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호

여성관련 현안 및 정책자료

1997년 12월 22일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Tel : XXXXXXX ,2
Fax: XXXXXXX

바람직한 정치권과 비정부단체의 보완관계
이 미경의원 (한나라당)
이번 국회는 12월 18일의 대선 때문에 한달 가까
이 회기가 단축되었고, 게다가 이미 가열되기 시작
한 선거 바람 때문에 상임위나 본 회의장 모두 텅텅
비기 일수였다. 참으로 국민들에게 민망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여성관련 사항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家庭暴力
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과 ｢家庭暴力防止및
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이 제정되어 그 동안 사
적인 가정사로 공권력의 관심사 밖의 일로 치부되었
던 가정폭력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하
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를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 교화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끔 되었
다. 6년 가까이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법안 청원
에서부터 사회적 여론을 일으키고 각 정당에게 압력
을 행사하고 국회 의정활동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한 여성단체들의 끈질기고 집요한 노력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밖에도 ｢국적법｣개정, ｢영유아보육법｣개정 등이
이루어졌고,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액수이지만, 정
무장관(제2)실 예산과 여성단체지원 예산 등이 증액
되었다. 단 97년도 정부의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중 50억원이 유보된 것은 다른 기금들과 마찬가지
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주목할 사실은 일본군'위안부', 731부대 생
체실험, 강제징용 등에 가담한 전쟁범죄자의 한국입
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은 일본전범에
대해 처음으로우리가 법으로서 제재를 가한 첫 사건

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
가 크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범죄로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대처해야 함을 공식적으로 분명히 천명
한 입법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좋은 입법들이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미 국제사회에서는 GO(정부)와 NGO(비정부단체)
라는 용어가 만들어져서 서로간의 상호보완을 인정
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만들자면 필연
적으로 선의(善意)를 가진 민간인들의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단체들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을 메꾸어 주어야 하며, 권위주의에 빠지기 쉬운 정
치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증진
시키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비정부단체들은 자신들
의 관심사에 대해 각 후보들의 긍정적인 정책을 듣
고자 한다. 얼마전 88개의 여성단체들이 여성신문
사와 공동으로 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일
간에 걸쳐 공중파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되는 토
론회를 여성들만의 힘으로 조직하고, 여성정책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날카롭
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후보간의 정책 차이를 이
끌어 내었다. 우리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의 향상된
정치력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이제 이러한 각
후보들간의 정책적 차이들이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와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는지 까지 발전될 때, 우리
정치 수준, 국민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리
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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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인사․여성특위 위원명단

■ 송년인사: ‘97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신 낙균의원 (여성특위 위원장)

1997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뒤돌아보면 아쉽
기 마련인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국회 여성특별위원
회는 자체가 안고 있는 기능적 한계 속에서도 최선
을 다하며 알차게 보낸 한 해였다고 감히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우리 국회 여성특
위 전문위원실에서 발행하는 이 자료집으로 나타나,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제15대 여성특위가 출범하고 난 이후
여성특위의 20명의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
문위원실 여러분들이 일체가 되어 많은 일들을 수행
해 왔음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정책
전문인을 여성정책연구위원으로 모셔올 수 있었고,
올 8월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최초로 여성 사무관이
배치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계의 현안
인 가정폭력방지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안을 이끌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제
시하였고, 이 법들은 여성특위의 의견제시가 상당부
분 반영된 채 올해 모두 처리되어 또 하나의 성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단축된 국회일정 가운

데 지난 제185회국회
(정기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여성경
제인지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여성관련 법안에
대해 또한번 효과적인 의견제시를 하기도 하였습니
다.
여성특위는 외부적으로도 민간여성단체와의 간담
회를 통해 여성계의 의견수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
여 왔으며, 내부적으로는 여성관련 현안을 주제로
직원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고, ｢여성관련
현안 및 정책자료｣를 제4호까지 발행했습니다. 특
히 ｢여성관련 현안 및 정책자료｣는 여성특위 위원님
들 뿐만 아니라 299명의 전 국회의원 및 보좌진,
외부의 여성관련 단체에게도 국회 여성특위의 활동
을 알리고, 여성관련 현안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시
키는 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모두 기능적으로 한계가 많은 여성특
위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라 여성정책을 효율적
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기대와 관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새
해에도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이신행(환경노동위)
전용원(통상산업위)
이미경(환경노동위)

위원장: 신낙균(국민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간 사: 권영자(한나라당, 행정위원회)
추미애(국민회의, 내무위원회)
변웅전(자민련, 건설교통위원회)
위 원:
<한나라당>
김영선(행정위)
김충일(통신과학기술위)
박종웅(문화체육공보위) 오양순(보건복지위)
이사철(법제사법위)
이상현(행정위)

임진출(문화체육공보위)
김홍신(보건복지위)

<새정치국민회의>
김한길(교육위)
한영애(환경노동위)

신기남(교육위)

<자유민주연합>
김칠환(통상산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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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환경노동위)

여성특위 활동보고: 공식회의

여성특별위원회 활동보고
( 1997년 9월 30일 - 현재까지)
태․신낙균․이재선․이미경․추미애․홍사덕․하
경근․이수인․ 한영애의원 외 10인 발의)

<<공식회의>>
◆ 제185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5.

* 일시: 1997년 11월 11일 10:00

6.

*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501호실)
* 출석위원: 신낙균위원장, 위원: 권영자, 김충일,
오양순, 이상현, 임진출, 전용원, 변웅
전, 정우택, 김홍신, 이미경
* 안건: 여성특위에 회부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
바른해결촉구결의안 1건 및 여성기업활동
촉진에관한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일본군‘위안부’문제의올바른해결촉구결의안 (이미
경․임진출․한영애․신낙균․정희경․추미애․변
웅전․홍사덕․안상수․방용석․김재천․정의화․
박범진․김근태․이부영․천정배․김영환․김홍신
․이우재․이수인의원 외 21인 발의)
2.

女性企業活動促進에관한法律案 (남평우․서정화
․김호일․노기태․맹형규․박우병․박주천․심정
구․이원복․이재명․전용원․임인배의원 외 24
인 발의)

3. 女性經濟人支援및企業活動促進에관한法律案 (박
광태․김원길․김경재․신낙균․김영배․정희경․
박상규․추미애․손세일․한영애․조순승․박상천
의원 외 65인 발의)

嬰幼兒保育法中改正法律案 (오양순․김명섭․황
성균․함종한의원 외 22인 발의)

男女雇傭平等法中改正法律案 (한영애․정희경․
신낙균․임채정․방용석․추미애의원 외 17인 발
의)
7. 男女雇傭平等法中改正法律案 (정우택의원 외 43
인 발의)
8. 男女雇傭平等法中改正法律案 (이미경의원 외 19
인 발의)
9.

男女雇傭平等法中改正法律案 (오양순․권영자․
임진출의원 외 21인 발의)

- 제안설명
이미경위원(의사일정
전용원위원(의사일정
신낙균위원(의사일정
김홍신위원(의사일정
오양순위원(의사일정

제1항, 제8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9항)

-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부 유인물 대체):
- 대체토론: 이미경, 변웅전, 김홍신, 한영애의원
= 이미경의원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
견제시가 있었음.
= 변웅전․김홍신․한영애의원의 의견은 시간관
계상 서면으로 질의하고 속기록에 넣기로 함.

- 의결사항: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여성특위의
의견제시는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여성특위 공식회의 광경 (1997년 11월 11일)

4. 嬰幼兒保育法中改正法律案 (김홍신․김허남․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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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하고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하기로 함.

여성특위 활동보고: 위원간담회
1) 현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이 예상되는 법률안들
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은 후 각 법률
안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특히 여성기업
인지원법을 검토할 때 ｢벤쳐기업 육성법｣에 여성
에 관한 특별지원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위원간담회>>
* 일시: 1997년 10월 22일 12:00
* 장소: 국회 의원식당제4호실(오찬)
* 목적: 제185회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여성특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관련법률 제․
개정안 및 여성특위의 운영계획 등에 관한
의견교환.

1997년 10월 23일 이미경․임진출․한영애․신
낙균․정희경․추미애․변웅전․홍사덕․안상수․방

2) 9월말에 발간된 여성특위 자료집 ｢여성관련 현
안 및 정책자료｣제4호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여성특위의 홍보효과 및 여성관련 정보지로서
배부처를 확대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제안이유

여성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 일본국‘위안부’문제의올바른해결촉구결의안(1건) ♠
♠ 여성기업활동촉진 관련 법률안(2건) ♠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2건) ♠
♠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4건) ♠

여성특위에서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결의안 및 법률안에 대하여 1997년 11월 11일
제185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에서 9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회일정상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시할 의견서는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간사
회의에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11월 11일자로 제출하였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촉구 결의안 심사경과
용석․김재천․정의화․박범진․김근태․이부영․천
정배․김영환․김홍신․이우재․이수인 의원 외 21
인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해결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1997년 10월 25
일자로 여성특위에 회부되었음.
* 참석자: 신낙균위원장,
위원: 임진출, 오양순,
정우택, 김칠환, 신기남.
* 논의 내용: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일본
군이 고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최대 20여만명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나
라의 여성을 강제동원 혹은 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
로 삼았던 사상 유래의 찾을 수 없는 비인도적 범죄임.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일본정부
문서보관서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으며, 특히
일본정부는 '93년 8월 제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서 ‘위안부’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과 모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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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설립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조기
에 매듭짖고자 하고 있음. 특히 지난 1월에는 피해자
들과 민간단체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우리나라 피해
자 7명에게 위로금을 강행지급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바 있음.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의 실현은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한․일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피해국 국민
들과 관계 정상화를 의미함.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유엔 인권위원회 등 권위있는 국제기구들이 과거 일본
군이 자행한 ‘위안부’강제동원이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
적 전쟁범죄이며, 일본정부가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에 준하는 배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해 왔음.
이에 '9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일본정부에 권고한
권고문에 준하여 일본정부로 하여금 ‘국민기금’을 철
회하고,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
벌, 국가배상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대한민국 국회는 비록 종전후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과거 무수한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이 지
금이라도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대
하여 1996년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근거
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조직․운영된 ‘위안부’문제
는 국제법상의 비인도적 범죄임을 자인하고
(2) 2차대전 중 일본제국 육군의 위안소 및 기타 관
련활동에 관한 모든 정부보유기록 및 자료들을
완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 ‘유엔 소수자 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의 특별
보고관이 마련한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
자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라
도 이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
록 긴급자금을 지급하며
(4) 일본군 ‘위안부’범죄에 대해 서면을 통해 공개사
과하며 이를 피해자 개개인에 전달하며,
(5) ‘위안부’문제의 진실을 교과과정에 충실히 반영하
여 일본 후세들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고 아시
아 국민들과 진정한 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제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일본 지배하에 있던 동아
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위안소의 설치․운
영,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1994년
일본정부는 일본군의 관여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사실
이 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및 일본군의 공
식문서 등에서 위안부의 강제동원에 일본군의 직접관
여를 입증하고 있음. 특히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의 특별보고서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임을 인정할 것과 자료
공개, 사죄, 법적배상, 교과서개정, 책임자 색출 및
처벌 등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
협정 등으로 법적책임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민간
차원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설치하
여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는 바, 이는 ‘위안
부’문제의 비인도적인 범죄의 본질은 왜곡하고 일본정
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 할 것임.
그러므로 이와같은 명백한 국제적 인도에 벗어난
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속한 반성과 사과 및 국가
배상 등의 확실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상호 우호증진에 기여하리라
판단되므로 국회차원의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 여성특위 의견서
(1997년 11월 11일 통일외무위원회에 제출)
｢일본군‘위안부’문제의올바른해결촉구결의안｣에 대
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제185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1997년 11월 11일)에서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비록 종전후 50년이라는 세월이 흘
렀지만 과거 일본군에 의하여 자행된 비인도적 범죄
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속한 반성과 사과 및 국가배
상 등의 확실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과거
무수한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이 지금이라도 존엄성
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한․일간의 새로
운 관계정립과 상호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어 당위원회는 본 결의안에 찬성함.

1997년 11월 3일, 남평우, 서정화, 김호일, 노기
태, 맹형규, 박우병, 박주천, 심정구, 이원복,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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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활동촉진 관련 법률안 심사경과
명, 전용원, 임인배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女性企業
活動促進에관한法律案｣(이하 ‘신한국당안’이라 약칭
함)과 1997년 11월 5일 박광태, 김원길, 김경재, 신
낙균, 김영배, 정희경, 박상규, 추미애, 손세일, 한영
애, 조순승, 박상천의원 외 65인이 발의한 ｢女性經濟
人支援및企業活動促進에관한法律案｣(이하 ‘국민회의
안’이라 약칭함)은 통상산업위원회 소관이나 그 내용
이 당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1997년 11
월 5일과 11월 6일에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
까지로 의견제시 기간을 지정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
었음.

◎ 女性企業活動促進에관한法律案(신한국당안)
■ 제안이유
여성의 적극적인 기업활동 참여와 창업지원 등을 통
하여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경제
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女性企業活動促進에관한法律案｣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을 할 수 있도록 함.
6)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창업지원 등 여성기
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女性經濟人支援및企業活動促進에관한法
律案(국민회의안)
■ 제안이유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정착
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
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
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여야 함.
2)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
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야 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여
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
하여야 함.

3) 여성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여성기업활동
촉진위원회를 둠.

2)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
성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야 함.

4) 여성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는 여성기업공제사업기금
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
용․관리하도록 함.

3)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
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둠.
4) 여성기업활동의 촉진과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
치하며, 이 기금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용․
관리하도록 함.

5) 여성경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활동업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
치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6)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의 창업지원 등 여성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정보

5)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
하고 동협회의 주요사업에 관하여 세제상의 지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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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위 심사경과:여성기업활동촉진 관련 법률안
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95년 현재 48.3%로 남성
의 76.5%에 비하여 상당히 낮음.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전반의 남성위주의 인식과 관행 등에 기인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창의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이 두개의 법률안은 법률안의 題名 등 몇가지 사항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검토함.
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정의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당해 기업을 실질적으
로 소유하고 일상적 기업활동을 관리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상 법적소유의 배제여부와 일
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기업의 실질적 소유가 남성
으로 전환되었을때의 여성기업여부 판단의 곤란 등
“여성기업”에 대한 개념을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고 생각됨.
나.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수립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며, 자금․인력․정보․기술․판촉 등의 분야
에서 여성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보다 조
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의 기
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
소기업청에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
도록 하고 있음. 여성기업들이 불리한 여건을 극복
하고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한 제반 시책을 강
구․장려하고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마. 공제사업기금의 설치․운용
여성기업활동의 촉진․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공제
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금조달의 여
려움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봄. 기금의 조성재
원에 관하여 국민회의안은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과 여성기업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기금의 조성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또한 기금의 용도로서 국민회의안에서는 여성에 대
한 창업을 행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여성의 기업
창업자금융자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규정
하고 있음. 공제기금 설치취지는 상호 부조정신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도산 등의 사태발생을 사
전에 방지하고 공동구판사업 등을 통하여 기업의 이
익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일조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여성기업체 등에서 많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동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
제가 발생될 수가 있으므로 동 기금적립이 적정수준
에 달할 때까지는 실제 운영면에서 당해 기업체의 신
용등을 평가하여 성실한 여성기업에 대하여는 금융기
관을 통한 자금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운용
여성경영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하여 운
용하며 협회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경제인과 여성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
여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협회설립과 관련하여 국민회의안에서는 중소기업청
장의 설립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同案중 제20조에서
民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어 별도 중소기업청장의 설립허가조항은 불필요하다
고 생각됨.

라.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판촉확보지원

사.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설치 등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공공기
관의 우선구매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여성의 기업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
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센타 설치와
동 센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경제인들이 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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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련 교육기회 및 각종 정보에의 접근기회가 남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적절하다고 생각됨.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
계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규정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하겠음.
아. 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보조
국민회의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협회의 업무를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양안
제3조의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적절하다고 사료됨.
자. 기타
- 이 법률안의 제명에 대하여 신한국당안은 “女性企
業活動促進에관한法律案”으로, 국민회의안은 “女性經
濟人支援및企業活動促進에관한法律案”으로 하고 있으
나 이 법률안의 목적과 개별내용, 그리고 “여성기업활
동촉진”의 개념에는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이 내포
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題名은 女性企業活動促進에
관한 法律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여성특위 의견서
(1997년 11월 11일 통상산업위원회에 제출)
당 위원회에서는 제185회국회 정기회 제1차 여성
특별위원회(1997년 11월 11일)에서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이 사회적 편견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다음으로, 2개의 제정 법
률안의 개별 내용중 동일한 사항은 이를 채택하되
상이한 부분은 이 법률안 제정의 취지와 목적, 법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체계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음.
1) 여성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하여는
여성기업의 영세성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조
성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의 형평성, 그리고 여성기업활동 촉진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포함시키고,
2) 공제사업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이 법의 입법취
지에 비추어 여성에 대한 창업을 행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여성의 기업창업자금융자에 대하
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3) 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절차에 있어 중소기업청장
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兩案 공히 별도의 조항에
서 民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하며,
4) 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보조에 대하여 이는 동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
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각안 제
3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조항의 취지
로 볼 때 적절하며,
5) 이 법률안의 제명은 이 법률안의 목적과 개별내
용, 그리고 “女性企業活動促進”의 개념에는 여성
경제인에 대한 지원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女性企業活動促進에관한法律案”이 적절함.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심사경과
1997년 10월 27일 김홍신, 김허남, 김병태, 신낙
균, 이재선, 이미경, 추미애, 홍사덕, 하경근, 이수
인, 한영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嬰幼兒保育法中
을 극복하고 그 창의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의 주체로써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에 참여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 평등
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하
여는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改正法律案｣(이하 A안이라고 약칭함)과 1997년 11
월 6일 오양순, 김명섭, 황성균, 함종한 의원 외 22
인이 발의한 ｢嬰幼兒保育法中改正法律案｣(이하 B안
이라고 약칭함)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나 그 내용
이 당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각각 동년
10월 28일 및 11월 7일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의견제시 기간을 지정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嬰幼兒保育法中改正法律案(A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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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유치원 취원아동에 대하여만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가정양육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치
원 아동은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고 저소득층 중
심의 보육시설 아동은 유상교육을 받게 되어 보편
성․형평성 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유치원 뿐만 아니라 ｢嬰幼兒保育法｣상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취학직전 1녀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嬰幼兒保育法中改正法律案(B안)
■ 제안이유
인간의 초기환경이 인간의 지적, 정의적, 사회적
기초를 형성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아시절의
보육은 개인적,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
특히 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은 초․중등교육단계
의 성취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큰 분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대상 보육은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 왔으며 대부분의 보육비용은 수요자 부담원
칙에 의존해 왔음. 그 결과 보육비용에 대한 가계부
담이 과중되고 육아부담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에 크
게 제약을 받게 되고 있음.
그러나 선진 각국은 벌써부터 3세미만의 영아를
위해서 질좋은 보육시설을 제공하고 국가차원의 재
정지원을 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육아 및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육아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보육시
설을 공교육체제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시대적 과제라고 평가되어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국가 공교육 대상범위에 보육시설에 수탁된 아동
을 포함시키고 이들중 취학 1년전의 아동에 대
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학 1년전의 아동에
대한 보육에 필요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
립․운영하도록 함.

■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인간의 지능발달은 유아기에 80%이상이 형성된
다는 점에 비추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치원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은 국민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현재 취학전 5-6세 유아중 유치원과 예체
능학원에 57.7%(이중 유치원취원률은 약 45%로
추정), 유아원․놀이방․어린이집․직장탁아 등 보
육시설에 20.1%가 다니고 있어, 육아시설을 이용하
지 않거나 유치원 이외의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약 55%에 달하고 있음.
제출된 2건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初 ․中等
敎育法案｣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원아의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
설하는 수정안을 채택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바, 이 안건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의
보편성․형평성 차원에서 ｢嬰幼兒保育法｣에 의한 보
육시설 아동에게도 취학직전 1년의 무상보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그러나 이는「初․中等敎育法」修正案의 심의
결과와 관련되므로 2개의 법안중 관련내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도 국가
의 재정형편에 따라 현재 읍․면단위에서만 실시되
고 있는 점과 최근 기혼여성취업률의 증가추세에 비
추어 볼 때, 유치원의 종일운영체제로의 전환이나
10시간이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한편, 무상보육 소요비용의 부담과 소요시설의 설
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의 중요성과 취
학직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과의 형평성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됨. 그리고 이는 현행법 제21조(비용의 부
담) 조항에 대한 예외적인 특례임으로 법체계상 별
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또한 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는 현행 제도상 각급
학교의 학년이 3월 1일에 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1998년 3월 1일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현행
법의 자구정리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이 포함된 B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여성특위 의견서
(1997년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
당위원회는 제185회국회 정기회 제1차 여성특별
위원회(1997년 11월 11일)에서 이를 심도있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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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바 유치원 원아의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 실
시와 관련하여 유아교육의 보편성․형평성 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아동에 대하여는 취학
직전 1년의 무상보육이 필요하다는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법의 실효성 확

학교 학년의 개시일을 감안하여 1998년 3월 1일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初
․中等敎育法案｣의 심의와 연계하여 관련 내용이 동
시에 처리되어야 할 것임.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심사경과

1996년 7월 5일, 한영애, 정희경, 신낙균, 임채
정, 방용석, 추미애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男女雇傭
平等法中改正法律案｣(이하 “국민회의안”이라 약칭함),
1997년 9월 25일 정우택의원 외 43인이 발의한 ｢男
女雇傭平等法中改正法律案｣(이하 “자민련안”이라 약칭
함), 1997년 10월 28일 이미경의원 외 19인이 발
의한 ｢男女雇傭平等法中改正法律案｣(이하 “민주당안”
이라 약칭함) 및 1997년 11월 6일 오양순, 권영자,
임진출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男女雇傭平等法中改
正法律案｣(이하 “신한국당안”이라 약칭함)은 환경노동
위원회 소관이나 그 내용이 당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고 인정되어 1996년 7월 8일과 1997년 9월 27일,
10월 29일 및 11월 7일에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
일 전일까지로 의견제시 기간을 지정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男女雇傭平等法中改正法律案(국민회의안)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직장내에서 성희롱행위를 당하
지 아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
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성희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
여 최선을 다하도록 명문화함.

◎ 男女雇傭平等法中改正法律案(자민련안)
■ 주요골자
1) 직접적인 조치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인사제도
및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도 차별로 보도
록 함.
2)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면접․고용형태․
채용기준 등에서 性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주요골자

3)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조
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나 퇴직을 강요하지 못하도
록 함.

1) 사업주는 성별․혼인 등을 사유로 한 직접적인 조
치에 의하여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결
과적으로 특정 性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인사제도 또는 고용형태의 도입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4)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되
며,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5)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성희롱으로 인
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
료에 처하도록 함.

보, 그리고 체계면에서 현행 보육제도에 대한 특례
적 사항인 취학직전 1년의 무상보육의 실시와 이에
따른 소요비용의 부담과 소요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고, 또한 개정
법률안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과 현행 제도상 각급

6)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
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사
업주의 비용보조, 세제상의 지원 등을 규정하며,
직장보육시설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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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女雇傭平等法中改正法律案(민주당안)
■ 주요골자
1) 여성은 가사담당자 또는 자녀양육자로 전제하는
성역할분업론에 입각한 제도와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개정하여 남녀
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 조화를 도모하여 남녀평
등한 근로권을 확립하도록 함.
2) 직접적인 조치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인사제도
또는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도 차별로 보
도록 함.
3) 동법을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함.
4) 어떠한 임금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性에 따른 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금지급의 기준인 동일가
치노동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여성근로자대표가
포함된 노동조합 또는 여성근로자대표가 포함된
근로자대표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5)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性에 따른 차별을 금지
하고, 현행 법에서 분리되어 있는 교육과 직업훈
련을 통일하여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으로 하
고,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에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6)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
을 종용하거나 轉職,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기타 불이익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함.
7) 사용자, 다른 근로자 및 업무와 관련한 제3자는
성폭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구
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에 위
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8) 사업주는 직장내 성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9)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을 “3년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하여 3세 미만의 자녀를 두었거나 배우
자와 사별, 이혼한 상태에 있는 남자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아
휴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11)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업장 감독권을 강
화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현행
｢嬰幼兒保育法｣의 직장보육시설 관련 일부 규정을
｢男女雇傭平等法｣에 두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세제
상의 지원 등을 규정함.
12)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男女雇傭平等法中改正法律案(신한국당안)
■ 주요골자
1) 사업주에 의한 인사제도나 고용형태가 특정 性의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결과적 차별을 규제하는 규정 신설.
2)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 의무부과와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
에관한法律｣중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항을 준용토록 하는 규정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실
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휴직 비용의 사회분담
화를 가능케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
4) 고용평등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분쟁
관련 사실의 직접조사권, 관할지방노동청장에 대
한 시정조치 요청권 등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개정.
5) 입증책임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
와 사업주간의 분쟁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완.

■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이번에 제출된 4건의 개정법률안은 그 제안하고 있
는 개정내용이 다양하지만 간접차별의 금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피해구제 등 의 사항은 공통적이므
로, 먼저 공통부분에 대하여 사항별로 검토함.
가. 간접차별의 금지
현행법에서는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
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
만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4건의
개정법률안은 직접적인 조치에 의한 차별 뿐만 아니
라 인사제도나 고용형태로 인해 결과적으로 초래되는
특정 性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는 간접차별 금지규정

- 11 -

여성특위 심사경과: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간접차별에 대한 논의는 최근 증가추세인 시간제․
촉탁제․임시직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특정 인사제
도(코스별 관리제도 또는 신인사제도)의 도입이 직접
적인 남녀차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근로조
건을 불안정하게 하고 불이익을 초래함으로써 남녀차
별이 되므로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증가는 남녀근
로자 모두에게 문제가 되나, 최근 비정규직의 여성화
현상은 특히 여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고
용기회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접차별의 금지
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특정 인사제도나 고용형태에 따른 결과적
차별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상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를 법으로 금지할 경우 기업고유의 경영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구제
현행법에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性暴力
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이하 ‘성폭력특
별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업무상 위력 등에 의
한 간음)와 동법 제11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
한 추행),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 등
에서 업무상 성폭력을 금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발
전기본법｣에는 고용평등의 실천과제로서 사업주에 대
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제17조제3항).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저해하며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악화시
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정신적․물리적 상해와 손
실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고용
상의 위계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성희롱은 고용상 성
차별의 한 유형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행위의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에
게 성희롱의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책무를
지우는 것은 근로자, 특히 여성근로자의 인권보호 차
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성희롱의 문제는 직장내․외 어디에서나 발
생될 수 있는 문제로 대책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
나, 남녀관계에 관한 각국의 사회, 문화, 종교적 전통
과 관습의 차이에 따라 성희롱의 개념, 범위, 유형
및 금지의 정도가 다르며 성희롱의 법적 규제와 사업

주에의 책임부과는 과도하다는 견해와 현행 ｢성폭력
특별법｣의 업무상 성폭력 금지․처벌 규정으로 성희
롱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1997년 ｢성폭력특별법｣의 제1차개정시 직
장내 성희롱 조항의 신설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채택되
지 않았으며, 만일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한다면 규제의 근본목적이 안전하고 남녀
평등한 근로환경의 조성에 있으므로 ｢성폭력특별법｣
보다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사료됨.
성희롱과 관련된 조항의 신설에는 각 당의 안이 공
통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1)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신한국당안, 국민회의안, 자민련안에서는 ‘성희롱’이
라는 개념을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어적, 신체적, 시
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행위로 업무수행에 지
장을 초래(또는 업무환경을 악화)하거나 초래할 우려
가 있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으며, 민주당안에서는 ‘직
장내 성폭력’의 개념하에 위에서 언급한 성희롱 행위
뿐만 아니라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의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현재 업무상 성폭력
행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있으므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상의 형평성 문제
를 고려할 때 성희롱으로 국한하여 개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성희롱의 범위에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
신매체에 의한 성희롱 행위도 포함시키는 것(신한국
당안)은 앞으로의 정보화사회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
으로 생각됨.
(2) 성희롱 가해자의 범위
성희롱 가해자의 범위에 있어서 신한국당안에서는
‘사업주 또는 다른 근로자’로, 국민회의안과 민주당안
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제3자’를 추가 규정하고 있음.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은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에 의
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근로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제3자도 가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가 실제적으로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
휘명령권과 통제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자
에 의한 성희롱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사업주의 책임
을 묻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3) 사업주의 성희롱예방 및 피해구제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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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안, 자민련안, 민주당
안에서는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3당안의 공통적인 내용은 ①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
시, ②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규정 마련, ③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조치(신한국당안에는 피해구제조
치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피해구제위원회
의 설치 명시), ④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 금지임.
｢男女雇傭平等法｣에 성희롱 관련조항의 신설이유가
처벌보다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조치에
있다고 볼 때, 예방 및 피해구제 조치의무를 본법에
명시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신한국당안에는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한 직장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성
폭력가해자의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근
로환경의 조성이라는 사업주의 책무가 중요함을 명시
함으로써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
한편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피해구제위원
회’의 설치(신한국당안)는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기업경영측면에서 이를 의무사
항으로 하기보다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의 자율적
인 협의에 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 모집과 채용상의 차별금지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
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4
건의 개정안에서는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
채용기회․채용기준․고용형태 등에서 性에 따른 차
별을 금지하는 보다 구체화된 규정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제도적으로 모집 및 채용상의 성차별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나 면접, 직군결정 등의 실제적 운용과
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조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구체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함. 또
한 민주당안과 같이 모집과 채용 뿐만 아니라 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도 현행법의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을 모두 ‘性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조항간의 형편성
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라. 여성의 혼인․임신․출산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경금지
4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장소․근로계약․고용형
태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
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신한국당안을 제외한 3
당안에는 동일한 사유로 퇴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결혼퇴직제는 ｢男女雇傭平等法｣의 시행이후 사라졌
으나, 혼인․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서이동, 무연고지역 발
령, 고용형태의 변경(특정직군에 배치) 또는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음. 이는 분명
한 성차별에 해당되므로 이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다만 국민회의안과 자민련안은 근로조건의 변경과
퇴직강요를 제8조(정년․퇴직 및 해고) 제3항으로 신
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근로장소․고용형태 등은
배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민주당안과 같이 ‘근로조
건의 변경’ 부분은 제7조(교육․배치 및 승진)의 제2
항으로 신설하고, ‘퇴직강요 금지’ 부분은 제8조(정
년․퇴직 및 해고)의 제3항으로 분리하여 신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한편 민주당안에는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시 합리적인 이유
를 제시해야하는 규정이 있음. 이는 사업주의 불이
익조치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
나 이를 신설할 경우 모집과 채용, 임금, 직업훈련
등 관련 조문에도 모두 신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
며, 또한 이와 유사한 조치가 사업주의 분쟁해결시
입증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됨.
다음은 4개 개정안의 서로 다른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임.
마. 목적, 기본이념의 개정
현행법은 출산과 양육담당자로서의 모성을 보호하
고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어 전통적 성역할분담론에 입각한 기본
시각에 여성복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여성’을 남녀 구
분없이 모두 ‘근로자’로 바꾸고 남녀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 조화를 도모하여 실질적 평등권과 근로권을 확
립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1985년이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임신과 출산만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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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이며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은
남녀의 공동역할임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남녀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의 실질적 평등권과 근로권의 확립을 명시한 개
정안은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기본이념과도 일
치한다고 하겠음.
바. 사업주의 범위
현행법은 ‘사업주’라는 용어를, ｢勤勞基準法｣은 ‘사
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양자가 실질적으로
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 신한국당의 개정안
은 용어의 차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률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사
용자와 동일한 의미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勤勞基準法｣상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
업경영담당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이 조항을 신
설할 경우 사실상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사업주의 개
념을 그만큼 확장하게 되는 것이나, 근로계약상 당사
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 적용범위의 확대
현행법은 적용범위를 ｢勤勞基準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써 5인미만 사업장
의 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는 바, 민주당의 개정안에서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있음. 여
성근로자의 62.7%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어 ｢男女雇傭平等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법의 보편적 적용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용범위의 확
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勤勞基準法｣의 적용범위도 이
미 1989년의 법개정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
대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
어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아. 차별의 금지조항 신설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
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
는 국민회의 개정안은 이미 각당의 개정안 제6조(모
집과 채용), 제7조(교육․배치 및 승진), 제8조(정
년․퇴직 및 해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자. 임금에서의 성차별 금지
민주당안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동일 사업내
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규정 외에 임금지
급방식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며, 동일가치노동
의 기준설정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 대표자의 의견
(현행법) 대신 여성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며, 신한국당의 개정안은 동
일가치노동의 기준설정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 대
표자의 의견(현행법)보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현행법상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은 직무평가제
도의 미도입으로 직무급 임금체계에 근거하고 있어,
실제 임금지급방식에서의 성차별이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규정을 강화하기 보다는 근
본적으로 표준화된 직무평가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함.
차. 직업훈련에서의 성차별 금지
민주당의 개정안은 현행법 제7조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교육’을 삭제하고 대신 제10조(직업훈
련 등)에 포함시켜 ‘직업훈련 등’을 ‘직업훈련 기타 교
육훈련’으로 바꾸었으며, 제1항에는 직업훈련 기타 교
육훈련 실시에서 근로자의 의사․적성․능력 등을 고
려하고 성차별 금지를 명시하였고, 제2항에는 훈련실
시의 주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직업훈련기
관을 포함하여 평등한 훈련기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교육’을 분리하여 ‘직업훈련 등’에 포함시키는 것은
직업훈련과 교육훈련의 훈련기회를 통합하여 포괄적
으로 규정한다는 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는
현재 고용관련법의 하나인 ｢고용정책기본법｣의 제13
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어 관련법
들과의 관계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근로
여성’을 ‘근로자’로 바꾸는 것은 민주당의 목적 및 기
본이념에서의 개정안과 일관된 것으로 제1․2조가 개
정되는 한 동시에 개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훈련시
근로자의 의사․적성․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은 일방적인 훈련실시 보다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또한 제10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
훈련기관은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
든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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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는 바, 현행법의 ‘근
로여성’을 ‘근로자’로 개정하면서 이 조항에서만 ‘남성
과’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카. 육아휴직
(1)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
현행 육아휴직은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
여성과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으나, 민주당의 개정안은 생후 3년미만의 영유
아를 가진 남녀근로자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현행법은 육아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있음
을 전제로 하고 여성을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를 육
아휴직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는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육아의 남녀공동책임이
라는 기본정신과 맞지 않음. 따라서 남녀근로자로
개정하는 것은 육아의 부모공동책임이라는 의식전환
을 명확히 하고 맞벌이 부부가 아닌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본래 육아휴직제
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하겠음.
그러나 남녀근로자로 할 경우 적용범위가 확대됨으
로써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는 있으나,
남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현재 무
급이기는 하나 휴직기간중의 대체인력 선발 및 훈련
비용 등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도 고려
되어야 할 것임.
한편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대상의 자녀를 생후 1
년에서 3년미만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우
리나라의 보육시설이 3세이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0-2세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확대
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취업여성(남녀근로자)
의 양육문제를 지원해 주려는 의도로 생각되므로 확
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일휴직 형태의 육아휴직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는 직
무의 성격, 개인의 의사,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축근로시간제나 시차제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채택함으로써 자녀양육과 근로의 연속성
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개발함으로써 육
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복직, 경제적 보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
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육아휴직비용의 부담
현행법에는 육아휴직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적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신한국당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
당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휴직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함으
로써, 두안이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
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육아휴직비용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부담
은 육아휴직 실시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을 일부나마
보장해 주고 기업측의 비용부담도 경감시킨다는 면에
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됨. 그러나 현재 산전산후
휴가비용도 전액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실효성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에 따른 재원
마련방안과 지급방법, 지급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이
고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3)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금지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
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주당의 개정안은 ‘인사조
치․경력 및 유급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금지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불리한 처우’는 포괄
적인 개념이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 법의 적용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화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됨.
타. 직장보육시설
현행법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모두 ｢嬰幼兒保育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민련
의 개정안은 직장보육시설에 관하여는 ｢嬰幼兒保育法
｣을 적용하지 않으며 직장보육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
영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비용의 조세감면, 운영상황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
주당안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嬰幼兒保育法｣의 규정을 적용하되 사업주가 직장보
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사
업주․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
보조,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출한 보육비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嬰幼兒保育法｣은 제정당시 유아원, 탁아시설, 농
가탁아, 직장탁아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사업을 보육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를 주관부처로 한 것
임. 자민련안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부실하
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으로 설치․운영기준이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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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嬰幼兒保育法｣보다 ｢男女雇傭平等法｣에서 새로이 직
장보육시설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일단 일원화한 것을 다시 분리하기 보다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직장보육시설 관련 규정을 보
완하고 주무부처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비
용의 조세감면 등의 규정은 ｢男女雇傭平等法｣에 그리
고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嬰幼
兒保育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
라 생각됨.
파. 분쟁의 자율적 해결
민주당의 개정안은 분쟁의 자율적 해결의 대상 사
항에 정년․퇴직 및 해고(제8조), 직장내 성희롱(제8
조의2),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제10조제1항)과 관
련된 성차별로 인한 분쟁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타
당하다고 생각함.
하. 위원회의 조정
신한국당의 개정안은 고용평등위원회가 필요에 따
라 관계당사자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명백히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
우 관할지방노동청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
록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평등
위원회와 관할지방노동청장이 ｢男女雇傭平等法｣의 집
행을 위해 요구되는 한도의 권한까지 강화하여 규정
한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거. 사업주의 입증책임
현행법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
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한
국당의 개정안에 의하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차별의도
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특정의 조치가 결과적으
로 차별을 초래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며 사업
주는 그러한 조치가 성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에 관한 것이거나
기업운영상 필요불가결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실상 현행법이 사업주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
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이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이해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여성특위 의견서
(1997년 11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
당위원회는 제185회국회 정기회 제1차 여성특별위
원회(1997년 11월 11일)에서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바, 4건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간
접차별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는 건전하고 안
정적인 근로조건의 조성을 위해 이들을 법적으로 규
정하는 등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
이 하였으며, 그외 교섭단체에서 각기 제안하고 있는
개정안들은 소관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개정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사항:
- 간접차별의 금지규정 신설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 성희롱의 예방 및 피
해구제 조항 신설
- 모집․채용상의 차별 규정의 구체화
- 여성의 혼인․임신․출산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
경 및 퇴직의 금지규정 보완

◆ 소관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
- 목적, 기본이념의 개정: 민주당안(제1조, 제2조
및 제4조)
- 사업주의 범위: 신한국당안(제2조의2 제4항)
- 적용범위의 확대: 민주당안(제3조)
- 임금에서의 성차별 금지: 신한국당안(제6조의2 제
2항), 민주당안(제6조의2 제1항․제2항)
- 직업훈련에서의 성차별 금지: 민주당안(제10조제
1항․제2항)
-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 민주당안(제11조제1항․
제2항)
-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금지: 민주당안(제
11조제4항)
- 육아휴직 비용의 부담: 신한국당안(제11조의2),
민주당안(제11조제3항)
- 직장보육시설: 자민련안(제12조) 민주당안(제12조)
- 분쟁의 자율적 해결: 민주당안(제14조제1항)
- 위원회의 조정: 신한국당안(제18조)
- 사업주의 입증책임: 신한국당안(제19조)

가정폭력방지 관련법안은 두 개의 법률로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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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185회국회(정기회)에서 제정․개정된

여성관련법률
제185회국회(정기회)에서는 여성계의 숙원이던 가정폭력방지 관련법의 제정, 국적법의 개정
등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소득세법․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등 여성과 관련된 여러개의
법률들이 제․개정되었음.

일부 법률안(가정폭력방지 관련법안,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

률안)은 여성특별위원회에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여성특위의 합의된 의견서를 해당
소관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에 참고․반영되었으며, 여성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법률안(국적법중개정법률안,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출입국관리법
중개정법률안)도 여성특위 위원들 개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정을 이루게
되었음. 이에 각 법률안의 처리과정과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함.
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家庭暴力犯罪

④안: ｢가정폭력방지법안｣, 자유민주연합 함석재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
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으로,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에 대한 보호 및 예방조치는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
保護등에관한法律｣로 제정되었음.

< 처리경과 >
* 제181회국회(정기회)에 3당의 개정안 4건이 제출
되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①②④안)와 보건
복지위원회(③안), 그리고 관련위원회인 여성특별위
원회에 회부됨.
①안: ｢가정폭력방지법안｣, 새정치국민회의 신낙균
의원 외 78인 발의 (1996년 10월 30일)
②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신한
국당 임진출의원 외 152인 발의 (1996년
11월 22일)
③안:

원 외 48인 발의 (1996년 11월 28일)
* 제181회국회(정기회) 여성특위 제2차회의(1996년
12월 6일)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여성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1996년 12월 9일)에
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및 축조심사 후 합
의된 의견서를 채택함.
* 제181회국회(정기회) 여성특위 제3차회의(1996년
12월 12일)에서 소위원회의 의견서를 여성특별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①②④안은
법제사법위원회, ③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함.
* 제181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회의
(1996년 12월 13일)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신한국당 임진출의원 외 152인 발의 (1996

* 1996년 12월 16일, ③안(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
護등에관한法律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송되었음.

년 11월 22일)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그동안 7
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음. 제1소위원
회는 먼저 가정폭력방지법안의 심사방향을 가정폭력
의 처벌에 관한 법안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
련한 법안을 분리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家庭暴力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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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案을 1997년 7월 29일
자로 의장에게 반려하였음.

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상습
범 및 미수범), 脅迫의 罪(협박, 존속협박, 특수
협박, 상습범 및 미수범), 名譽에 관한 罪(명예
훼손,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
손, 모욕), 住居侵入의 罪(주거․신체 수색), 權
利行使를 妨害하는 罪(강요 및 미수범), 詐欺와
恐喝의 罪(공갈 및 미수범), 損壞의 罪(재물손괴
등) 및 이들 罪 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加重處
罰되는 罪,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위반한
죄가 포함됨.

* 제184회국회(임시회) 기간중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안의 내용에 차
이가 있고 여성특별위원회의 案에도 미합의된 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代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보다 심도있는 審査를 위하여 각 교섭단체안과
소위원회 검토안에 대한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
호사협회, 여성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였
거나 의견수렴절차를 가졌음.
* 제185회국회(정기회) 개회중인 1997년 11월 11
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代案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음.
* 제185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회의
(1997년 11월 17일)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장(최연
희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3건의 교섭단체안
을 이를 본회의에 附議하지 않기로 하고 동 소위원회
에서 제안한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案｣
(代案)을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委員會 代案으로 제
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제185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1997년 11
월 17일)에서 법제사법위원회 代案을 원안대로 의결
함.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
* 1997년 12월 13일자로 ｢
에관한特例法｣
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됨 (공포번호
제5436호)

< 주요 내용 >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
家庭暴力犯罪의處
罰등에관한特例法｣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정의에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
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서의 ‘가정구성원’에는 사실혼관
계를 포함한 배우자 및 전배우자, 자기 또는 배
우자와 直系尊卑屬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
함)의 者, 繼父母子, 嫡母庶子, 동거친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처벌범위가 확대되어 있음. 한편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으로서 ｢刑法｣의 傷害
와 暴行의 罪(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
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범), 遺棄
와 虐待의 罪(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逮捕와 監禁의 罪(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

나. 직무 또는 상담을 통하여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아동의 교육․보호기관, 의료기관, 장애인 복
지시설, 아동 및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相談所
의 長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
다. 신고받은 경찰관리는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함.
‘응급조치’에는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
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로의 인도(피해자의 동
의가 있는 경우), 긴급치료 필요시 의료기관 인
도,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을 통보 등의 조치가 해당됨.
라. 검사는 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범죄의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
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임시조치’에는 피해
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住居나 점유하는 房室로부
터의 퇴거 등 격리(2月이내), 피해자의 주거, 직
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2月이내),
의료기관․요양소에의 위탁 또는 유치장․구치소
에의 留置(1月이내)가 해당됨.
마.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
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함. ‘보호처
분’에는 피해자에의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 제한
(6月이내),
사회봉사․수강명령(100시간이내),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月이내) 등이
포함되며 倂科할 수 있음.
바.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도
록 함.
사.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被告事件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
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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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
시 公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의 내용과 유사한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함.

자.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
족․형제자매․호주는 물론 상담소 등의 상담원
과 그 長도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거. 보호처분 중 접근행위제한과 친권행사제한을 이

차.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임시조치(㉱항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함.

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그외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최소이유

카.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訊問하고 이 경우 당해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 등
을 보장함.
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
고 인정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不處
分의 결정을 하여야 함.

행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의 不履行
罪를 신설하여 처벌하되(2년이하의 징역이나 2

로 규정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너.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조사․심리 및 집행을 담
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보조인․상담원 등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 위반시 1년이하 징역
이나 2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함.
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
하거나 보호관찰자․수탁기관의 長이 행위자에
관한 보고서․의견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파.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결정으로 접근행위의 제한, 친권행사

< 처리경과 >
* 1996년 11월 12일 신한국당 임진출․권영자․오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법안의 내용이 법제
사법위원회에 이미 회부되어 있는 2건의 ｢가정폭력방
지법안｣(1996.10.30 신낙균의원 외 78인 발의 및
1996.11.28 함석재의원 외 48인 발의)과 일부 중복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양순․김영선의원 외 149인으로부터 발의된 ｢家庭暴
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법률안｣은 동년 11월 23
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로 여
성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제181회국회(정기회) 여성
특위 제2차회의(1996년 12월 6일)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후, 법률안심
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동년 12월 9
일)에서 심사․합의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 동년
12월 12일 여성특위 제3차회의에서 이를 여성특별위
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
지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
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등이 받은 물적 피해나 치
료비, 부양료에 대하여는 신속한 民事處理 절차
가 진행될 수 있도록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되는 부분이 있어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하여는 법
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6년 1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가정폭력방지법안의 심사방향을
가정폭력 처벌관련 법안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법안을 분리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1997년 7월 29일
의장에게 반려함으로써 동년 7월 31일 보건복지위원
회에 재회부되었음.
* 1997년 10월 22일 새정치국민회의 신낙균․이해
찬․정희경․추미애․한영애․김한길․김병태․이성
재․채영석의원 외 68인으로부터 발의된 ｢家庭暴力防
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案｣이 동년 10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997년 11월 10일 제185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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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소위원회는 정부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代案을 마련하였으며, 동년 11월 14일
제185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를 委員會代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제185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1997년 11
월 18일)에서 보건복지위원회 代案을 원안대로 의결
함. 현재 공포를 위해 정부로 이송작업중임.

< 주요 내용 >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家庭暴力防止및
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

* 1997년 10월 27일 김홍신, 김허남, 김병태, 신낙
균, 이재선, 이미경, 추미애, 홍사덕, 하경근, 이수
인, 한영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嬰幼兒保育法中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상담소는 申告制로 하는
한편, 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이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상
담소나 보호시설의 長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운영을 금함.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상담소․보호시설 長의 요청시 치료․상담을 해
야 하며, 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
되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이를 부담한 후 求償權을 행사하도록 함.
마. 상담소나 보호시설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여서는 않되며, 위반시 1년이하 징역
이나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복지위원회에서 이를 委員會代案으로 제안하고, 2건
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제185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1997년 11

｢영유아보육법｣개정
改正法律案｣과 1997년 11월
황성균, 함종한의원 외 22인이
中改正法律案｣이 소관위원회인
련위원회인 여성특별위원회에
11월 7일에 각각 회부됨.

6일 오양순, 김명섭,
발의한 ｢嬰幼兒保育法
보건복지위원회와 관
1997년 10월 28일과

*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1997년 11월 11일 제185
회국회(정기회) 여성특위 제1차회의에서 여성특위 의
견서를 채택하여 당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1997년 11월 10일 제185회국
회(정기회) 제9차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한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소위원회는 정부관계관
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거쳐 통합․조정된 代案
을 마련하였으며, 1997년 11월 13일 제10차 보건
영, 연구․교육 및 홍보,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실태조사, 법령의 정비 및 정책수립․시행, 그리
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와 피
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월 18일)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代案을 원안대로 의
결함. 현재 공포를 위해 정부로 이송작업중임.

< 주요 내용 >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嬰幼兒保育法｣
의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보육’의 정의를 ‘1일 5시간이상 영유아를 보호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설함.
나.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
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
적으로 실시함.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직전 1년의 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법무부는 현행 ｢國籍法｣상의 부계혈통주의 대신 부
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1997년 9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음(법무부공고
제199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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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개정
*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1997년 9월 5일 “한국여성
의 국제결혼과 성차별적 국적법의 문제 및 개선방향”
을 주제로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직원간담회를 개최하
였음.
*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
여 개정안을 확정지운 후, 1997년 11월 8일 ｢國籍
法改正法律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년 11월 10일 소관위원회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
부되었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85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
원회(1997년 11월 14일)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당일 개최된 소
위원회에서 일부 자구수정과 시행일까지의 유예기간
을 1년에서 6月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7일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
* 제185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1997년
월 18일)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함.

라. 父母兩系血統主義를 채택함에 따라 외국인 父와
한국인 母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母의 호적에 入籍하도록 ｢民法｣의
내용을 일부 정비함.

* 1997년 10월 23일 이미경의원 외 27인이 발의한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이 제185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1997년 11
월 18일)에서 의결되었으며, 1997년 12월 13일 대

｢출입국관리법｣개정
통령에 의해 공포됨 (공포번호 제5434호).
* 공포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의 내
용중 여성관련 부분으로 입국금지대상에 일본군 전범
관련자를 추가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련했
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

11

* 1997년 12월 13일자로 개정된 ｢國籍法｣이 대통령
에 의해 공포됨 (공포번호 제5431호).

< 주요 내용: 여성관련부분 >
공포후 6月이 경과한 날(1998년 6월 13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인 ｢國籍法｣
의 개정된 주요내용중 여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음.
가. 종전의 父系血統主義에서 父母兩系血統主義로 전
환함으로써 앞으로는 父 또는 母 어느 한쪽이 대
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
하도록 함.
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妻가 된 외국인에게 우
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
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
후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
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
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다. 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妻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妻의 단
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함.

* 1997년 5월 27일 신낙균의원 외 23인 발의, 1997
년 10월 20일 이경재의원 외 20인 발의, 1997년 11
월 10일 김명섭의원 외 52인이 발의한 ｢所得稅法中
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소득세법｣개정
에서 1997년 11월 14일 代案을 제안하였으며, 이
代案이 제185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1997년
11월 18일)에서 의결되었으며, 1997년 12월 13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됨 (공포번호 제5424호).
*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득세법｣
의 내용중 여성관련 부분으로 ｢嬰幼兒保育法｣상 보육
시설 아동의 보육료에 대하여도 유치원 아동과 동일
하게 1인당 년 70만원까지 근로소득특별공제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후 최
초로 발생하는 보육비용 지급분부터 적용됨.

IPU 총회는 1년에 두 번씩 개최된다. 올봄 서울
에서 제97차 총회가 열렸고, 가을이 한창이던 9월에
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제98차 총회가 열렸
다. 우리 대표단 일행 7명(정재문(단장), 권영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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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차 IPU총회

세계여성의원회의를 다녀와서
권 영자의원 (한나라당)
정수, 정영훈, 김충일, 이동복, 정희경)은 마침 추석
명절 기간중이던 9월 11일-16일에 개최된 98차 총
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나라
이집트로 떠났다.
이번 총회의 주요의제는 “세계의 정치․경제․사회
정세에 관한 일반토론”, “의회와 국민간의 관계긴밀
화에 의한 민주주의의 지속적 확보”,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고용문제” 등이었다. 그리고 3년의 임기가
만료된 의장과 부의장 선거도 있었다. 각국에서 2명
의 대표가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하여 회장에는 스페인의 M.A.Martinez
의원이, 부의장에는 우리나라의 박정수의원이 선출되
었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정수의원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표단
일행에게도 큰 자부심을 갖게 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총회에서도 하루 전날에
는 여성의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의제는 “무력분쟁이
여성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여성의 의회진출:도
전과 전망”, “서울회의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조치”
등이었다.

의장을 맡았던 관계로 “서울회의 결의안의 이행을 위
한 조치”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또한 “무력분쟁이 여성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언을 하였는데, 무력분쟁기간
중의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20만명에 달하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강제 연행되어 일본군의 성적노예가
되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과거
사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의 문제이고, 일
본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금을 통한 배상으로는 절
대 해결될 수 없으며,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공식배
상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밖에 서울회의에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던 “남
녀동반자관계 감시단”은 “Gender Partnership
Group” 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남녀 각 2인으로
구성되었다. IPU대표단에 여성의원을 한사람도 포함
시키지 않는 국가의 투표권 삭감에 관한 문제는
1998년도 아프리카의 남미비아에서 개최될 회의에
서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IPU 내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관
심이 더하여지고, 보다 조직적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
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보다 대중적 차원으로 이를 확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본인은
서울에서
열린 여성
의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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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총회와 여성의제: 제3위원회 회의 참석 보고서
강 경화 비서관
(국회의장비서실 국제비서관)

매년 9월중순부터 12월초까지 뉴욕 본부에서 열리
는 UN총회는 UN체제 전반에 걸친 모든 이슈들을
점검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결의를 모으
는 매우 방대하고도 복잡한 여러가지 회의의 총집합
이다. 총회의 마지막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하지만,
다루어야할 현안들이 분야별로 산적해 있는 만큼, 각
주제에 대한 심의는 다섯개의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다. 여성관련 의제는 사회․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
3위원회 소관이다.
제3위원회가 심의하는 의제도 매우 다양해서 막상
여성의제에 주어지는 시간은 몇일에 불과하다. UN
체제 안에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대두되고
실질적인 논의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전보장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nformals에 적극 참여하여 결의안
작성에 자국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는 더 의미있는 작업이다. 금년에는 여성의제와 관
련해서 「사무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해 이집트
가 제안한 초안, 「여성 이주 근로자에 대한 폭력」,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해 필리핀
이 제안한 초안이 검토되었으나, 우리 대표단은 그
내용에 대한 협의준비나 특별한 관심도 없었기에 적
극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UN의 틀 안에
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을 이슈화시키고 우리의 위
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informals를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주도해야겠다.

이사회(SC)와 더불어 UN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9개 기능위원회 가

작년 총회 결의에 따라 사무총장은 여성의제와 관
련해서 제3위원회에 ｢사무국내의 여성의 지위｣, ｢농

운데 하나인 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서 이루어지며, 총회

촌여성｣, ｢여성노동자｣, ｢여성 인신매매｣,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현황」,「INSTRAW(여성

에서는 성차별 철폐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국
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지위향상 국제연구훈련원) 활동」, 「제4차 세계여
성대회 결과 이행」등에 대해 7개의 보고서를 제출

정도이다. 물론 매년 3월 3주간 회기로 진행되는
CSW의 협의내용은 ECOSOC을 거쳐서 총회에 보

했다.
그밖에도 ECOSOC, UNIFEM(UN여성발전
기금), CEDAW 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이 가운

고된다.

데서도 특히 사무국내 여성의 지위에 대한 보고는
고무적이었다.

금년 제52차 UN총회 기간동안 제3위원회는 10월
20-23일 나흘간 총회의제 105:「여성의 지위」와
총회의제 106:「북경 세계여성대회 결과 이행」을
다루었다. 회의는 두 의제에 대한 사무총장과 관련
UN기구들의 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각국 대표단의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informals”라 하여 의
제관련 각종 결의문 초안 작성을 위한 소그룹 협의
가 수시로 열렸다.
Informals는 말 그대로 비공식 회의로서, 관심있
는 대표단은 누구나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다. 그러
나 그 기능은 핵심적이다. Informals가 만들어내는
결의안은 위원회를 걸쳐 본회의에 회부되어 총회 결
산시 결의문으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

북경대회이후 UN사무국은 2000년까지 모든 업무
분야에 있어서의 여권과 성평등 인식의 주류화, 그리
고 고위직을 포함한 사무국 전반에 걸친 50/50 성
비균형 달성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무총
장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사무국 조직에서 지역안배
원칙에 해댱하는 2,461명의 직원 가운데 여성의 비
율이 36.63%에 이르고 있어서 2000년까지 목표달
성은 무난하리라는 예상이다. 이는 1987년의
25.67%에 비해 11%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고위
직에서는 아직 여성이 23.08%에 불과하여, 호주를
비롯한 여러 대표단이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어째
든 이러한 사무처의 노력은 대체적으로 높이 평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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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성의

권침해 사례에 대한 제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지위향상 노력에 관한한 UN사무처는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CEDAW 선택의정서 채택과 관련하여 그 초안을 작

각종 보고에 이어 각국 대표단의 발언이 이어졌는
데, 그 내용에 있어서 대체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뉘어졌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성평등 시각의 주류
화와 북경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을 촉구하고 NGO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후자는
빈곤의 희생자로서의 여성의 고통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micro credit”(빈곤층의 경제자립을 위한 소규
모 자원)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서 국제협력과 지

성하고 있는 CSW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의 진전 상
황에 대한 총점검이 UN의 주관하에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많은 호응을 었기도 했
다. 아울러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정책5개년계
획수립, 여성경제인 지원책,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의 정책적 반영등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한가지 아쉬었던 것은 OECD가입으로 우리는 더
이상 개도국의 모임인 G-77의 회원국이 아닌 상태

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양분화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중도의 입장
을 견지하여 국가적 이니셔티브와 국제협력을 공히

에서 UN협상의 기초인 그룹별 협의에 참석할 수 없
었다는 점이다. 제3위원회에서는 G-77그룹과 유럽

강조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여
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규명과 방지에 특별

그룹, 그리고 JUSCANZ라 하여 미국, 카나다, 호

한 관심이 있는 만큼, INSTRAW산하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신탁기금 (trust fund)의 설치를

활동하고 있다. 이런 그룹별 협의는 정보교환과 의견
조율을 위해 필수적인 바, 우리의 그룹 가입을 위한

환영하고, 이미 이에 출자한 7개국 가운데 하나로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주, 뉴질랜드, 일본을 회원국으로하는 제3의 그룹이

♥ 정부의 시정조치 :

가정폭력 피해자녀는 주민등록 이전없이도 전․편입학 가능
지난 제184회국회(임시회),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1997년 7월 28일)에서 오양순의원이 제
기한 가정폭력피해자 자녀의 전․편입학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음.
◆ 질의: 가정폭력은 피해당사자는 물론 피해자 자녀에게까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자녀들이 가해자인 아버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여 결국 학교교육
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녀를 위해 학교전학시 주민
등록 이전없이 사실증명만으로 전․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
육부장관의 의견은?(오양순의원)
◆ 답변(교육부장관): 현행 규정에 의하면 평준화 적용지역 거주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상 친권자의
주소지가 이전될 경우에 한하여 전학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등록
을 이전하지 않고는 전․편입학이 불가능함.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 가정폭력 등
에 의해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편입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시정조치(교육부 지교 81212-666, 시행일자: 1997년 8월 18일)
현행 교육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고등학교의 전․편
입학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토록 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 가정폭력 피해
자녀로서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74조제4항 및 제74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
하여 거주지 이전없이 사실증명에 의하여 전학이 가능하도록 각급학교에 조치하였음.
※ 1997년 12월 13일자로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 제정시 반영할 예정임
다른 나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으며, 여성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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