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여성정책의 변천얘 관한 제도주의 연구 

옆 111 염 1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BK21 국정관리 핵심인재 양성사업단 

최근 성 정치학 영역에서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주의와 관점에서 

젠더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의 최 

근 동향과 성 정치적 관점을 통합한 페미니즘 제도주의를 한국 여성정책의 

거시적 변화과정에 새롭게 적용하여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경로가 시차를 두고 형성 

되는 동태적 과정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각 경로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연 

계를 맺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지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개념과 아이디어는 비단 여성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추후 

다양한 정책영역에도 적용하여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페미니즘 제도주의(feminist institutionalism) , 경로의존， 한 

국여성정책 

L 톰제제기 

최근 신제도주의 연구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풍부해지고，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제도가 새롭게 이해되고， 이에 따라 제도변화의 특정도 새 

롭게 해석되어지고 있다(Liεbennan 2002; Orren and Skowronek 2004; The1en 2004; 하 

연섭 2006) .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제도에 초점을 맞추 

어 분석 한 연구들 (Stεtson and Mazur 1995; Gatens and Mackinnon 1999; Mazur 2002; 

Hawkesworth 2003; Mackay 2004; Goεtz 2004; Lovεnduski 2005; Way1en 2006; Chaney 

2006)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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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 튼즈 (Moira Gatens 1998) , 케 니 (Meryl Kenny 2006) , 그리 고 로벤 더 스키 (Joni 

Lovenduski 2005) 등은 최근 자선들의 연구경향을 페미니즘 제도주의로 일컴고 있 

는데， 제니는 페미니즘 제도주의를 신 제도주의와 성 정치학의 이론적 종합 

(synthesis )"으로， 로벤더스키는 “광범위한 페미니즘 관점에 의거한 정치제도 연 

구”로정의한다. 

정치제도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섬은 여성들의 성치참여와 여성관련 입법 등 국 

가의 제도적인 변화에 큰 의의를 부여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으로부터 시작되었 

지만， 국가가 추진하는 여성관련 제도와 정책이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에 초점을 맞춘 젠더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 페미니즘 (Statε Femi띠sm) 이나 페모크라트(Femocrat) 와 같은 

써로운 개념틀도 등장하였다. 국가 페미니즘이란 국가제도가 여성의 지위와 권리 

륜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정책 활동을 일걷는 것이며 (Stetson and Mazur 1995) , 

페모크라트는 페미니스트(Feminist) 와 관료 (Bureaucrat)의 합성어로써， 호주에서 유 

래한 개념이다. 처읍에는 여성학자나 여성운동가 경력을 통해 관직에 진입한 여성 

二공무원을 일컴는 용어였으나， 점차 여성을 위해 일하는 페미니스트 관료들로 그 

댁미가 확장되었다(Franzwayεt al. 1989). 이러한 개념들은 페미니즘에 기초를 둔 

채도 연구들 속에서 발견되고 았다. 

그런데 본 연구는 서구의 국가 페미니즘 연구，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인 

똥되고 있는 스테슨과 마주르 (Stetson and Mazur 1995)의 연구가 고안한 정책 영향 

력 (policy influencε)과 정책접근 (policy access) 개념은 한국 여성정책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1) 이 때 정책 영향력이란 여성정책의 형성 과정 

에 여성가구의 관료들이 참여한 정도를， 정책 접근이란 정부조직에 여성운동가들 

쓸 충원하거나 이들과 연계를 맺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한국의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와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이 갖는특성을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관료조직은 위계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며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을 구 

별하는 갱향이 강하기 때문에(조석준 2004 , 41) 외부로부터의 충원비율이 높은 조 

1) 물론 제 1세계 페마니즘이 제3세계 여성이슈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내는 데 한계를 드러 

내고 있음은 그동안 적잖게 지적받아 왔다(Waylen 1996; Rai 1996; Randall and Waylen 

1998; Craske and Molyneux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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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정부 내에서 힘을 갖기 힘든 체제라 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 -차관의 경우도 여성운동가를 장 차관에 임명한 것만을 두고 한국의 국가 페미 

니즘의 수준을 분석하는 척도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노리스와 로벤더스키 (Norris and 1ρvenduski 2001 , 3 )가 주장했듯이 한 조직내에 

여성이나 유색인 등 기존의 사회적 소수집단이 극소수인 경우는 자신이 속한 환경 

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순응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이 

르라야만 제도문화， 규법 그리고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 

한 맥락에서 여성의 실질적인 대표성은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떠한 배경을 가 

지고 충원되었는가 보다는 결정적인 다수(critical mass)가 되었는가에 달려있다는 

연구(Cowell-Meyers 2003)도 수행된 바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성 정치학적 관점에서 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틀은 대체 

로 제도 내에 존재하는 여성이 결정적인 다수라는 전제하에 이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Thomas 1994; Lovenduski and Karam 2002; Taylor-Robinson and Heath 2003; 

Phillips 2000; Mackay 2004) 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미시적 접근을 통해 

여성과 제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었다. 

예컨대， 체니 (Paul Chaney 2006) 는 의회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남녀의원들이 의 

회 토론과정에서 보이는 차이 주요 관섬사의 차이， 여성이 성 평등성을 남성보다 

더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지 여부， 페미니스트의 역할 등에 중점을 두어， 선거제도， 

정당， 행위자 및 아이디어가 여성들로 하여금 실질적 대표성을 형성하는데 끼친 

영향력을연구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2002년과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과 2006년 지방의회 선거에 

이르러서야 여성비율이 10%를 념어선 사례이기 때문에， 결정적 다수로써의 여성 

의원 연구는 이제부터 막 시작되어야 할 새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페모크라트 

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행정기구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에야 비로소 여성 

관리직급 관료의 비율이 7%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 

고， 행위자가 그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다수로 

존재해야 하고， 결정적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 볼필요가있다. 

그렇다면 한국 여성정책의 거시적 제도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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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이 적실힌가? 과연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UNDP의 2006년도 인간개 

딴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결과 남녀간 평균수명， 

낚녀간 문자해독률， 남녀간 교육수준 및 예상소득수준으로 산정되는 성별개발지 

수(Gε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순위가 177개국 중 25위인 국가이다. 이미 여 

학생의 대학 진학흉이 80.8%에 이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50%를 넘어섰 

다 2) 그떠나 여성의원 및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여성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 비 

활， 여성 전문 기술노동자 비율， 남녀간 예상소득비율로 산정되는 성별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75개국 중 53위에 불과하다. 

한국은 성별개발지수와 성별권한척도간의 차이까 28로， 일본과 몰타(이상 29) 

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이다. 그나마 2005년에는 격차가 32로 

세계 1위였으나， 2006년 지방의회 선거결과 여성익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차이를 

좁힐 수 있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성별개발지수파 성별권한척도 순위가 유사하 

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 한국은 여성들이 개발된 정도와 사회적으로 갖는 권한이 

매우 비대칭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 사례를 전제로 정치적 맥락과 같은 구조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는 션행 제도푸의 연구틀과는 다른 대안적 첩 

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범위 수준인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여성정 

책변화과정을 바라보되， 제도주의 연구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여성 이슈에 그 분석 

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 

다. 

주류 제도주의 이론에 페미니즘적 시각을 도입딴 새로운 시도는 케니 (2006)의 

연구에서 발견된다. 케니는 젠더와 제도， 그리고 선 제도주의 연구의 주요 개념중 

하나인 “권력”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제도주의와 페미니즘’ 정치학의 이 

룬적 통햄을 시도하였다. 케니는 비단 권력 개념 외에도 역사적 제도주의가 페마 

니즘 정치학에 유용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면서 경로 의존 개념과 

멜렌 (Kathleen Thεlen 2004) 이 제안한 제도의 층화 (layering) 및 제도의 변환 

2) 그러나 여성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전체의 61.8%로 남성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 

(37.7%)보다 두 배 가까이 높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35-54 

세 연령층 여성들의 75%가 비정규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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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병렬적 복합체로써의 제도변화를 가정한 

경로 의존 개념이 젠더연구의 거시적 분석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유사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제도의 경로 의존적 변화과정을 

한국 여성정책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해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을 사례로 한 제도주의 여성연구들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어 왔을 

까? 그리고 본 연구와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 한국의 정치제도 특히 여성관 

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여성정책을 분석한 

1990년대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 주었다. 첫째， 여성정 

책을 남녀평등을 촉진하려는 정책 혹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 (장필 

화 1990; 변화순 1993) 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녀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닐 경우 여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여성정책에로만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요인 

으로작용했다 

반면 본 연구는 국가가 정의한 여성정책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범위 속에서 

제도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여성정책을 어떻게 정의하 

고 있는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사회참여 확 

대뿐만 아니라 여성의 복지증진 정책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상의 

정의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는 해방직후로 확대된다 3) 

둘째， 한국 정부는 1985년 여성발전기본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정책을 시기 

별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준비기(19814)~1987) ， 통합기(1987 ~ 1991) , 정착기 

(1992 ~ 2000 )가 그것이다. 이후 연구자들은 여성정책의 발전과정을 각기의 기준에 

따라(권영자 1995; 한국여성개발원 1997a5); 김미경 2000; 이봉화 2001) 구분해 왔 

3) 여성정책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연구들도 2000년 이후 점차 등장하고 있다 황정미 
(2001) , 정현주(2004) 등 참고. 

4) 원본에는 출발시점이 언제부터인지를 뚜렷이 병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 준 

비기의 중점목표가 여성개발원 설립 및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발족， 기초 조사연구에 의 

한 기초자료 집대성， 중점 정책과제 선정， 구체적 발전방안 및 대안제시， 각종 발전방 

안 시범실시에 있다고 규정한 점으로 미루어 제5공화국을 준비기로 설정한 것으로 보 

아도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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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화국도 시기구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민주화 요인이나 UN 세계 여성 

회의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을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정 

치 제도의 경로 의존성과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구분해 

보려 한다 

셋째， 기존의 여성정책 연구들은 국가보다는 사회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 

는 경향을 보였다. 국회전자도서관 원문검색 결과에 따르면， 여성운동으로부터 여 

성정책이 형성되는- 인과관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고，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 등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는 한국 여성정책의 변천과정에 새로운 경로를 도입한 주요 행위자 

는 국가였으며， 여성운동과 언론은 국가로 하여금 여성이슈를 보다 잘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든 행위차였다는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도풀된 요구가 정 

책화되는 과정에는- 언제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한 시기에 큰 

이슈로 부각되었던 사건도 그 해결을 위한 조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기 전에 공론 

장에서 사라지기도 하며， 여성운동이 공론화시킨 여성이슈가 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건에 직변했을 때 정책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본 연구가 사 

젝 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국가기구와 정책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든 요인이 되 

었다. 

II. 병멸적 제또외 경로 의총 

본 연구가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신 제도주의의 한 분파인 

댁사적 제도주의로부터 원용한 개념은 경로 의존이다. 크래스너 (Stephen Krasner 

1988， 72) 에 의하면， 경로 의존이란 t시점에서 특정한 경로가 선택되면. t+ 1 시점에 

서 결국 다른 경로가 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이전에 

5) 변화순 · 유희정 · 장영아(한국여성개발원 1997a)는 정부의 통치시기에 따라 1975년부 

터 5꽁화국까지를 준비기， 노태우 정부를 통합기， 김영삼 정부를 정착기， 그리고 김대 

중 정부를 확산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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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경로를 따름으로써시점에서의 선택이 t+ 1 시점에서의 선택과 변화방향 

을 제약하는 현상을 일컴는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제기되는 요구에 제도가 적절히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 

고， t+ 1시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역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을 제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제도가 가장 최적의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가정한다(Hall 

and Tay10r 1996; Cammack 1992) 

물론 제도변화가 경로 의존적이라고 해서 제도 변화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던 기존 제도들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 새로운 

제도로 변경되기도 하고， 새롭게 형성된 제도는 다시 외적 충격이 도래하기 전까 

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크래스너(1984/1988)의 단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개념이 제도변화의 주요 모델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단절된 균형 개념은 제도의 경로 왜존성과 함께 논리적 한계를 드러냈 

다. 대체로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정책의 철학을 포함한 모든 요소들이 변 

화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되더라도 일부 요소들은 변화되는 경우도 발견되곤 한 

다. 그리고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새로 형성된 정책속에서도 이전 정책의 속 

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상당부분 존재하기도 한다 6) 게다가 제도는 급격한 변 

화가 아니라 완만하고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통해 궁극적이고 큰본적인 변화로 。1

어지기도 한다(Thelen 2004) . 그런데 단절된 균형은 제도변화의 원언을 외부의 충 

격에 의한 단절로 묘사함으로써 제도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해대지 못했던 것이다 

크래스너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오렌과 스까우로넥 (Karen Orrεn and Stephen 

Skowronek 1994/2004) 은 제도를 동질적인 단위가 아닌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된 

복합체로 이해하여 제도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제도는 단일하지 않고， 병렬적이며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맥락과 상황속에서 형 

성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시간이 제도변화 과정에 개입되면서， 각기 

이절적으로 형성된 제도들간의 갈등이나 균열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 

해 제도가 변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졌다. 

6) 유사한 맥락에서 노스(Doug1ass North 1990 , 90)는 제도의 불연속적인 변화가 외부에 보 
이는 것만큼 급격하고 불연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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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념의 변화는 제도의 경로 의존적 발전괴정이 제도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요소의 변형과 지속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시킴으로써(하 

연섭 2003 , 198) 겸로 의존 개념을 진화시켰다. 

새로운 제도 개념과 경로 의존적 변화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는 한국 여성정책 

의 변화과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성정책을 모두 똥질적인 한 개 

의 집합(c1빠er)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정책철학에 기초한 복합잭인 

집합으로 이해하여 각 집합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면서 또 동시에 통합적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과는 상이 

한 새로운 해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2007년 현 시점에서의 한국의 여성정책들 

을 고찰해 보면， 여성을 국가의 요보호대상으로 비-라보고 접근하는 정책부터 여성 

에게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스펙 

트럼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는 현상을 새롭게 설명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연구는다음절에서 정책의 출발시점에서 여성문제에 대해 국가가취한접근 

을 기준으로 다수꾀 경로를 구분하고， 동일한 경로에 범주화시킨 정책 군(群)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각 경로들간의 상호작용을 동시 

에 섣명하고자 한다. 이려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들을 제 

시하면다음과같다. 

가설 해방 이후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들은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의 여성정책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가설 2 새로운 여성정책들은 국가가 주도하여 도입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필요 

성에 의해 도입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도 

입된 정책들은 그렇지 못했다 

가설 3，한국의 여성정책의 변화과정은 환경의 변화에 최적의 적응을 해오지 못 

했다 

]]1. 반국 여성정책의 뺀확과정 

본 연구는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분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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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된 가설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관점 

이 등장한 시기와 그 정치적 맥락을 짚어보고， 각 정책들이 지닌 특정과 변화의 과 

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의 등장을 가시적 

으로 보여준 시기에 따라 기간을 구분하였다. 

1) 1946년 

1946년은 미군정이 부녀국(Women’ s Bureau)을 설치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 

가정책을 근대적인 국가기구에 의해 추진한 원년이다. 미군정은 자국의 노동부 산 

하에 았던 여성국(Women’ s Bureau)과 동일한 명칭의 행정기구를 보건후생부 산하 

에 설치하면서 여성정책을 보건후생 업무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였다. 

본래 부녀국의 공식적인 역할은 조선 부인의 사회 · 경제 · 정치 및 문화적 개선 

과 지위 및 복지향상과 관련된 조사 ·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군정장관에게 보고하 

며 해당 업무의 기준과 방책을 제정하는 것이었다.끼 그러나 부녀국은 예시된 엽무 

를 모두 수행하지는 못했으며， 공창제를 폐지하였고 부녀행정의 지방 하부조직들 

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였다 8) 그 외에 부녀계몽을 위한 강습회 활동과 교 

양교육을 위한 어머니학교 운영， 여성소식지인 『새살림』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 

였다 9) 

7) 부녀국 설치령에 예시된 분야를 보면， 부녀의 노동조건개선， 직장확대， 공업， 농업， 교 

육， 예술， 직업 몇 가정에 처한 부녀의 복지， 관청사무에 대한 부녀의 활동범위， 보건 

특히 임산부의 보호 빛 분만， 부인의 참정권， 매소부 단속과 그 제도의 폐지 , 불량부녀 

교정， 부녀자의 여행시 보호조치 등이었다(보건사회부 1987). 

8) 서울시가 1947년 6월 부녀과를 설치한 이후 당해 10월부터 충북， 전남， 충남， 경남， 경 

북， 강원도에 부녀계가 설치되었고， 경기도는 의무국 간호사업계에서 겸임하기로， 그리 

고 전북과 제주는 11월 13일까지는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보건사회부 1987). 

9) 해방 이후 제 1공화국 수립 이전까지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했던 담당부서와 유관 

기관이 생산한 자료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모두 3편에 불과하다(정현주 2003) . 

이소연 (2003) 에 의하면 이는 애초에 기록이 되지 않았거나， 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누 

군가가 의도적으로 파기 또는 은폐하였거나， 무지와 무관심으로 방치하다가 유설되었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1962년， 1968년 그리고 1975년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보존문서 정리사업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1962년의 경우 폐기한 기록을 폐휴지로 매각하고 그 기금을 중앙문 

서보존소 설립기금으로 전용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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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에 접어들어 16개의 국을 아우르던 보건후생부는 4개의 국만을 가진 

사회부로 변경되었고， 부녀국은 부녀계몽과 지도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하면서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고 구체화되었다(황정미 2001) . 특히 한국전쟁 직후부터는 

급증한 전쟁미망인 가족을 위해 국립모자원 설치 및 운영업무， 그리고 공장제 폐 

지이후 규제의 대상이 된 성매매 여성 보호지도 시설인 자매원 설치 및 운영 업무 

가 중요사업으로 자리잡았다. 그 과정에서 여성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 

는 정책적 관점이 강화되었다(원시연 2006a) . 

역사상 선례가 없었던 여성정책은 이처럼 미군정에 의해 외부로부터 갑작스럽 

게 이식되었고， 한국전쟁이라는 급격한 충격 속에서 국가의 정책 영역 내부에 흡 

수될 수 있었다. 설치령에 드러난 바와 같이 다양한 여성업무를 수챙하기 위해 설 

치되었던 부녀국은 본래 목적을 모두 달성하지는 못한 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요 

보호 여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해방 이후 시작된 여성정책의 일군을 본 연구는 편의상 “복지”의 경로로 명명하 

고자 한다. 그런데 이는 현행 통용되는 복지 (Welfanε) 개념과 약간 차이가 있다. 

사회적 권리와 인권개념에서 바라본 복지라기보따는 여성을 국가의 보호가 필요 

한 사회적 약자로 전제하고 추진된 시혜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정책틀이었기 때문 

이다. 

2) 1961 년 

1961년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맥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였다. 1961년 

5 . 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세력은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장 

과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기-기 시작했다. 자립경제의 달성과 산업구조의 

근대화를 국정목표로 삼았던 박정희 정부는 여성정책도 자활과 자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황정미 2001) . 한국의 발전적 복지국가(dεvelopmen때 welfare 

state) 체제가 성립된 1960년대 초， 국민틀의 국가에 대한 의존을 억지시키고 개별 

적인 근로에 기초한 경제적 공헌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의 범위를 확대했던 역사적 

맥락(Kwon2005)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1963년에 부녀국은 부녀아동국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부녀관련 정책들을 축 

소하고 대선 영세극빈 모자가정을 위한 탁아시설을 마련하여 모자가정의 자립에 

정책의 방향을 맞추게 된 것도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모자보호시설은 196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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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에서 1968년 317B로 축소되었고， 매년 입소자보다 퇴소자가 많았던 반면(보건 

사회부 1971) , 1960년 현재 24개 시설에 수용인원이 1 ， 130명이였던 탁아시설은 

1979년에 이르면 611개에 수용인원도 41 ， 632명으로 급증하였다(보건사회부 1981) , 

이와 동시에 미숙련 여성 근로자의 값싼 노동력을 국가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접근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수출주도형 국가개발 전략에 참여 

한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은 1961년 이후 급증하여 남성 100명당 여성 노동 

자수로 추산할 때 1960년의 188명에서 1975년에는 38.8명에 이르게 되었다10) (노 

동부 2001) . 

그런데 여성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관섬은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 

에 11) 여성에게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기술교육의 기회라든가 고용， 승진， 배치， 임 

금 등에서 빈번히 발생된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1970년 현재 끈로여성 중 제조업 종사자의 89.7% , 서비스업 종사자의 

82 .3%, 그리고 판매직 분야 종사자의 74.3%가 미혼이었기 때문에(노동청 1971) , 

기혼여성 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도 국가의 정책적 관심의 대상은 되지 못함 

으로써， 관련 법규나 법령의 제 개정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박정희 정권에 이어 전두환 정권도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 임대 아파 

트를 건설하고 기혼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는 19801견대를 거치면서 급감한 소녀 노동자를 대신하여 

기흔여성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기흔여성 비율이 증가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예전이라면 경제활동에 참여했을 15~19세 연령층 여성의 경 

제활동참여율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 이래 경제활동 영 

역으로 급격히 진출하여 1975년에는 전체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의 절반에 육박하 

는 47.6%였던 10대 후반의 소녀 노동자 비율은 80년대 전반기를 지나면서 21.1% 

10) 양의 증가와는 탈리 여성 노동자들의 기술숙련도는 매우 낮아서 제조업 분야의 경 우 여 

성 노동자 중 기술자와 기술공 비율을 합쳐 1%에도 미치지 못했고， 건습공과 반숙련 

공， 그리고 기타를 합치면 전체의 63%를 웃돌았다(노동청 1972) . 

11) 정부가 여성의 지위향상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 전략을 고수하 

고 있었음은 1975년 한국 여성의 해 기념식의 보건사회부 장관 축사(원문은 한국여성 

개발원 1997b 부록 참고)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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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경제기획원 1975/1985). 10대 여성 노동자의 감소분은 기혼 

여성 노동자의 증가분으로 상쇄되어 나갔읍을 알 수 있는데， 기혼여성 노동자의 

총수는 1980년 153 ， 643명에서 88년에는 440 ， 613명으로 3배 가까이 블어났고， 그 비 

중도 14.4%에서 28%로 늘어났기 때문이다(노동부 1980/1985/1988). 

이처럼 1960년대 초에는 미숙련 저연령 노동력과 영세극빈계층 여성의 경제참 

여를 독려하여 자럽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던 정책의 방향이 1980년대에는 지혼 여 

성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화되어갔다. 국가적 차원에서 독려된 여성의 경 

제참여 확대 정책의 일군을 본 연구는 큰로의 경로로 명명하고자 한다. 물론 근로 

의 경로는 미군정 시기 이후 형성되어 온 복지의 경로와 무관하게 형성된 것은 아 

니었다. 오히려 복지의 경로에 의해 틀 지워지고 제약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 

냐하면， 여성의 노동력을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 휠용하면서도 이들을 보호의 대상 

으로 바라볼 뿐， 노동시장 혹은 작업장 내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정 

책적 고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은 대한민국 제헌헌 

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듯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3)1985년 

이전 시기에 도입된 여성정책들이 국내의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접근된 측면이 

강했다면，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남녀간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평등 관 

점으로부터 접근하는 여성정책은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등장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1985년에 열렸던 제3차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1983년 여성정 

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당시 UN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 인준과 여성관련 국가계획 자문과 승인을 위해 설치되었다(원시연 2006a) . 

11985년에 맞추어 가획된 “여성발전기본계획 "12)도 동 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승 

12) 여성발전기본계획은 @ 모든 분야， 모든 수준에의 여성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인력활용 

의 극대화 @ 남녀평등 기반조성 및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능력의 최대한 개발 @ 

여성발전을 지원하는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 정착으로 여성의 참여 영역 확대 및 가정과 

직장의 조화 @ 법적 제도적 사회지원체제 확립으로 여성발전의 사회여건 조성 @ 여성 

문제 정책화의 기반조성으로 여성발전 가속화를 5까지 기본목표로 삼고， 협엽， 조화， 

인간화， 종합성 및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뚱 계획은 여성인력 활용， 여성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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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는데， 가족법 개정과 같은 남녀차별적 제도개선 사항이 본격적으로 표명되 

었다. 그리고 1985년에 제시된 “남녀차별개선지침" 13)은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차 

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계기가 되었다. 

기본계획에는 모자복지법 제정， 여성자원활동 활성화방안， 남녀고용평등법， 여 

성전담 행정기구 설치 14)와 같은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추 

후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된 여성정책들의 상당수가 제안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1995년 여성사회참여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인력양성체계 정비， 육아휴직제， 

학교급식 실시，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한 탁아서비스 개발，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 

별의식 개선과 같은 과제들도 총망라하고 있다. 그만큼 1985년에 정부차원에서 계 

획된 새로운 정책안들은 당시 한국 여성정책영역의 수준에 비해 너무 앞서나간 것 

이 었다(원시 연 2006a) 

그런데 여성발전기본계획과 남녀차별개선지침은 1986년의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발전구상”과 종합되어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여성개발부문에 통합되 

었고， 정부차원에 여성정책을 독립된 영역으로 급격히 자리매김 시킬 수 있었다. 

이는여성운동과같은사회영역의 성숙과환경적 요구에 따른제도의 변화가아니 

라 국가가 위로부터 주도한 제도의 도입이 여성정책 내용의 확대를 가져온 대표적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국가발전전 

략의 수단으로 국가에 의해 도엽되었던 (Kwon 2005) 역사적 궤적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발전 패턴이다. 

1985년에 도입된 새로운 경로를 “평등”의 경로로 명명해 볼 때， 성차별을 지양 

하는 평등의 경로는 요보호여성 대상 복지정책과 여성 노동력활용 근로정책과 비 

개발， 건강한 가정설계 이렇게 세 부분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며 , 관련 행정기관이 추 
진할 세부계획을 준비기(1975~1986) ， 정착기(1987 ~ 1991) , 통합기(1992 ~ 2000)로 나 

누어 제시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85a) , 

13) 남녀차별개선지침은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일반국민이 기존의 남녀차 

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수행할 지침을 4개 분야(고용 교육 건강 가정)에 걸쳐 81개 

항으로 구성한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85b) 

14) 여성발전기본계획에서 여성정책담당 행정조직 확대 강화라고 명시하고 있고， 1986년의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여성부문보고서”에서도 별도의 행정조직을 통한 여 

성전담행정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6) , 



204 한국정치연구 제 16집 제 1호 (2007) 

교할 때 비중과 영향력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었다. 보건사회부나 노동부와 짙은 

여성업무 추진기구의 백서자료나 다른 부처의 백서자료들을 확인해 본 결과. 1985 

년에 새롭게 제안된 여성정책들은 추진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예산의 확보가 여루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파 노동부 부녀소년과 정도가 여 

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로 존재하던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행정체계도 없이 

계획과 지침만 내놓은 것이었다. 

바로 이 점이 본 연구가 1985년을 전후한 일련의 여성관련 정부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평가할 수 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며， 한국 여성정책 발전과정을 경 

로 의존 개념으로 설병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제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게 조정되어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는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성평등과 차별지양 정책의 필요성이 세계 

적 차원에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기존의 제도가 적응하지 못 

한 채로 이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와 환경간의 최적의 적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딘 것이다. 

4)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에 의해 1995년 1윌에 발족된 세계확추진위원회는 

세계화 12대 중점파제 15)를 선정하였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이하 확대방 

안)도 그 중 하나였다. 여성과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한 6대 

정책과제 16) 중에도 포함되었다(서울신문 95/03/24 , 1) 

본 확대방안은 내옹을 살펴볼 때 1985년의 기본계획과 1994년도에 범정부차원 

15) 선정된 12대과제는 (1) 창의력과 인성이 중시되는 교육제도 개혁방안 (2) 노사제도 빛 

관행의 세계화 방안 (3)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거시 및 산업정책 개선방안 (4) 미래산 

업구조에 대응한 산업인력양성체제 개선방안 (5) 시회 각 분야의 정보화 촉진방안 (6) 

지자체하의 지역균형발전 추진방안 (7) 21세기 환경비전과 추진방안 (8) 시민정치의식 

의 세계화방안 (9) 세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1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1 1) 외 
국어교육강화방안 (1 2) 한국의 이미지제고를위한사업추진방안이었다. 

16) (1) 뛰약계층을 위한 공적 부조의 확대 (2) 노인복지의 확충 (3)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확대 (4)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5) 사회안전체계의 확립 (6) 21세기형 환경개선 종합대 

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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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여성사회참여 확대방안 

구분 과제명 소관부처 세부추진계획 

민간참여를통한 
보건복지부 

공동육아협동조합설치 

보육시설확대및내실화 종교단체시설 활용방안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방과후 아동지도시범교실 

선정/운영(정무 제2) 

학교급식의 전면적 확대 교육부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 (97년부터 ) 

농어촌지역 중 · 고교 우선실시 

단기 공무원공채시 여성 임용촉진방안: 
과제 여성채용할당제 

여성의 공직참여 
총무처 공무원양성 교육기관의 여성입학 

비율제고목표설정 
제한 폐지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 (정무 제2) 

공기업 신규채용시 
공기업 채용시험시 여성 응시자에 

여성고용인센티브제도입 17) 
재정경제원 가산점부여 필기시험합격 여성 

응시자면접시 차별금지 

모성보호비용의 
출산유급휴가급여의 사회적 분담 

노동부 체계 확립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사회적 분담체계확립 

장려금제도확대 

여성인력 양성체계 
여성인력기술교육강화 빛 

확충개선 
피 .iiL.if-'f- 여성교육전담부서 지정 

중기 여성직업훈련체계내실화 

과제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구축 정무(제2) 여성 정보네트워크 기반조성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정무(제2) 여성발전기본볍(가칭) 제정 추진 

대중매체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중매체를통한 
공보처 

여성참여확대 대중매체의 성차별 

성차별의식 개선 지수 및 기준마련(정무 제2) 

여성문제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보급 

에서 종합된 여성정책 코드를 구체화시켜 다시 제안한 것이었다. 다만， 확대방안 

은 기존의 복지， 근로， 평등의 여성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17) 본 과제는 노동부로 주관부처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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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분야에의 여성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국가 차원에서 재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특정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의 경로는 이전의 경로들 

과 달리 그 자체로서 정책적 배경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기존 여성정책의 종합과 

대전제로써의 성격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기설 2007년 현재까지도 업무 소관 

부처나 예산액의 변정 그리고 매년 목표치에서의 차이만 존재할 뿐， 전체 여성정 

책의 내용은 1995년 확대방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참여익 여성정책들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1995년을 기점으로 국가가 급격히 해 

당 사업예산을 증액하면서 탁아시설확대 계획，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도입， 

학교급식의 전면적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성운동단체들도 정책 이슈형성자로써의 역할윤 담당했지만， 국가가 주도적으 

로 정책의 내용을 조정하고 있었음은 조은(1996)의 연구에서 드러난다. 확대방안 

체택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부처간 갈등은 동 경로가 한국의 제도적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도입된 측면이 강했음을 보여주었다. 당해 개최된 북 

경세계여성회의가 기폭제가 되었으며， 정부 내부꾀 여성전담 행정기구도 정치적 

판경을 최대한 활똥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이루어냈다(원시떤 2006a). 

확대방안 중 공부원 여성채용목표제，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여성 고위공 

무원과 여성의원 l~l 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 특히 여성의원 비율 

상승과제는 한국 정부가 성별권한척도를 신속히 높이기 위해 선택한 정책과제였 

다. 성별권한척도는 현재까지도 16개의 국가관리지수 중 하나로 선정되어， 여성가 

족부의 중점 업무사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17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 

율이 13% , 2006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14.5%로 증대되었고， 성 

별권한척도 순위도 1997년 73위에서 2006년 현재 세계 53위로 상승하였다. 물론 

한국의 성별권한척도는 성별개발지수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은 앞 

에서 지적한대로이다. 

확대방안 과제들은 대부분 여성의 근로를 보장하려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보건 

복지부 소관업무였던 보육시설 확대방안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수행된 업무로 

써 , 1995년부터 수립된 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 인해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된 과 

제였다. 통 계획은 어편이집 운영을 허가제에서 선고제로 변환시킴으로써 민간 탁 

아소를 급증시켜 계획을 초과했지만， 직장 탁아소나 공공탁아소 설치는 계획에 훨 

씬 미치지 못했다(대똥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2000) . 그 외에 모성보호， 여성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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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방과후 아동지도， 학교급식확대， 정보네트워크 업무도 모두 두 번째 경로에 

해당된 업무들이었다.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업무가 세 번째 경로에 해 

당된 유일한 과제였는데， 성과측정이 힘들다는 과제수행의 난점을 지니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여성정책전담 중앙행정기구는 지속적으로 개편되었다. 정 

무장관(제2)실이 폐지되었고， 1998년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형태를 거쳐 2001년 

에는 여성부로 변경되었다.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의 가족업무가 여성부로 이관 

되어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07년 2월 현재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 

년위원회를 통합한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부처로의 개편과 엽무의 이관은 기구의 규모와 예산의 급증을 가져왔다. 그러나 

행정기구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법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여성정책의 기본 내용 

은 1995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기구가 변화되었다고 해도 

새로운 업무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타부처 소관업무들을 이관 받아 수행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원시연 2006b) . 

지금까지 60년에 걸친 여성정책 변천의 역사를 중요한 역사적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각 기점을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시작된 경로 개념으로 설명해 보았 

다. 그러나 복지의 경로를 제외하고 다른 세 경로들의 경우는 바로 그 기점에서 처 

음 모습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이미 태동의 양상을 보이다가 정치적 기회를 맞아 본 

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평등의 경로가 형성될 당시의 맥락은 다른 경로 

들과는 상이했음을 발견하였다. 국가가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절감 

하고 정책화시켰던 다른 경로들과는 달리 사회적 성숙도와 무관하게 도입된 경향 

이 가장 강했다. 오히려 복지， 근로， 참여의 경로 이후에 평등의 경로가 도입되었 

다면， 참여가 바탕이 된 평등 정책의 수립이 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여가 

없이 평등의 경로가 먼저 도입됨으로써 추상적이고 공허한 경로로 남아있었다. 평 

등의 경로는 참여의 경로가 형성된 이후에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IV. 한국 액성정챈의 경르 의존적 발전과정 

거시적 차원에서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및 법제로 분석 

의 수준을 낮추어 각 정책접근들을 함께 도식화 해 본 것이 그림 l이다. 각 정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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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림 한국여성정책의 발전경로와 변천과정 

틀이 갖윤 직 · 간집적인 상호작용과 국내 정치적 상황 및 UN에서 권고한 여성정 

책 패러다임도 함께 떤시해 보았다. 

UN은 1975년 1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을 국까 발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쪽적으로 하는 여성발전 패러다임 (WID)을 채택했고， 1985년에는 여성만이 아니 

라 여성파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성별발전 패러다임 (G때)을 주창했으며， 

1995년에는 성별발전 패러다임을 국가의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는 성 주류 

화( Gender Mainstremning) 패러다임을 권고하였다. 이리한 UN의 노력은 한국의 정 

책결정 과정에 직 · 간접적 영향을 끼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림 1에서 가장 윗부분에 그려진 복지의 그래프를 보면 1946년 미군정에 의해 

도엽된 이래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1973년과 1986년의 모자보잔법 1989년의 

표자복지법，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관련법인 성폭력특별 

볍(1994년)과 가정폭력방지법(1997년) 등으로 이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2004년 

에 제정된 성매매땅지뱀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지녔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대 

체한 법령으로써 복지의 접근에 포함된다. 이는 국가제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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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는 목적에 의해 수립된 정책들의 일 군(群)이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성매매 알 

선자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이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 있 

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을 요보호여성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이들을 

계도시켜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직업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의 접근방법은 

이전의 법령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복지의 경로 속 

에서 변화와 지속을 통시에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1961년 본격화된 두 번째 그래프는 여성의 노동력을 국가발전에 활용하려는 국 

가개발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동 경로는 1987년의 남녀고용평등법 . 1991년의 영 

유아보육법 , 그리고 2000년 이후의 모성보호관련법으로 진전되었다. 본 연구가 남 

녀고용평등법을 평등의 경로가 아닌 근로의 경로에 포함시킨 이유는 동법이 성차 

별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철학이 여성의 노동력 

확보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기초하여 1994년부 

터 시작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이 작성되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대신 모 

성을 제외한 일반적인 여성보호조치들을 삭제시켜 여성고용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정책적 시도였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처벌기준에 있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보다도 약했던 점은 근로의 경로가 가 

진 정책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증하면서 탁아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드러난 

결과 등장한 것이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동이 미 

래사회의 주역이므로 양육의 책임이 사회와 국가에게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된 법 

령이 아니었다. 오히려 저소득층 및 영세극빈가정 여성 근로자의 자녀탁아에 초점 

을 맞추고， 개인적 사정에 의해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을 사회와 국가가 

대신 양육하여 암묵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바로 이 점이 본 연구가 영유아보육법을 복지의 경로가 아닌 큰로의 경로에 포함 

시킨 이유이며， 이후에도 영유아보육법의 근본적인 한계로 남아 있었다. 

1985년 시 작된 세 번째 그래프는 여성 발전기 본계 획 으로부터 출발하여 1990년 

가족법， 그리고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으로 연결되었다. 1990년에 개정된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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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계의 폐지요청에도 불구하고 호주제와 동성동본불혼제도를 존치시켰다. 

이후 1997년 동성동본금흔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윤 받았음에도 7년이 넘도록 개 

정되지 않다가 2004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자 2005년에 이르러서 

야두조항은함께 폐지되었다 

1999년 제정된 낚녀차별금지법은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된 후 행정 

기구의 축소에 대한 여성계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꽤 제정한 법령이었으나(원시연 

2006a) ,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운영 업무가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면 

서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1995년의 네 번째 그래프는 확대방안과 양성채용할당제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의 정잭접근은 이전의 정책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재차 시도된 과제였다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굽증한 가시적인 성과도 목격되었다. 이는 제도의 변회가 끼친 영향으로도 설명해 

펼 수 있는데， 전 세계국가들 중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성별권한 

척도 상워국가인 북유럽 국가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르완다인 이유도 바로 제도의 

변화덕분이다. 

각 경로에 따른 정부과제와 법제를 샅펴본 결과，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영역에서 

관섬의 대상이 되고 수행을 위한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복지와 근로의 

정로를 따르는 경쭈로 국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마. 참여의 접근도 대부분 큰로 

의 접근쓸 구체화시켜 정책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다. 요보호여성을 위한 제도적 필 

요성을 깡조하거나 여성노동력을 국가발전에 활용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쟁책수행의 효과를 담보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가 인지한 정책적 필 

요성이 그것의 수행과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발전국가의 특정이 드러나는 부분이 

기도하다. 

물론 국가의 정책을 평가할 때 제도형성과 정책추진의 시대상황 등 환경적 맥락 

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2005년도 여성백서 자료(여성가족부 2005) 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떠성관련 행정기구 18개 부처씌 여성예산이 중앙정부 총예산 

의 0 .35%에 불과하고， 전체 여성예산의 92% 이상이 여성가족부로 집중되어 있으 

며， 여성가족부 예산의 88%가 복지와 근로의 경로 업무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 

실은 한국 여성정책의 현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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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곁 롬 

본 연구는 선제도주의로부터 원용한 분석개념을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요보호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혜적인 복지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양성평 

등을 지향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었 

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과정이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차를 두고 

복지， 근로， 평등 그리고 참여라는 다양한 제도들이 형성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발전국가의 자체적 필요성에 의해 채택된 여성정책들은 대부분 복지와 끈로의 

정책접근을 취하고 있었고， 여성정책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반면 

일부 여성정책들은 국제적 권고로 인해 정치적으로 도입되었고， 그 비중이 아직도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 

안 급속히 법과 제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관점들이 도입만 되 

고 뒤섞이면서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한 정책들도 존재하고 있었딘 것이다. 

제도변화 과정을 통해 발견된 사실은 평등의 경로가 형성될 당시의 맥락이 다른 

경로들과는 상이했다는 점이다. 국가가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절감 

하고 정책화시켰던 다른 경로들과는 달리 사회적 성숙도와 무관하게 도입된 경향 

이 강했다. 오히려 복지， 근로， 참여의 경로 이후에 평등의 경로가 도입되었다면， 

복지와 근로가 바탕이 된 참여， 그리고 참여가 바탕이 된 평등 정책의 수립이 가능 

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여가 없이 평등의 경로가 먼저 도입됨으로써 추상적 

이고 공허한 경로로 남아있었다. 평등의 경로는 참여의 경로가 형성된 이후에 비 

로소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국 정책과정의 경로 의존성은 일단 특정 경로가 선택되면 그대로 지속되는 경 

향을 강하게 보여왔다. 본 연구는 비교적 일찍 형성된 제도적 접근들이 새로운 제 

도의 도입을 제약하여 새로운 여성정책으로의 발전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경로가 추가되고 관점이 도입되는 외형상의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래된 경로 중섬으로만 정책의 방향이 이루어 

졌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정책적 접근들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에 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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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 관점이 상대적으로 덜 성숙된 단계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문 

제와 환경에 적절히 뺀응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형 

생된 경로가 가장 오래전에 형성된 경로에 의해 제약받는 현상은 현 시점에서 여 

생에게 자장 시급딴 푼제에 여성정책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저출산 · 고령화시회 대책과 관련하여 소액의 

똘산 장면금을 지급하는 식의 정책개발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리 

고 바로 이 점이 왜 환경과 제도변화간의 불일치， 최적결과와 실제 결과간의 불일 

치현상이 한국 여성정책의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한국 여성정책의 추후과제는 다양한 여성정책의 경로들이 한국적 맥락 

에서 체화되어 접점활 찾아나감으로써 여성정책의 영역에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고， 그 제도적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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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Development of Women ’s Policy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따ve of Feminist Institutionalism 

5i ￥eDn U뼈n I BK21 Gover뻐ce Program Sung뼈nkwan University 

New 1I:rend of gender study has paid attentions to femin~st institutionalism which focuses on 

institutions from feminist perspective. Until recently, most researches based on feminist 

institutionalism have analyzed women’s bεhaviors and their own interests in institutions. 

Although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new trend to South Korean (hereafter Korea) 

case, this study approaches women’s policy of Korea dif뻐rently from those micro-level 

oriented researches.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of women’s policy in Korea from 

historical and structural approach. This study can provide new understanding to dynamic 

changes in women’s policy from institutional perspective. Especially this study explains the 

time difference in women’s policy path making and the int，εrrelations among four paths, such 

as welfare, labour, equality and particip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terrns and ideas of this 

siudy can be applied to various policy subjects. 

Keywords: feminist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e, women’s policy, Sou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