social structural and cultural barriers to be overcome in order for the policy

making office of this kind to be genuinely effective in its func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