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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기귀여성부 여싱가즉부 보ζ낼지부 보건옥지가즉부)의 죠직개연이 이루어지게 된
정치적 액릭과 그 윈인을 문석하기 워힌 실용적 연구이다 몬 연구는 국회회의륙괴 신
운기사 핀계자 인터뷰 동 1차 지료를 최대한 딩이내고지 하였으여 이를 용해 보육 잊
가즉업무가 E뻔하게 조직개연의 대싱이 되었던 일련의 액혜αJn"잉과 그것을 가능히
게 인든 주요 맹위재대통영 국회 판료 01익집딘)에 호정을 잊추어 운석하였다는 혹징
훌 I 닌다
온 연구에서는 보육 및 기족엉우기 01관되는 "150연회 과정이 서 대용영 관료 국외

O 꿰집딩의 이왜관꺼와 선호는 어엉게 나타났는지 죠직개떤의

A 집과 징부유헝에 띠리

정치적 티엄과 업싱이 어띠힌 정피로드러녔는지 용이 힘째 운석되었다

보를 및 가즉업무의 부처 긴 이핀과 죠직개연 과징때는 직온 정부외 행정적 효흩성
지"' 원칙보다는 대용링의 의지외 완료를의 엉우확보전략이 보다 더 영정적인 연수기

되엉옴율 확인g 수 있었디 그리고 긋회 내 여 야 긴 길용과 타엽의 g괴가 조직개연
의 정치로 니티니요 있음도 확인하었다 O씨는 조직개연의 전괴 *의 업무추진의 효과
싱을 계랑회되고 실용적인 밍업을 륭해 비교톨석해야 하는 엉흥 과제기 닝아 있디

주'1어: 정부조직개연 보육정액 가즉정잭 여생가즉)부 보건옥재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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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글은 2003 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행정기구에서 수행된 보육 및 가촉업무가 어떠한
정치적 댁락과 초직개띤논리에 의해 소관부처가 지속적으로 연경되었는지 그 원인융 찾

아보고，갱치적함의를운석하기 위한연구이다
200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흥과되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그풍안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행해 왔던 가족업무와 청소년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

이었다 그로 인해 2010년 3월 19일부터 보건복지가촉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
가족부로개연되었다

흥미로운 정은 이영박 정부가 충엉하연서 대부처주의 원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보육

및 가족엉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것이 불과 2년 전이었다는 사설이다 그 절과 여성가
족부는 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각각 개연되었었다 그런데 그 바로 3
년 전인 2005년에는 가족업무가， 그 | 년 전인 20여년에는 보육엽우가 보건복지부에서 여

성부로이관된바있었다
이는 2004년 이후 보육 및 가족업무가 세 차혜에 걸쳐 두 부처 사이를 요가며 추진된 것
으로， 왜 그렇게 자주 소관부처를 변경하게 되었는지와 관련한 원인과 배정융 운석하는
작업이 띨요하다는사실을보여준다

대체로 정부조직개연은 행정적 영역과 갱치적 영역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조직의 가
치

이해관계 선호 풍을 둘러싸고 당사자들 간에 갈퉁 협상 타협융 용하여 합의한 정

치적 과갱의 결과율이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격인 정부조직 개연안올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올 당보하지 옷한다고 알려져 있다(김우식 2 애 5， 정의창 2006)

게다가 정부조직개연의 멸요성과 방법롱은 절묘 과학적이지도 쪽 긍정적이지도 않으

며， 정치적 멸요성에 의해 상징적 차원에서 정부조직이 개연되는 정우가 않았기 때문에， 대
개는 정부의 효올성이 저하된 절과흘 가져왔다는 연구도 제기되고 있다(조성한 2(08)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연구들은 갱권충엉기로 분석 의 시기가 맞추어져 있고， 전쩨 정부
조직개연의 거시적 을올 분석단위로 하고 었다 그러다보니 대용령 임기 중반 시정에서 특

정 부저의 소관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개연과 같이 중엉위 수준의 조직개연 갱치을

분석한 연구들은 그홍안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2004년 이후 보육
및 7택업무가 이관왼 과정에서 드러난 갱치적 현상에 초점올 맞층 연구는 거의 전우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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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조직개연 논의의 주제에서 상대적으로 애제되어 왔던 보육 및
가족엉우 당당부처의 개연과갱을 다루고자 한다 실증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회의

록과 신문기사， 관계자 인터뷰 자료 둥 l 차 자료를 가능한 많이 활용하고자 하였다는 정
과중엉위 수준에서 특정 엉무의 이관과 관련된 조직깨연사혜을 분석한다는 것이 온 연구

의특정이라고힐수있다
그렇다면 보육 빛 가족업무당당 중앙행정기구 조직개연의 과정은 어떠했는개 과학적

이고 긍갱적인 죠직개연의 띨요성에 의해 엉무이관이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연 정치적 휠
요성에 의한 타협의 결과로 조직개연이 이루어진 것인가? 이러한 의문λ}힘에 대한 해당올
찾아내는것이본연구의주된목적이다

이러한 옥적윷 달성하기 위하여 온 연구는 보육 가촉업무가 중앙행정기구에서 빈번하
게 업무이관과 조직개연의 대상이 되었던 일련의 액락(context)과 그것올 가놓하게 안든

주요 행위재대홍령， 관료， 의회， 이익집단)， 그라고 주요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타협의 과
정에 초점옳 맞추어 분석하끄자 한다 협상과 타협을 위해 행위자들은 조직개연의 명분과

원칙을 주장하게 외므로 각기익 이해관계와 선호가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이툴 분석해 나
가는과갱에서 초직개연의 정치를 따악혜 볼 수 있융 것으로 예상된다

II 이론적 배 정
1 선행연구검토
정부조직개연에 관한 특정이론을 찾기는 힘들지 앤운영재

2008;

오재록

2009) , 대제로

그 목적은 크게 행갱상의 문제정올 해절하기 위한 것과 정치적 변화율 모색하기 위한 것으
로 구분힐 수 있다(박전요 2α)9)

흔히 챙쟁상의 문저 정 해결을 위혜서는 경제성과 능흉성융 확보하고， 정책과 프로그행
의 효과성올 중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깅영삼 정부 이래 -작

1)

원시언의 연귀2α163; 2006b)는 2004년과 2005 년애 각각보육 및 가촉엉우가보건옥지부애서
여성부로 이판왼 과정융분석한 바 있는에， 그 세부적인 초점올 여성부가 여성가족부호 연회왼
원인규명애잊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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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융적인 정부”의 띨요성이 강조되연서 엉무연관성이 큰 부처를융 홍예합하고 중복된

업우를 최소화하려는 웅직임이 정부출범기에는 어깅없이 나타나곤 했다
그런데 역대정부와 현 갱부에 이르기까지 대외적으로는 행갱적 효올성을 명분으로 내세

웠옴에도 실제로는 정치적 옥적에서 조직개연을 시도해 왔마는 명가도 많다(깅광용 1998;
정용덕

1998; 박대식 2ω 1 ， 김우식 2ω5， 정의창 2006; 임도번 2007; 조성한 2008)

예전대，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 JU) 하거나 정부 관료에 대한 정부수반의 홍
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정치세력을 간의 갈둥장황올 무마항 목적으로， 그
도 아니 라면 가시성이 높은 정책영역을 강조하거나 정책적 상징성올 확보하기 위해서 죠
직개연。1 이루어지는 정우가 이에 해당왼다 그러다보니 정부초직개연의 역사는 쩡부조직

특히 중앙정부조직의 개연에 있어서 과학적 해답이 존재하는 것은아닝올 보여주었다
심지어 행갱적 ~융성윷 명분으로 조직개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조직에
있어서 조직개연이 얼마만픔의 경제성과 업우 농활성올 당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제

적인 중거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조직개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조직혼란과 더불

어 구성원들 간의 갈퉁과 같은 조직운영상의 부작용”도 함께 발생활 소지가 있으므로 조
직개연의 이득과 손실올 한 장의 대차대조표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것 자제가 올

가능하기때문이다
한연， “대부처주의‘의 비능툴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되는데， 그 논거는 거대부
처의 경우 한 영의 장관에게 너무 많은 소관엉무와 책임을 맡기게 되므로， 의도하였건 그
러지 않았건 간에 일부 정책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농아져 오히려 비효융쩍인 꽁룡조직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Johnson

1979) 이와유사한 액학에서 적은 수의 부처가 않은 수의

부쳐보다 더 효율적이란 중거도 없으며 (Ziller 200이， 정부가놓의 충획이 오히려 정부의 정
책효과성에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cf(Boylo

1979) 거대 행정기관으로의 용합은

부처 간 조정문제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정이 있는 반연， 부처 내부의 조정기져 률 약화시

켜 행정비용올 더 중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Fesl er and Kettle 1991).

이저렴 정부조직개연의 원인으로 행정적 효융성을 주장"는 것이 상당한 한계플 가질
수 있응이 지적왼 상황에서， 정부관료가 가진 자원과 권력올 기초로 조직개연과갱을 설영

2) 조성한(2008)에

의하연， 갱부조직개연애 의해 용예합원 정부우쳐올은 10년이 지나도혹 내부적

갈풍융 해철하지 못하고 있다 홍얘앙원 두 부처가 철저히 한 집안 두 식구로 대립되어 있거나，

지애력이 강한 조직이 약한 초칙융 갱저히 애척하고 있거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다시 분리가 되
지도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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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lli son)에 의혜 제시왼

관료정치모형 (Bureaucratκ Politics Model) 이 대표적이다 관료갱지오형에서 관료권력의

핵심은 전문성과 리 더 십 ， 내부지지 풍 죠직 내부의 특성과 행갱수안， 국회， 이익집단， 국민，
타부처， 언론의 지지 둥 외부변수로 구분해 롤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같이 대

홍영제의 경우는 행정수반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권력기반이 될 수 있다( 박천오 강여진，

2003; 박석희 이총원 2008) 행갱수반의 지지는 관료갱치전략의 유형인 정당화， 지지획
득 확산， 순옹확보의 모든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올 당당힐 수 있기 때운이다
정부부처 권력의 원천올 운석한 다른 연구(박천오 2005)에 의하면 기관업무에 대한 대

홍령의 관심과 지지는 부처권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며 두 번째는 해당 기관이 가진

법적 공식적 권한，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장에 대한 대흉령의 신임과 총애인 것으로 나타
났다 2005년 기준， 22 개 중앙부처별 권력순위로 보건복지부는 1 2위， 여성부는 21 위였던

상횡에서‘ 보육 및 가족엉우가 보건복지부어 서 여성부로 이관될 수 있었던 원인올 셜영해
냉수있는중요한요인이될것이다

한연， 입 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사안인 정부조직개연 과정에서 결정

적인 역항을 당당해 왔다는 정은 영액하다 그런데 국회는 단일한 챙위자가 아니며， 내부
는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마다 그 내부에 야당위원과 여당위
원틀이 서호 상이한 입장융 견지하고 있을 훈만 아니라， 업안이 상임 위원회를 홍과하더라

도 엉져 사영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즐 거쳐， 대홍령이 최종적으호 숭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화절차가완료된다

여기어 서 쩨앨리스(George Tsebeli s)의 거부권 행사~\(veto player) 개녕도 고려해 볼 멸
요가 있다 (Tsebeli s 1995) 현재의 상황올 연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적 제안을 하거
나， 이러한 제안에 따라 조직융 개연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연화에 공식적이묘 제도적으로
동의하는 역항을 당당해 중 행위자가 영요한데， 거부권 행사자란 바로 이런 행위자을 일
정는다 물론 거부권 행사자는 새로운 변화에 통의하고， 연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자

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를은자신의 입장과 역량에 따라 제도
와정책의지속과연화를초래할수있는행위자를이다

보다 구제화시켜 설명해보연， 정부초직이 개연되기 위해서는 왜 정부조직이 개연되어야
하는지와 판련왼 적절한 논리와 영운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에 맞추어 정부조직엉이 개정

되어야 한다 이 때 정부초직 개연의 사유에 풍의하고， 해당 법흉이 개갱될 수 있도록 영향

올 미칠 수 있는 행위자가 띨요하며， 이를 거부권 행사자로 일컬어 올 수 있다 이 얘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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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국회가가장대표적인거부권행사자로엉주화될수있다 대제로정부조직법개정안

은 국회의원과 정부가제충하고， 국회가 법안을 심의함으로써 이률 실현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초직개연의 과정올 셰도적 액락과 행위자율 간의 상호
작용에 초정올 맞추어 분석한 연구로는 정의생2(06)과 하태쉬2009)의 연구가 있다 두

연구 모두 김대중 쟁부의 조직개연 사혜를 다루고 있는데， 쟁의창은 역사적 제도주의 이혼
율 분석의 블로 훨용하였고， 하태수는 프리츠 샤프 (Fritz W. Schaφ0의 행위자 중심 쩨도
주의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이흰S<:harp F1 997)을 수정

적용하였다

정의창은 권력구죠， 쟁당세계， 행정부의회관계라는 거시적인 제도적 릉에 초점율 맞추

어 분석하여 행위자보다는 제도에 상대적으로 중정올 두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태수는
행위자에 초정올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관료와 이익집단을 분석의 엉위에서 제외

하였다는 정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차이가 있다 하태수는 의회에서 병어지는 협상 과
갱과 법률 제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뭇한다는 사유흘 들어 관료와 이익집단을 거부권 행
사자의 범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육 및 가족엉무를 이관한다는 대흉령의 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

진 행위자가 내부 관료였을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을도 조직개연 논의 과갱어 서 수자례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주요 행위자에 포함시였으며， 제도보
다는 행위자에 초점올맞추어 분석하고자한다

2 분석의틀

선행연구를융 종합해 보건대， 정부초직개연은 거대 당론을흉혜 설명되고 정려되어지기

힘을며，사혜병다양성이전제되어야한마는것을알게원다 더구냐보육 가족엽우와같

이 정부 정책과쟁에서 충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오지 못하면서도 조직개연은 빈번히 옐
생왼 경우 그 원인을 단선적으로파악하기 어려운측연이 있다

우선， 보육 가촉엉무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각기 추진되도륙 변화왼 것은
기존에 정부조직개연에서 주장되어 왔던 대부처주의나 유사엽우기능통합의 원칙에도 반

하는 절갱이었고， 비효융적인 공룡초칙융 기능에 따라 가외성 (redundancy)올확보하기 위

한 작은 죠직들로 분산시킨다는논거에도틀어맞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형적인 의미의 정치적 개연이랴고 보기에도 어려운 껑이 있다 왜냐하연， 노무
현 대홍령과 이영박 대용령이 이선 정부와의 자영성올 부각시키기 위하여 보육과 가족엉

중앙챙갱 기구 조직개연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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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소관부처를 연정한 것인지 운영하지 않을 분만 아니라， 행정 부 수반으로서 관료플
용제하기 위한수단으로 보육과 가족엽무틀을 알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
양한 정치세력틀 간의 갈둥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초직개연인지도 분영치 않다 따라서 온
연구에서는 다 OJ~ 행위자틀 간의 협상과 타협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사혜
별로 그 원인올 살여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조직개연은 시기상 2003 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
서 노무현 정부의 출엉 과 동시에 정권교체는 없었고 2003 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국회

내 제 l 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그러나 탄핵의 여파로 2004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인 열
린우리당이 의석 과반수를 획득하연서 제 l 당이 되었고， 이는 2007 년 2월까지 지속되 었다

반면 .2008년 2월 이영박 정부 출엉기에는 수영적 정권교제로 인해 국회 내 제 l 당이던 용
합민주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연화되었고 . 2008 년 4월의 총선으로 20 10 년 6월 현재까지

국회 내 제 1 당은 여 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박찬욱 원시연 2(0 8)

정부조직개연의 과정을 살며보연， 대홍령의 소속정당과 의회다수당이 다른 시기와 이
둘이일치하는시기간에는상당한차이가나타냐게왼다 특히나정권교체가맞울려 있는

경우랴연국회내부의거부권행사자들의역힐이 더욱두드러지게드러난다
대용령이 조직개연 과정에서 가장 가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제로 정부충엉

과 동시에 단행되는 조직개연에서이며 대홍령직인수위원회활동올 용해 개연의 를이 드러

나게 된다 여당이 제 l 당인 상황이 라면， 대홍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정부조직개연의 방향
에 대해 동일한 입장올 취하게 되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거부권 행사자의 역 할응
크게드러나지않는다
그러나 의회 내 다수당인 야당이 강쩍한 거부권 챙사자의 역할을 당당하게 되면， 갱부조
직법안의 원안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교착상태 (deadlock)에 용
착하거나 조직개연 방향의 수정이 윌가피하게 된다

한연， 정부조직엉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관료와 이익집단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관료는 행정부 내부에서 정치적 타협을 흥해 부처간 업무이관과 직제개연에 직접 관여하
게 되여， 이에 대한 최종적인 숭인이 대홍령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익집단의

경우에도 행정부와 의회 모두에 제도변화의 뀔요성윷 인식시켜， 아젠다블 형성하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003 년부터 2010\0까지의 조직개연과정을 갱치적 액락과함께 요약하면 〈그림 1 >이다

‘조직개연-이랴는 종속연수를 설명해 보기 위한 분석의 흘은 〈그림 2>와 갇다 정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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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법안은 갱부와 국회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정부안은 대홍령의 강력한 의지가 직접 반영되
기도 하고， 관료의 성공적인 업무이관 전학이 대용령의 의지을 용해 엉안에 합쩨 반영되기
도할것이다 이과정에서이익집단도일정정도의영향력을끼치게왼다
한연， 국회안은 크게 의원발의안으로서， 여당의원안은 정부와 이미 조융융 거친 법~이

며， 야당의원안은 정부안 또는 여당의원안에 대용하기 위한 제3의 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

를 흉과하면서 협상과 타협의 과갱올 홍혜 입엉화되고 그 결과 조직개연으로 이어지게 왼
다

중앙행정기구 조직개연의 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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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정자속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역 힐과 전략이 드러나게 월 것이다

III 업무이관과 정치적 동학
이 절은 보육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갱치적 용학올 포착하기 위하여

주요 행 위자를과 정치 적 액략에 초정을 맞추어 분석웅 진행하였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
하여 국회 상임 위원회 회의록과 검토보고서， 신문기사， 주요 관계자를과의 인터뷰 자료 둥

이활용되었다”

1 보육업무

0 1관과 주요 행위자의 정치

1) 대동 형

(1)노무현정부
2뼈년에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어성부로 이관된 배경에서 노무현 전대용령의 업
무이관 의지가 발견된다 언론보도에서는 보육엉무 이관의 공식적인 제가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이관 발언부터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3 년 | 월의 대용령직인수위원회
에서 이미 현안으로 부각된 것이었다” 대용령의 의사을 반영한 보육엉우 이관 안이이 국무

J)

인터뷰는 2008년 11 생 25일애 전

현칙 여성갱책당당기구 꽁무씬， 국책연구기판 기관장 풍 4명

올 대상으로， 2야9년 9월 1 2일 잊 당해 1 2월 20일에 보건욕지가촉부 공우원(전화인터뷰L 그리
고 20 \0년 4월 28 일에는 국회 E위공무원 풍총 7명용 대상으료 이루어졌다 연당X 융응 대용령
직인수위원회‘ 정부조직개연， 업무이관， 관련 잉업화 과갱에 직겁 가당었던 뼈싱 고위관계자등
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는유의이한 시사정융중수 있다

이 -욕지부 보욕 훌산업우 여생부 이판’(한겨레 200313/18, 1); "용온지장관 사견 ‘혼선

보육엉

우이판퉁용쑥，직원들난감"(용F아잉보 200313/ 1 9， 3 1 ); ‘보육 이용엉우이판 용씨로1문화일
보 20031ν25， 8); .보육 아홍영우 여성부이관 논란
향신운

용북지， 오늘 국무회의 공식제기 방혀"(정

200313117, 5)

5) 보육엉우소관부처였던 보건복지부는 혜당엉우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인수위원
회 내부에서도 논쟁과 강퉁이 적잖이 존재했다(대용령직인수위원회회의륙 당선자와운과위원
회의 정책간압회 사회문화여성

2003/1/17)

이 장여정부 대용령직인수위원회얘서 가장 인상적인 브리명으로 회자되기도 했던 여생부 업무보
고는 노우현 대용령당샌자에게 보욕엉우툴 여성부애서 앙도흑 8뜯 아이디어용 제공한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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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상정되연서 논의가 시작된 것임은 다음의 자료를흉혜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깅화중 제가 용린 것이 아닙니다 국무위원 회의얘 그것이 올라와 가지
고 (중략) 국무회의의 안건은 국무총리와 수석비서관설 퉁 거기 관계판들이 누구든
지제안할수있습니다
싱재청 위원 국무회의에서 제기되기 전에는 복지부어 서 언저 얘기한 것은 없고요?

보건복지부장관김화충 없습니다 ”

김화충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업무 이관을 내부 의사결정없이 툴충적으로 결정했

다”는 이유로 보육 및 시민단체블로부터 강력한 퇴진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국회회의록에
는 이와 상이한 내용이 당겨져 있다 깅화중 장관은 보육사엽이 보건복지부의 보육‘과”가

당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엉이므로， 건전가정 육성올 위한 가칭 가정부라는 부처를 만들고
보육샤엉융 이 부처에 이관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임을 주장하였다 깅 장관은 오히려 당

시의 여성부로의 이관은 반대한다는 입장융 피력한 바 있었다
노무현 대홍령은 당선자 시절 여성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육엉무가 여성의 일자리
창출쟁책의 전제가 되어야 하여， 따라서 여성부가 두 업우〈보육과 일자리 창출)툴 연계하
여 용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성부 장관의 보고에 매우 적극적인 지지의시흉 밝힌 바

있었으며" 홍일 맥락에서 2004년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절정은 대홍령의 조직개연 밑

그링에토대를둔것으로보아야한다…
(2) 이영박정부

2어8년 2월， 보육엉무의 보건복지부로의 쩨이관도 이영박 정부 충엉과 더울어 이영박
되었다 인터유자료 (200&'11α5).

7) 셔2J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l 차 회의원20031313 1 )

8)qραt ， 징흉삭 위원 언혼보도이긴 하지만져회툴이 확인도해보았는데， 앙당과장，국장이 모
르겠다，난감하다이런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꺼이 얘기가부처에서 토롱이나검증이나과

갱없이장관개인의소신이용쑥언혼에공개외었다는말입니다 (중강)
9) 노무현 당선자는한영숙당시 여성부 장관의 업무보고릉듣고， 그 내용올 지지하연서 여성부장
판융 또 한 언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용 하였으나， 한영숙 장관이 고사했다고 한다 인터유
자료 (20081 11 125).

10) 노우현 대용령은 .여성의 사회진용확대용용한경재활풍 앙성화가 국가 성장전략의 중요한요
소인 만큼 ι5세 아풍의 보혹운째는여성부로 영원화δ}는 게 좋겠다”고 당부였다 -아동 보홉
업무 여성부가 망는다"(문화일보 20031312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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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풍령과 대용령직인수위원회의 직쩨개연안에 의거한 것으호 명가해 올 수 있다 이영악
당선자와 인수위는 부저수흘 최소화하여 작고 효융적인 정부툴 안들겠다는 대부처주의

원칙올 표방했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분야의 모든 엉무들율 보건복지가족부로 용합
하는 작엉에 착수했다 따라서 보육업무가 저출산 고령화 엉우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

부로 이관되는 것은 애초부터 기갱사실화되어 있었다

낀내부관료
( 1 ) 여성부

2001 년 l 월 출엄한 여성부의 초기 엽우는 성차별개선， 여성의 권익증진(성폭력 및 가정

폭력 엉우) 및 대외협력 업우였고， 내부 관료틀은 죠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죠직올 늘리는 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집행업무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집행업무

의 확대전략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기보다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오던 기
존의 엉우틀을 여성정책과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이관받으려는 형식으로 나타났다{원시연

2006,‘ 2006b)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둔 2003 년 1 월 9일， 여성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위원회 업

무보고에서 양성명동한 사회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양성명둥한 가촉정책 추진
f가족기온법」 제정 포항).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및 질 계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

성임자리 창출， 성애매방지 및 띠해여성보효， 남녀차별 구제 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엉
무보고의 내용에는 여성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를 이판받기 위한 전략과 의지가

드러나 있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여성부와 여성단제는 보육엉우 추진의 휠요성올 주장하

연서 업무이관을 위한 준비흘 해오고 있었다 '"
그리고 같은 해 | 월 22일， 여성부는 r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목의 대용령직

인수위국정토론회에도 참여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육문제 혜경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

대라는 제목의 과제추진계획올 발표하였다 여성부는 양성명등사회의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연서， 일과 가족의 양렵지원정책의 하위 엄주에 보육업무를포함시켰다
이와 동시에 양성명등사회추진위원회(가칭)의 조직면제안도 꾸혀졌는데， 그 내부에 5개

의 분과{영유아보호 육성추진분과， 여성일자리장출추진분과， 민주적 가족문화형성추진
분과， 여성인권향상추진분과， 청소년보호 육생추진분과)를 두는 방안으로서 이미 정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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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전부터 여성부는 보육 가족 청소년 엉우의 홍합추진 계획융 항째 준비하고 있었

다
여성부는 보육엄우가 이관윌 경우， 보육업무 당당부서가 국 단위로 숭격될 것임을 강조

하였다 이는 국회 여성위원회 검토보고서")의 주장져럽， 기존에 복지부의 과 단위어 서 수
행되던 것보다 보육행정기능이 강화된 것으로도 명가될 수 있다 그리고 보육업우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 냥아 계속 주변부 업무로 머물러 있는 것

보다는 여성부장관의 적극적 관싱 속에서 여성부의 핵싱정책으로 추진원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엉무률 제속 추진히는 것보다 더

유리한 업무추진체계로의 전환임을 내세웠다

한연， 2 뻐 8년 2월 이영박 정부 충엉 준비를 위한 업무이관 과갱에서 여성가촉부 관료는
보건복지부로 보육 및 가족엉무가 이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활동의 여력이 없었

다 부처의 존속이라는 옥적올 달성"는 데에 모든 자원올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다'"
(2) 보건복지부
2003 년， 보건복지부 관계자뜯만 아니라 지자체 영무당당자와 보육시설 종사자틀은 기

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챙해 왔던 보육업우을 여성부가 추진한다는 것에 상당한 우려올
표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비단 보육엉무 뿐만이 아니라 노인， 아동， 갱소년， 장애인， 저소

득충 지원 업우 퉁과관련하여 지방갱부와의 업무연계가 지난 60 년 풍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었고， 1 995 년에 지방자치제도가 출엉된 이후에도 지자제의 복지담당부서와의

인적교류도 제속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엽우가 행정자치부{자원흉사)， 노퉁부(장애인 고
용) 등으로 나뒤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보육엽무는 보건복지부， 유치원의 교육업무는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추진되는 동 부처간 업무의 중첨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보육엉우가

또 다른 새로운 부저인 여성부로 이관될 경우 발생될 혼란이 지적되었다 여생부는 이미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인 200 1 년에 발족되었고， 지자체의 여성엉우는 복지담당부서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우협죠가 이루어질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정도 고려
되었다
지자체 관계자에게 중앙정부의 보육엉무당당부서가 ‘국”인지 ‘과1인지는 중요하지 않

12) 국회 여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2003 r갱부조직영 일부개갱엉융안점토보고서 J II 영)
13) 인터뷰자료 (200&1 1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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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것이다 여성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강은 행정기구의 i숭급”이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는맞아떨어지지 않았다고할수있다
한연 .2008 년의 조직개연어 서 보건복지부는 업무툴 이관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부
관료틀이 이를 강력히 반대항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국회
2003 년 10월에 국회에 제충된 갱부조직법안의 용과와 관련하여， 야당인 한나라당이 제
| 당인 상황에서 국회는 업무이관과 직제개연율 포항한 정책의 연화에 거부권올 행사할수

있는상횡에놓여있었다
정부조직엉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법안이었지만， 관련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업무 소관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반대의견을 쩨시했다 그 요지는 영 유아 보육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유기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정과 여성부로 이판될 경우 보육윷 지냐지게 여성갱책적

입장에서 봉으토써 가정올 중심으로 영 유아에게 보장되는 보건 및 복지시책이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반면， 여성부 업무 소관인 여성위원회는 창성의견을 계

시하였다 그 근거는 여성부가 보육업무틀 당당할 경우 가족의 재생산기능의 강화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흉한 생산성 제고， 그리고 명동사회 구현을 위한 기회를 갖게 된
다는것이었다
관련 위원회의 찬 반 의견융 소관 위원회가 장고 하였옹은 해당 위원회의 국회회의록
자료률 용해 알 수 있으나， 보육엉우 。1 판은 정치적 쟁정이 되지 못했으며， 국회의 반대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행정부의 조직연경을 국회가 강력히 거부할 영분은 크지 않았
던것으로보인다

반면 이영박 갱부 충엉에 따른 조직개연안은 상당한 정치적 논란율불러 일으켰다 특히

여성가족부 예지안은 홍일부 예지안과 맞물리연서， 국회 내 쩨 l 당임에도 여당어 서 야당으
로 신분이 바뀐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 때 주목할 사실은 인주당이 김대중
정부와 노우현 정부를 흥해 지속되었던 -여성우-의 상징성을 근거로 죠직예지안에 반대

한 것이지， 보육업무의 복건복지부로의 이관방안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정이다 그러
다보니 협상과 타협의 내용은 여성부의 존치와 예지에 맞추어져 있었을 뿐， 엉무의 이관은

별다른 쟁점이 되지 못했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축소된 채 흔치원 수 있었으나，
보육업무는 원안대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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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집딘

보육단체는 2004년의 업무이관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아
통복지시설연합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풍 9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

는 보육시설휴업 또는 예쇄방안올 경의하였고，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모임인 복지부공우
원직갱협의회도 반대성영을 발표하였다 반대성영 과정에서 보육단체의 일부는 여성학적
시각에 입각한 보육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려를 요영했으나시각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은아니었다
사실 지방정부에 가정복지국이 일팔적으로 설치되고 여생 공무원플융 국장에 임명하는
조직개연이 이루어졌던 1 988년 당시‘ 노인단제툴은 노인업무가 가정복지국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했었다 심지어 업무이관이 구제적으로 논의도 되지 않았던 2000년 5 월 여성부
(처 )신설 공청회에서 보육단제와 노인단쩨틀은 여성부 신설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보육업우와 노인복지엉우가 여성부로 이관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고 전해
진다 ,., 여성관련 직제개연 논의가 있을 때， 이처럽 기존의 복지관련 이익단제틀은 지속적

으로 반대의사를 표영혜 왔는예， 그 이유는 신생의 힘없는 부서 또는 부처로의 이관에 대
한 거부감 때운이었다(원시연

2006a)

한연， 보육단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호 이
관되었는데， 문제는 여성부로 보육엉무가 이관왼 후에 더 두드러졌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의 장들은 여성부의 정책수행에 강력히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여성부가

법인 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 (8IH O%)올 보건복지부의 지원비융
(91)-40%)보다 \0%씩 낮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6 년부터 민간시설 보육료흘 국 공
립 수준으로 얀하하고， 그 차액율 갱부가 지원하게 되연서 법인을의 반발은 더욱 강해졌다
여성부의 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월 때에 " 1 혜 새로운 제도적 개선올 시도하

였고，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셔 부처 최우선순위 엉우로 수행되었다 그럽에도 불구하

고， 집절된 이익단제들의 반대는 지속되었다 여성부의 업무추진방향이 기득권 세력에게
는 소위 밥그룻올 줄이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 보육엉우가 보건복지
부로 다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이익단체틀의 주장이 정부출범 조직개연 과정에서 고려되었
음은국회회의륙자료에서도드러나고었다 1이
14)

‘여성부， 여성틀이 더 반대I n서올신문 2 얘)15/ 10， 31)

15) 인터뷰자료 (200811 1 125)
1 이 제1271 회뺑갱자치위원회제3차외의 (200없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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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업무를 다시 수행한 이후인 2009년 9 월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
과에 의하연， 의사소통의 용이성 차원에서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69%, 보육시설 운영자의

7 5%가 보육업무를 복지부가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변하였고' " 여성부가 업무를 받
는 것에 찬성한 비융은 각각 1 9%9f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협회와 시설 운영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엉무를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즉업무 이 관과 주요 행위자의 정치

2

가촉업무의 부처간 이관과정도 상당한 갈퉁과 난관에 부딪쳤던 것이 사실이다 가족업

무는 앙의 〈그링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년 동안 총 3 회에 걸쳐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
(가족)부 사이를 오갔다 주요 행 위 자들올 중심으로 업무이관의 정치적 과정을 살며보연

다응과같다

1)대통령

(1) 노우현정부
2 003 년 l 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성

장애 학별

외국인 비

갱규직 풍 5 대 차별‘율 포항한 모든 유형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엉 제정계획을
발요하였다 ,., 그 자리에서 노우현 당선자는 다양한 차영엉무률 국가인권위원회가 총팔
하는 업무이관의 방.~융 지지하 였 다 자신도 사회적 차별금지법‘용 제정하겠다는 대선공
약을 제시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더울어 노대흉령은 2003년 11 월 20일，여성부를노인 아풍 청소년 엽무를함께당양
하는 여성가족부 또는 가촉여성부로 확대 개연할 계획이 있응올 밝히고，.， 업무이관에 대

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연 정부 부처 내 조정과 합의를 이뤄내도혹 적극 톱겠다고 공언

하였고，씨 가족문제와 복지문제륭 구분'f-는 입장융 취했다씨

17)
18)

국회 행정안진위원회

2009. r정부조직엉 일부개갱영셜안싱사보고서，( 12월)
200311/14, 1)

19)

.여성부흉가혹부로확대→노대용령，여성단체장파요찬1서용신문 200311 1 12 1 ， 6)

.자기정부 자영금지엉제정Y운화일보

20) .여성부 ， 7)쪽엉우 이관 요구 논란 - 복지부 동 부처이기주의 강력비딴1문화일보 200이θ 1 5 ，
10)

21) 껴&냥‘깅예정 jj[수 여성과사회서갱부가족갱책응욕지부당피하기1한겨에 2005/61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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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기부터 노 대홍령은 여성부의 성차별개선엉무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연

서， 보건복지부의 가족분야엉우와 문화관광부 및 국무총리산하청소년보호위원회의 갱소
년업무블 여성부로 이관하는 뺑!율 지지하고 있음을 수차려 에 걸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었다 그 근원에는 여성부의 성차영 개선업무가 이관될 경우， 여성부의 엉무가 보육엉무
와 권익중진(성폭력 가족폭력 엉무)업무 만으로 축소되는 문쩨를 해절하기 위한 끄민도
항쩨반영된것으로보인다
(2) 이영박정부

한연， 2008년 2월의 이영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가촉업무와 복지문제률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유사한 기능의 흉합이 조직개연의 가장 주요한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가촉엽우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성부는 다른 대부처

들에 비해 지냐치게 소관법률과 엉무의 양이 줄어들었고'" 예지되지는 않았지안 여성정

책 자체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여성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었다씨
정치적 협상올 홍혜 여성부릉 예지할 수 없다연， 여성부흘 미니부처로 방치"1-는 것보다
는 엉무올 추가적으로 이관하여 확대시컬 필요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정부 내부의 논의가
수렴되어 갔고， 이에 대해 이 대홍명도 동의하게 되었다씨

2) 내부관료
( 1) 여 성부
보육영무의 이판이 일단란된 직후인 2004년 6월 ， 여성부는 노 대용령의 지지툴 근거로
적극적인 추가업무확보노력을 기울였다 여성부는 대풍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하 핵신위써 보건복지부， 운화관광부， 갱소년보호위원회(이하 챙보위)의 가족 및 청소
년 업무률 이관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사실 여성부는 냥녀차별개선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그 대가로 가촉업무를

22)

.'6(1)억짜리 이렇재저는비"용하고싶지는않고요，사실응그형께미니부처로냥는것보다는
저회을 원안대로보건복지여성부표 하는 것이 어 낫지 않겠느냐

워낙 여성부 존치용주장하시

는 다른 당의 의견도 흔충올 해야 되기 때문애 이렇게 융얀혹스엉지안 여성부료 하게 ‘ 째 271
회 앵갱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박재완 의원 방언(200잉no)

23) .정책진단 껑떼기안 냥운 여성부 ‘여성정액은 죽었다
2009/1/19, 8)
2꺼 인터뷰 자료 (20081 1 1 125)

한혜 얘산 우려 95% 싹욱Y서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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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게 된 것에 대해 정적으로 찬성했던 것은 아니 었지만.7}촉업무를 이관받게 왼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태였다에
이영박 정부 출엉 과정에서는 앞서 보육업무의 재이관 과정에서 살며보았듯이 여성부는
부처 존속올 위한 활동에 집중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촉업무의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이관을 저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갱부충엉 직후부터 여성부는 보육 및 가족엉무와 더붙어

청소년 업무까지률 이관받기 위해 이명박 정부 출엉 이전부터 미리 마련해 두었던 내부계
획을 다시 고려하기 시작했다.，

가족엉무는 20 \0년 3 월 19일부터 여성부로 이관되어 또 다시 여성가족부를 탄생시켰다
여성가족부의 재탄생 파갱에서 드러난 사실은 여성부 관료와 국회 여성위원회 관겨 자의
업우량확보노력이 가촉업무 이관의 매우 절정적인 연수였다는 점이다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육엽무 이관에 이어 가족업무를 또 다시 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해 상당

한 우려와 함째 강한 반대의사를 표출하였다 만연， 청소년 엽우 관계자는 청소년 육성(문
화판광부 소관)과 보호(챙보위 소관) 엉무의 흉합에는 원척적으로 동의하연서도 여성부

로의용함에는혁신위의제안과합의가필요한사안이라는죠심스 러 운반웅을보였다”’
그러나 엽우이관에 대한 대용령의 적극적 지지 속에서， 갱부죠직법 개정안의 블을 쩌뜯

과정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청소년 업무는 우선 국가청소년위원회블 설치하여 흉함한
후， 여성부와의 용합은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는 절론에 도달한 반면， 보건복지부의
가족업무는 이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엉우이

관을 둘러싸고가족업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을 내리는 작엉부터 시작해야 하는 힘겨
운 논란이 벌어졌으며，‘” 가촉업무의 엉위를 최대한 협의로 해석하고자 했다 정부 내부에
서 7택업무는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이 정책적 보호릉 홍혜 소위 -건강가정 "o} 되

25)

인터유 자료 (201 014α8)

2이 인터뷰자료 (200&' 11 125)，

27) ~여성부， 가촉엉우 이판 요구 논란 - 욕지부 둥 ‘부처이기주의 강쩍비만"(문화일보 2여W6.l 1 5 ，
10).

28) 깅근태 장판이 가혹엉우가 원가음 들여다보니까 워 엉우깨안도 안되고 있고， 하드해어는 있는
에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기쑥복지국이라고 있긴 있는데， 그 엽우는 영 비어 있는 거죠 그러

나까 가혹엉우는그 쪽이 하시요 우리는 저출산 엉우블힐에니
거죠- 인터뷰 자료(20081 1 1 125)

그렇게 된 거죠 갱치와 타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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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안이해되었기 때문에 이판이 가농할 수 있었다 씨
한연， 여성부로 추가적인 엉우률 이관힐 핑요성。l 있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올 둔 2009년
12월의 정부초직엉 개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분야인 노인， 장애인， 아동， 저출산
고령화， 보육， 가족， 챙소년 업무 중 가장 마지 악에 이관 받았던 가족엉우와 챙소년 업우를

이판하기로 결정했다 씨 20여년에 보육업무는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측연에서 여성부료 。 | 판되었으나.20WI1에는 저출산 고령화 업무흘 추진하는 보건복지
부가보육엉무을함째 맡아야 한다는 주장올 근거로 여성부로 이관되지 않았다

3) 국회

2004년 보육엽무 이관 때와 마찬가지로 2005년의 가족업무 이관에서도 정부조직법의
소관위원회는 행정자지위원회였고， 관련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각기

의견율 제시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엉에 의거한 가족엉우흘 포팔적이고

광엄위하게 해석하연서 ， 업무이관에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올 제시하였다씨
보건복지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은 가촉엉우의 영역이 초래할 혼란에 대하여 문제제기
을 하였다 당초에 여성가족부로 이판될 예갱이었던 저출산 업무를 포항하여 노인 아통

엉우 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협의의 가족업무안이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운이다 이판되는 가촉업무가 보건복지부 내에 전당부서도 쩨대로 없었던 상황임에도
용구하고， 여성부가 가족갱책 엽우를 가장 잘 수행항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업무이관 논
의가시작원것도아니었다

조직개연안은 단지 엽우가 적은 부처흘 존속시 키 기 위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일부 엉 무

흘 이관하여 조정'f-는 부처 간 타협의 산툴에 다릎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씨 하지만 보
건복지위원회는 판련위원회로서 의견제시만 할 분， 영안율 심의할 권한이 없는 데다 여당

29) 제 252회，보건혹지소위원회 제 l 차회의 (2005α 1 8).
30) 흥미료운 사설은 청소년 업우가 호건복지가촉부로 이판핀 이후， 갱부는 아통과 갱소년 엉우가
용합적이고 셰계적으로 수챙되어야한다연서 아동 청소년 용앙엉안(아동 갱소년의 성보호얘

관한 영융 전부깨정안， 이용 갱소년기본엉 정부재정안， 아동 청소년앙풍진흥엉 천부개정안)
융 국회애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업무이관과갱애서는 갱소년 엉우가 복지부의 보건 복지
정액과는 영개로 발전되어 용애 여라 아동갱왜과의 연관성이 다소 척다는 잉장융 취했다는 점
이다 행갱안전위원회 정부조직엉 일부깨정엄융안 검토보고서 (20091 11 )

31) 제 252회， 보건용지소위원회 세 l 차 회의α005α118)
32) 제 252외，보건복지소위원회 제 l 자회의(2005α l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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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위원장올 맡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제충 정부조직법에 대 하여 강력히 반

발하지는않았다
회의록 자료에서 드러냐는 바와 같이， 여성위원회 위원들은 가록업무가 여성부로 이관

된다는 사실에 대혜서 부정적인 반용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성차별개선업무룡 포기하
는 대가로 가혹업무가 이관왼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정， 그리고 일부 의원들과 진보적

인 여성계에서 이를 비딴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씨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영하지
는않았다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여성부가 그 신설취지에 맞지 않

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챙하게 된다는 정과 보건복지쟁책 의 출발이 가촉윷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갱책올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가족엉무 이관에

반대의견을밝혔다
그럽에도 정부죠직법 개정안에 함께 당겨져 있던 복수'1'판제도(재정경제부 등 4개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방안) 도입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7택업무이관은 정치적으로 민갑한
이슈로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결국 복수자판제도 규정율 삭제하는 것으로 여 야간 합의
가 이루어졌고， 정부조직법 개갱안이 위원회에 상쟁왼 지 이틀만인 2월 23 일에 이미 소워
싱사와 법안 수정 의 결까지 완료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가족엉우 이관제획 원안은 수정

없이 용과되었다 이미 행정부 내에서는 여성부 엉무의 확대를 위한 부처간 업무조정。1 일
단락된 상태었기 때문이다
그렇다연 2008 년에 보육 및 가촉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왼 후에도 여성부는 어떻게
존치될 수 있었올까? 이는 야당의 강력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가능했다 인수위원회의 초

안은 여성가족부률 예지하고 가정 양성차영위원회률 성치'1-는 내용용 당고 있었던 반연，
대다수의 여성단체는 여성가속부의 촌지플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다 야당은 홍일부와 여
성부의 예지계획에 강력히 반망했다 여성정책당당기구가 성치된 이후 조직개연 논쟁의
핵심주제로 떠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민주당은 깅대중 정부시기부터 1 0년간
가장 역 정을 두었던 사엉인 홍일업무와 여성엉우를 지켜내고자 하였다.，
정부 충멍 이전에 국회 인사청문회의 일쟁확보가 불7냄할 정도로 잉박혜서야 여 야

JJ) 가촉업무의 이판은 여성부가 용래 갖고 었던 성자영 문제개선 및 여성권익양상 엉무 당당부져
g서의 정쳐 성융 약화시카고， 보육사엽과 가혹사엉올 당당하는 i가족부-료의 연화용 의미" 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원시연 200fu)

34)

인터뷰 자료(2008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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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에 의혜 정부조직엉 개정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여생부는 급격히 혹소되었으며， 당시

행갱부 내부 관계자들도 초미니 여성부 형태를 개연의 대안으로 전혀 예상하지 옷했올 안

큼그결과는극적이었다
이영박 정부출범으호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던 가종업무가 2α”년에 다시 여성부
로 이관되는 과갱은 또 다른 갱치를 보여주는사혜가 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올 심의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성부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틀여졌지

만， 과연 어떤 영우까지틀 이관의 엄위에 포항시켜야할 것인지가 챙정이 되었다
예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수행된 척이 있었던 보육엽우가 가촉엽무와함쩨 고려되었으여，

아풍 청소년 업무도 이」와 더붕어 용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여성부료 항째 이관되

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생얘주기적 정근에 의거해 올 때 보육 。}풍
갱소년 업 무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운에 여성부로 이관될 수 없다는

주장이 반영되어， 여성부로는 가촉업무만이 이판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최종 경

정되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엉쳐 샤영위원회를 흉과한 갱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를 흥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촉 및 청소년 업무의 이관을 당은 본회의 수정안이 용과

된 것으호， 이는 철국 갱부와 조융。| 왼'" 정부조직엉 개정안이 최종 반영된 것이었다

4)

이익집단
가존업무 이관 과갱에서는 보육업무 이관처럽 영빽히 반대하는 이익단체 풍 조직화원

집단의 이해관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씨 다만‘ 원칙적으로 여성엉우와 가족엉우의 연관
성을 인정하연서도， 여성이 다시 보수적인 가촉이데올로기에 애올되고， 여성부의 정체성
이 약화외는 상횡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가족부 출엄에 대한 반대성영서 퉁이 일부 진보

여성운동단체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갱도였다 m
오히려 가족엉우와관련된 이익집단의황동이 드러난것은 뼈 8 년 l 월 인수위에서 여성
가족부 예지계획이 발표되연서부터였다 2004년에 건강가정기온법의 제정에 앞장섰던 이

35)

재 [8대 국회 제 284회 앵정안전위앤회 제 [ 0자 회의혹얘서 이달곤 앵정안전부장관은 -이 문제는
지긍 의원닝이 방의용 해 놓았는데， 융흔 정부하고 여러 자예 교강이 있은 것으g 앙고 있g니
다 슐직히말씀드려서·라고발언한바있다

36)

인터뷰 자료 (201 α4128).

37) 기타 자새한 논의는 http://www.Ll nninetnel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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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계책훈은 가족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환원시키려는 웅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 엉은 건강가정사 자칙중이랴는 이해관계가 결려있었고， 새로운 정부총염이

그들에게새로운정치적기회률제공한것이다씨
결과적으료 올 때， 이툴 이익집단플의 요구대로 여성부가 예지되지는 않았지만 가족엉

우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수는 있었다 가촉업무의 이판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특정 학회
판계자가 인수위 엉무에 직정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써
그러나 2010년의 직제개연 과정어 서는 이익 집 단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다 가족엽무가

계속 보건복지부 소관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특정 학계의 주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는 여생부 수장의 충신배정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안약 이들 집단
이 2008 년도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엉우의 여성부로의 이관에 대해 반대하였다고 하더라

도， 대용령을 포함한 행정부 내부에 여성부로 관련 엽무을 이관해야 한다는공강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이 엽우툴 이관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이이 가촉업무와 청소년업무 이
관계획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제개연안의 방향을 변경힐 수 있을 가능성은 매

우낮았올것이다

N

철론

1 요약
2004년도 보육업무의 이관은 대풍령의 의지와 여성부 관료들의 지속적인 엉우확보 노
력의 결과가 낳은 산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보건복지부 내부의 관료들
은 보육업무 이관에 반대했지만， 대홍령과 해당기관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업무

이관이 기정사실화되었다 보육단제의 반대는 더 이상 직제개연에 영향올 미 치 지 못했다
2008 년의 조직개연 또한 작은 정부흔에 입각한 대홍령의 의지의 결과로 불 수 있다 가
족엉무 이관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의지가 죠직개연에서 가장 결정쩍인 역할올 당당했응을

보여주었다 보육 및 가촉업무를 여성의 사회창여 확대와 직접 연계시키는 방안올 적극 지

38)

인터뷰자료 (200811 [125).

39) 인터뷰 자료 (2008111α5).
40) 여성부사엉예산은보육및가축엉우의

이관으호망미앙아 95% 삭강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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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했던 노우현 대용령은 정부출범 과갱에서 짜여진 인수위의 제획에 따라 가촉업무를 보
건복지부에서 여생부로 이관시키는 데 힘을 실어주었다 따라서 노우현 정부시기에 여성

부 관료들의 적극척인 엉무확보 노력은 성공을 거둥 수 있었다

그러나 이영박 대흉령은 보육과 가족업무가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야 하고‘ 복지의 영역은 모두 보건복지부가 용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올 견지함에

따라 여성부에서 보건복지부로관련 엽무틀융재이관"1-는결말율도출시였다 당시 여성
가족부는 부처가 존예위기에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량올 논의항 상앙에 있지 뭇했
고， 보건복지 부는 소관업무의 범위가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이관 과갱에서 상대적으
로 느슨한 전략으로 임했다

보육 및 가족엉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타협의 공간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소관엉우를 당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로서 의견져 시
의 권한만 있고， 정부죠직엉의 소관 위원회가 엉 개정의 최종 관문이 되었기 때운이다 보
육 및 가족엉우의 이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툴 속에서 갱치적 쟁점올 형성시키지 뭇

하고 영다른 수정없이 원안이 홍과되콘 하였다

한연， 이영박 정부 충엉기에 여성부 예지계획을 두고 국회 내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지하였지만， 이는 여성 전담기구흘 부저형태로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연 위원회로 연정
할 것인지를 두고 이루어진 정치적 협상이었지， 보육 및 7택업무의 보건복지 부로의 이관

이 논란의 중싱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 011

3월의 직제개연에서도 가족엉우는 여성부의 업무량올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8 년에 이관 받았던 업무릅 여성부로 다시 보내주었다

2

맺음일

성공적인 죠직개연이 되기 위해서는 챙갱원리와 정치적 타협이 균형올 이루연서 함째
당겨져야한다 정치적 목적이 행정적 옥적을 압도할 경우 조직개연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
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운영재 .2008)
해당업무의 직제개연이 원칙없이 이루어지다보니 조직개연 이전에 제시되었던 논리와
다시 이관되연서 동장한 논리 사이에 상호 오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대부

처주의 ”원칙을 내세우연서도， 인력 1 00영에 불과한 초미니 부처를 존속시키거나， 관련 업

무 홍합의 멸요성올 주장하다가. 1 년도 채 지나지 않아왜 해당 엉우들을 분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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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는 안타까운상황들이 자주옥칙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2여l4년 보육영우가 여성부로 이관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업무 대신 저
충산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그런데 아이 러니컬하게도 2010년 3 월의 정부

죠직개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육업무를 저출산업무의 핵심엉우로 간주하고， 이를
해당 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성영하였다 2어8 년 2월에는 아동 청소년 업무의 연계성

올 강조하고， 관련 법률안올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2009년 12월에는 아동 갱소년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엉무들 이관하였다 각 주장의 정오(표꿇)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는

정부가 내세우는 업무이관의 원칙과 영분이 얼마나 가연적인지릉 영확히 보여주는 사혜
였다

정책추진제계의 경로의존성 φath dependency)과 역사적 맥락올 고려하지 않고‘ 탁상에
앉아 엉무를 ‘떼었다가 툴였다가. õf는 정부조직개연은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업무추진의 효올성과홍합성 확보랴는 명분은 행위자들에 따라 상
이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응에도 늘 쟁부초직을 반복적으로 개연시키는 주장으로 풍장하
였다 이러한 액라어 서 지나치게 잦고 불영요한 정부조직개연과 그 정과모 도래되는 이해

관제자들 간의 갈등 그리고 업무추진의 효융성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은 자명하
다

보육 및 가촉업무는 그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도에 비해 정치권에서 큰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던 정책분야였기 때운에， 제대로 정착되어 뿌리내리지 못하고 짧은 기간 동안 수차혜
에 걸쳐 두 유판부처 사이플 오가는문제정올 노출시컸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이러한 현상을은 비단 보육 및 가족업무분만 아니라 다른 엽무틀과

조직개연 과정에서도 중흥 동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앞서 상여본 선행연구들
에서도 정부조직개연이 정치적 목적에 의거하여 빈번히 이루어져왔으여 이러한 초직개연
은 비;t융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수차례에 걸쳐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사이를 오고 갔던
엽무들의 부처별 업무수행 효과성 분석이 지금껏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이다 결

국 어느 부처어 서 수행되는 것이 더 바캉직한 성과흘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밀한 검토
와 분석도 없이 반복적으로 엽무이관안 발생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부처의 사엉

예산이 증가한 원인이 부처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의 결과인지 아니연 사회적 요구와 환경
에 따른 것인지죠차 제대로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건복지부와 같이 큰 부처로 관련 업우가 흉합되었올 때와 여성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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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동으로 업무가 분산되었을 때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차이와 효과성올 계량화하고

이를 실중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해야 하는후속 연구 과쩨를 냥겨두고 있다

투고일 2010년 4업 21일
심사일 2010년 4월 잃일
거재확정일 201C 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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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tics of Govemmental Reorganiz ations
Focus ing on Childcare & Family Policy Agencies

Si Yeon Won

I The Natio!냉%얘얘y Res어th 않Mce
In Ja Hwang I Youngsan 내ive야y

This study is 10 find out the political context and causes of the reorganizatÎons in Ihe
govemment agencies which have been in charge of childcare policy and family policy
in Korea. Th is paper focused on main

p이itical

actors such as the Presidcnt, the National

Assembly, bureaucrats, and inlerest groupS. NOI only literatures but also the minUleS of the
National Assembly, news papers and interview materials have been uscd in ordcr 10 analyse
the process of the govemmental reorganizations. Regarding childcare

p이 icy

and famil y

policy agencies , the Presidenl and bureaucrats have been critical faclors 10 give impetus
10 the govemmenlal reorganizations. And the NatÎonal Assembly played an important
role to finish the whole process through legislation. The
govemment has not been 50 influential rather than

pri 따 iple

p이 itical

of 5mall but effective

negotiation among the main

actors in the process of the govemmental reorganizations. Future study should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mment agencies for childcare policy and fami ly p이 icy with
quantitative methodology dealing with the govemmental reorganizations
Ke Y'’ ords: govemmental reorganization, childcare
Gender Equal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 이 icy，

family policy, Ministry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