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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I.

신자유주의 전략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구조조정에는 어느 정

도 성공했으나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시장의 합리성 이 사회적 융, ‘ ’
화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즉 다양한 사회 부문이 시장 메커니즘. ,
속에서 공평한 행위자로서 참여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는 것이다 여성은 이러한 사회적 융화가 나타나지 못한 대표적인.
사회부문에 해당한다.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시장이 낳은 문제는 시장에 의해 교정가능

이 논문은 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2002 (KRF-2002-072-BM-
2085).

** Soon-Joo Lee(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 política del gobierno para las
mujeres y el movimiento de las mujeres bajo el neoliberalismo en Mé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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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시장의 완전한 지배를 방해하는 국가개입,
이 복지를 저해하는 주범으로 간주한다 시장이 복지를 증진하는 유.
일한 수단으로서 기존의 복지국가는 과감하게 그 기능을 시장에 넘

기고 스스로의 기능을 축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본다남찬섭( , 2001: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의 기능 확대를 통해 사회 각162-178).

부문에 대한 배분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균형 있는

사회전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에서의 최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실시 이후 여성지

위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개혁의 결과

여성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컸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실시.
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들은 노동시장 노동조건 여성, ,
의 경제적 지위변화 등과 관련한 부분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보호노동 의 부담 가중(care-giving labor)
에 대한 논의로 집중된다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차별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발전모델 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와 함께 중남, ,

미 여성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다 최근 중남미 국.
가들에서 정부 부처 내에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수립하여1) 다양한 정

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여성정책이 복지정책의 하위정.
책의 하나로 취급되어 왔던 상황에 비교하면 매우 다른 양상을 띠,
고 있다 특히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택과. ‘
집중 전략에 따른 새로운 사회정책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새

1) 아르헨티나는 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여성위원회1994 (Consejo Nacional de la Mujer)
를 신설하여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의 하나다 칠레에서는 년 국가여성사무국. 1991

외무성 부속기구로 출범하여 현재는 정부부처(Servicio Nacional de la Mujer) (ministry)
급으로 격상되어 있다 각 정부 내 여성정책기구에 대한 요약은. Valdéz & Gomariz,

와 홈페이지 참고(1995) CEPAL .
2) 존 윌리엄슨 은 워싱턴 컨센서스 에 대한 의(John Williamson) ‘ (Washington Consensus)’
미가 상당히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출발점은 재‘
정원칙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소득배분에 악영향을 줄 것

이라는 가정이었으며 재정원칙확립이후의 개혁이 공공지출을 빈민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교육과 보건부문으로 돌리는 것이 원래의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
다 선택과 집중도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Williamson, 2000: 257).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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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사회정책은 과거의 광범위한 형태의 복지정책과는 달리 민영화

를 통해 실현가능한 분야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적용대상과 그에 따른 정책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성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
정부의 정책은 자원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배분과 결과,

에 따라 사회적 요구는 달라진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강화된.
시장과 상대적으로 약화된 국가 그리고 여성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
이다 국가기관이 항상 여성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
시장이 항상 여성의 이익에 반하여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Elson,

신자유주의 정책은 기존의 성별 간 불평등 구조 속에서 여성1992).
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여성정책은 그 방향에,
따라 성별 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심,
화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여성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또 여성운동, ,
은 어떠한 이슈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를 위해 차 년도에 멕시코의 사례를 연구하고 차 년도에는 칠레1 , 2
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여성정책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에, ,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은 어떠한 이슈와 전략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지를 고찰하고 멕시코의 사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의 여성정

책이 갖는 함의를 구하고자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 하의 여성.
정책의 분석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여성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규명이 의미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여성에 관한 기존 연구동향.Ⅱ

신자유주의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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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한 경험적 연구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영.
향들은 노동시장변화에 따른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빈곤의 여성화1)
심화 정부의 사회적 지출감소에 따른 여성부담의 가중 사회경, 2) , 3)
제적 조건의 악화로 인한 가족부양을 위한 경제적 역할부담 증가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감소와 사회경제적 조건의 악화에 따

른 여성부담증대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대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역할은 많은 사회 문화.
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제공 육아를 비롯한 다양한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전통적 역할에 많은 비중이

두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들은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도 기대되어진다.
개도국에서의 최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실시 이후 여성지위 변화

에 관한 연구들은 경제정책의 실패유무와 무관하게 여성은 승자이기

보다 패자로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 여성들

의 상대적 박탈 혹은 상실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신자유주,
의에 기반을 둔 경제개혁의 결과가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다 신자유주의 정책 실시로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
인 영향은 여성노동이 저임금 노동에 집중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로 여성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가 더욱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무역자유화를 통한 다국적 기업에서의 여성고용확대는 신자,

유주의 정책의 긍정적 영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Afsher &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수출경Barrientos, 1999: 4; Chinkin, 2000: 69).

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특화지역이나 산업부문에서 값싼 노동력

이 요구되고 개도국의 여성노동력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된다 오.
히려 여성고용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는 악화

3) 이러한 주장과 함께 이 책에서는 칠레 멕시코 니카라과의 사례를 개도국의 사례로, ,
분류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도입이후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Aslangbeigui, et al., 1994: Chap.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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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년대와 년대 개도국에서의 이부문의 발전은 여성노동. 1980 1990
력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활용한 데 힘입은 바 크다 신자유주.
의 정책 하에서 도입된 정리해고 파견근로자 변형근로시간제 등과, ,
같은 제도들은 고용조정과 성차별적인 해고로 인한 여성의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고 많은 여성노동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김태홍( ,
비공식부문으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결과적으2001: 11) .

로 저임금 노동에의 집중과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여성실업자의 과잉

등의 문제는 여성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초래한다.
와 세계은행의 압력 속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개도국IMF

들은 무역자유화 민영화 긴축재정 등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 이는, , .
단기적으로는 고물가 고실업과 빈곤심화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이러, .
한 가정소득과 사회서비스 상실을 보상하기 위한 그들의 시간에 대

한 요구가 증대됨으로서 이러한 부정적 상황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태홍( , 2001: 3).
신자유주의 정책은 복지에 대한 국가라는 보호막을 파괴시켜 국가

가 사회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의 실직과 연금부재에 대

한 지원과 은둔처가 되는 가족주의‘ (familismo)’4)의 증가를 야기했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정부의 사회비용지출(Galeano, 2003). ,
축소와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가의 복지기능이 가정‘ ’
에 전가되는 결과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가정을 돌보.
는 것이 여성의 전통적 역할이며 이러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개도국에서는 국가의 복지기능의 부재가 여성

들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는 결국 취약한 가족구성.
원 즉 어린이 노약자 환자 혹은 장애자를 돌보는 부담이 증가된다, , , .
예를 들면 공립 의료시설의 민영화는 의료비용을 증대시켜 중 하위, .
소득가구들의 경우 비공식적 혹은 전통적인 치료방식에 더 의존하,
게 된다 이러한 치료와 간호는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러한 서.

4) 는 가족주의혹은 가족중심주의로 번역될 수 있다 여기서 가족주의의 강‘familismo’ ‘ ’ ‘ ’ .
화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을 통한 보호막이 약화되는 경우나 실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 이러한 국가나 사회의 역할들을 가족구성원들에 대

한 의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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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제공자로 인식되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또 기초교.
육부문이 민영화되는 경우라든지 한 가정이 자녀들의 교육비를 충,
분히 감당해 낼 수 없는 경우 대부분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자아이들

의 교육이 포기되거나 중단된다 장기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의 여성.
은 노동시장에서도 저임금 직종의 노동에 종사하거나 비공식부문으

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기술습득에 대한 기회도 줄어들,
게 된다.
식료품 연료 수도 전기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음식과 물, , , ,
등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이상 여성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데 빈민가정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여자어린이는 남자어린이 보.
다 취사 청소 육아 및 노약자와 환자 돌보기 등의 기초적인 가정유, ,
지를 위한 가사를 하도록 기대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Guttal).
정리해 보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여성에 대한 영향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변화와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보호노동 의 부담(care-giving labor)
가중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었다 결국 기존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바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차별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멕시코 여성 삶의 변화.Ⅲ

멕시코의 경제구조 개혁노력은 시장자유화 대외개방 경제블럭에, ,
의 전략적 통합 과 동시에 사회경제발전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재 정의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외채위기를 벗어났.
다고 판단되던 년대 말부터 외부지향 경제발전전략에 체계적으1980
로 착수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지출과 기초상품에 대한 지원이 삭.
감되었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주요 기업, .
들과 상공회의소들은 변화형태와 임금 및 가격인상통제에 대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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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갔다 대외적으로는 년. 1986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했고 년 북미and Trade, ) , 1989

자유무역협정에 착수하여 년에 최종 체결함으로서 멕시코의 경1993
제개방이 가속화되었다 년 월 페소화붕괴를 통해 멕시코의. 1994 12
구조조정전략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수 주 만에 해외자본이 빠져나

가고 멕시코의 페소화는 거의 가량 평가절하 되었다 년에는50% . 1995
국내총생산이 가량 감소했고 긴축경제정책을 실시해 왔음에도5.9% ,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에 달했다 이52% (Kunul & Parker, 1997: 60).
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긴축정책은 더욱 더 강화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년대부터 멕시코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사회비용지출 축소와1980

임금하락에 따라 상당히 퇴보했다 년 페소화 기준으로 볼 때. 1993 ,
년에서 년 사이 정부의 인당 사회비용지출은 만 천 페소1981 1982 1 1 5

였고 년에는 천 페소 그리고 년에서 년까지는, 1988 7 , 1997 1999 1981-2
년의 수준보다 낮은 만 천 페소의 수준을 유지했다1 2 (Nieto, 2001).
년에는 의 남성노동력과 의 여성노동력이 임금을 받지1995 30% 42%

못하거나 최소임금이하를 받았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년과. , 1986 1996
년 사이 실질임금가치는 절반으로 줄었다(Presidencia de la República,

년에서 년 사이 농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 특히1996). 1986 1996 ,
제조업 마낄라도라 산업 건설 등에서 실질임금의 하락을 보였다, , .
이러한 상황에서 년 멕시코 여성인구의 이 가족의 수입증1997 1/3
대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며 전체가구의 이 여성으로부터, 1/3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가구당 가구가 여성의 경제활동이 주 수입. 6 1
원이었고 가구당 가구에게는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이러, 10 1 .
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민주혁명당(PRD, Partido de la Re-

의 까르데나스volución Democrática) (Cuautemoc Cárdenas Solorzano)5)

5) 제도혁명당 의 창설자이자 년까지 대(PRI,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1934-1940
통령을 역임한 라사로 까르데나스 의 아들 년 좌파(Lázaro Cárdenas, 1895-1970) . 1988
적 성향을 지닌 민주혁명당을 창설했다 년과 년 대통령에 출마했으나 패배. 1988 1994
한 후 년 멕시코시티 시장에 당선되었다 년 대통령선거에서 현재 대통령인1997 . 2000
비센테 폭스 에 또다시 패배했다(Vicente Fox Quesa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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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조정 정책의 완충역할 로 규정했다‘ ’ (La Jornada, 1997-05-11)
완충역할이란 정부의 사회적 투자의 부족을 여성노동으로 충당하는‘ ’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역할로만 최근 급격히 증가된 멕시코 여성의‘ ’
경제활동참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멕시코 여성의 경제활동참.
여율은 최근 급속히 증가되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
지하는 비중은 년대는 년도에는 년도1940 7%, 1950 14%, 1960 18%,
년도는 였다 년도에서 년도 사이의 멕시코의 여성1970 25% . 1970 1990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같은 시기 라틴아메.
리카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였고 남성은 였다 멕시코152% 68% .
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은 였고 남성은 를 나타냈다256% , 99%
(Kunaul & Parker, 1997: 59).
멕시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요인은 지속적인 도시화 농업부문의,
중요성감소 여성취학율증가 출산율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 .
멕시코 경제정책의 변화가 추가요인이 될 수 있다 년대 말부터. 80
시작된 구조조정정책으로 보호경제가 수년 만에 완전 개방됨으로서

미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수많은 멕시코 국내기업들이 도산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실직을 양산했다.6) 년 월의 경제위기 이후1994 12
년 국내총생산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상 증가했다 이1995 50% .

러한 상황에서 멕시코의 각 가구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확보전략을 변경하도록 강요되었고 여성들이 노동력으로,
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각 지역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났다 도시지역과 멕시코 국경 마낄라도라 지역의 수출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두드러졌다 특히 마낄라도라 수출.
부문 중 섬유 및 의류부분에서의 여성노동력 증가가 높았다

이 부문에서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는 상대(UNIFEM, 1999)

6) 또 다른 실업률 증가요인은 인구에도 있다 년에서 년까지 만개의 일자. 1983 1994 200
리가 만들어진 반면 년대와 년대 출산 붐으로 출생한 인구가 매년 만1960 1970 100
명씩 노동시장에 신규로 유입되었다(Suárez, 1995; Garcí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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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여성노동력은 가장 저렴

하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또 수출부문의 다국적기업은 고(Delahanty). ,
령여성 기혼여성 그리고 저 교육 수준의 여성과 가장인 여성노동력, ,
을 가장 저렴하게 사용함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상대적 불리

를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수출산업지역에서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많은 여성들을 해당지역으로 몰리게 했고 다국적 기업들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한 저렴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활용하

고자 했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여성고용의 불안정을 내포하는 것이.
었다.7)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경제연구소의 레티시아 깜뽀스(Leticia
는 신자유주의 모델이 유발한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멕Campos)

시코의 경우 미겔 델 라 마드리드 정권 기부터 적용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로서 멕시코 국,
민들이 사회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멕시코에.
서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의 기회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시에 축소되

었는데 여성의 경우가 더욱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
또한 년부터 적용된 최고임금제정책은 최저임금에도 지대한 영1997
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임금이 낮은 쪽으로 유도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년도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에 육박한 반면. 1995 50% ,
임금은 정도의 인상에 그침으로서 멕시코 인들의 경제적 부담이19%
증대되었다(El Nacional, 1995-06-04).
구조조정 민영화에 따른 남성 실업증가도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또한 여성의 부담을 증가, ,
시키는 요인이었다 년대에서 년대 사이의 남성의 경제활동. 1980 1990
참여는 년 에서 년 로 감소되었던 것과는 달리1950 88.2% 1979 71.3%
증가세를 보였다 년 그러나 년에서 년 사이에(1991 , 77.7%). 1993 1995
는 다시 감소했다 이는 이 시기의 멕시코 경제위기가 비교적 많은.

7)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의 가르시아 교수의 연구에 의하(UNAM) (Brígida García, 2001)
면 년에서 년까지 여성노동은 전문직 교사 사무직 등의 서비스 직종과 시, 1991 1997 , ,
간제 직종 최저임금이하의 직종 비정규직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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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실업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이후의 여성의 노동시.
장 진출은 가족의 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

지한다 노동력의 여성화 즉 여성노동력의 참여는 공식 비공식 부. , ,
문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실은 노동기회에서 평등성이나,
양성평등의 원칙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을 만회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이성형 이러한 여성의 노동( , 1999: 92).
시장 진출은 여성의 상대적인 노동시간을 증가시켰고 여성의 삶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년에서 년 사이 성별에 따른 가사 및 비 가사< 1> 1995 1999

노동시간 합계

시간주( / )

성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평균 60.28 60.13 60.58 59.53 60.52

남성 56.30 56.23 57.13 55.41 56.41

여성 63.25 63.49 64.31 64.01 65.03

성별격차* 6.95 7.26 7.18 8.6 8.62

자료: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Informática(2001), Estadísticas de Trabajo
Doméstico y Extradoméstico en México, 1995-1999 멕시코에서의 가사노동과 비가, (
사노동 통계 부분인용 필자의 계산, 1995-1999) p. 88 . * .

년에서 년 사이 남성의 가사 외 경제활동참여율은 평균1995 1999
대를 유지해왔고 여성의 경우는 대에서 대로 증가했다78% , 34% 36% .

남성의 총 노동시간은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 혹은 유지되< 1>
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총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당.
총 노동시간의 성별격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년도. 2000
에 들어서는 성별노동시간의 차이가 시간대에 이른다 공식 통계에9 .
따르면 이러한 여성노동시간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도 불,
구하고 여성의 가사노동 즉 보호노동과 재생산노동이 감소하지 않,
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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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도 성별에 따른 연령별 평균 가사 및 비 가사 노동시간< 2> 2000

단위 시간주( : / )

세12-19 세20-29 세30-39 세40-49 세50-59 세 이상60

남

성

총노동

시간

비가사
52.1

42.0
56.4

46.2
56.8

46.5
55.8

45.7
55.2

44.7
53.0

41.7

가사 10.4 10.4 10.5 10.4 10.8 11.6

여

성

총노동

시간

비가사
58.5

39.9
63.5

39.4
66.1

36.9
65.7

36.3
65.0

35.7
61.5

33.2

가사 19.2 24.6 29.7 29.8 29.6 28.4

자료: INEGI;INMUJERES8), Mujeres y Hombres, 2002, ‘Jornadas de trabajo extradoméstico y
성별과 연령그룹별 가사 및 비 가사노동doméstico por grupos de edad y sexo, 2000(

시간, 2000)’, p. 314, ‘Total de horas promedio semanales de trabajo doméstico y
성별과 연령그룹별 가사 및 비 가사extradoméstico por grupos de edad y sexo, 2000(

노동시간 주당평균시간합계 필자의 재구성, 2000)’, p. 315, .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멕시코 여성정책.Ⅳ

멕시코 여성정책이 하나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등

장한 것은 세디요 정부시기에 들어 여성발전프로그램‘ (Programa
을 입안을 통해서이다 이전에도 여Nacional de la Mujer, 1995-2000)’ .

성과 관련한 정책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지만 여성을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이행의 직접적 대상으로 설정하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

립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9)

8) 국립여성연구소 멕시코 국립여성연구소INMUJERES(Instituto Nacional de las Mujeres) .
는 기타 정부통계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국제기구 국내외 등과 협력하여, , , NGO
멕시코 여성현황을 분석 정리하여 정책입안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자체적으, .
로 문헌자료실을 갖추고 있어 여성관련 최근 정부자료를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다.

9) 페미니즘이 최초로 정책수립에 적용된 경우는 년 사이 유까딴 에1915-1918 , (Yucatán)
서 살바도르 알바라도 주지사에 의해서이다 그는 반성직주의(Salvador Albarado) .

신봉자로서 카톨릭교회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페(anticlericalismo)
미니즘에 관심을 두었다 당시 카톨릭교회는 자유주의적 사상에 따라 발전의 주요장.
애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대부분 원주민 농민이었던 유까딴 여성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고 임금도 지불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힘썼다 경제적 근대화에 여.
성을 포함시키는 정책은 알바라도의 페미니스트 프로젝트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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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멕시코정부의 여성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정부부서는 내무성

(Secretaria de Gobernaci 'o 산하의n) CONMUJER(Coordinación General
국가여성위원회총조정국인데de la Comisión Nacional de la Mujer, ) ,

정책자문 및 정부 부처와의 협력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관련 국제회의 혹은 국제관계는 외무성(Ministerio de Relaciones

내에 관련부서Exteriores) (Unidad de Asuntos Internacionales de la
여성관련국제업무부Mujer, )10)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러한(CEPAL).

부서의 지위는 칠레의 여성SERNAM(Servicio Nacional de la Mujer,
부와 같이 독립된 수준의 부처 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 (Ministerio)
인 정책입안 및 이행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칠레의.
경우 이 최초 출범할 당시에 기획협력부 산하에 있었던 점SERNAM
을 감안한다면 향후 멕시코에서도 여성부의 탄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여 년간의 주요 여성정책을 살펴보면 년 멕시코 정치30 , 1974

법에서 남성과 여성의 법적평등조항을 신설한 이후 법적측면에서의

평등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멕시코 정치법 내에서 여성과 관련.
한 개정은 민법과 형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INMUJERES, 2002:

년 국가인구위원회19) 1980 (Consejo Nacional de Población, CONAPO)
관할로 경제발전에의 여성 통합프로그램‘ (Programa Nacional de

이 개발되었다 이는 의 개발Integración de la Mujer al Desarrollo)’ . UN ‘
에서의 여성 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Women in Development, WID)’
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의 가정과 연계된 생산 및 재생산활동에.
초점을 둠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통해 각 가정의 소득

증대와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민으로서의 정치적 민주화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여성들.
이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으로 어머니 아내 교사로서 사회와 가정에 영향을 줄 수, ,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10) 이 부서는 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년도에 개편되었다 이 부서의 설립목적1994 1998 .
은 젠더 이슈와 관련한 멕시코 외교정책개발이며 그 기능은 멕시코가 참여하는 개, 2
국이상의 협력프로그램 및 조약체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제시하고,
이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해 자문하는 데 있다(C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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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 것이었다.
까를로스 살리나스 정부의 국(Carlos Salinas de Gortari, 1988-1994)

민연대프로그램 내에(PRONASOL, Programa Nacional de la Solidaridad)
서의 여성관련정책인 여성연대 도 사회 내 전‘ (Mujeres en Solidaridad)’
반적인 실업과 빈곤의 완화라는 목적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한 이 프로그램은 농촌여성 및 도시빈민여성의 소득증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여성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Do-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향상brovolny, 1997: 47).

보다는 빈곤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인식된 것이었고 멕시코 사회 내

에서의 근원적인 여성의 사회경제적 예속에 대한 도전과는 거리가

멀었다(Stephen, 1996).
년에는 나이로비 제 차 세계여성회의참여를 위한 준비로서 국1985 3

가여성위원회 를 설치하여 멕시코 여(Comisión Nacional de la Mujer)
성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실시, ,
했다 다시 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차 세계여성회의 참여준비. 1995 4
를 위해 년 조정위원회 가 한시적으1993 (Comité Nacional Coordinador)
로 설치되어 사회정책내의 여성정책 내용들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기

능을 수행했다.
멕시코에서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설립과 함께 여성발전프로그램의

수립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비교적 늦게 이루어 졌다 이.
러한 여성정책은 현재까지 단계로 수립되었다 제 단계 여성발전계2 . 1
획 은 평등을 위한 연대(Programa Nacional de la Mujer 1995-2000) (

라는 슬로건아래 여성을 발전과정에 참여하Alianza para la Igualdad)
도록 하고 양성평등 확대를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을 목표로 두었다.
단계 여성발전계획은 폭스 정부가2 (Vicente Fox Quesada: 2000-2006)
수립한 기회균등과 여성에 대한 비차별 프로그램‘ ’(Programa Nacional
de Igualdad de Oportunidades y No Discriminación Contra las Mujeres:
Proequidad)11)으로 보다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11) 은 프로그램과 평등의 합성어로 기회균등과 여성에 대‘proequidad’ programa( ) equidad( ) ,
한 비차별 프로그램을 간략히 이르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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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화를 지향하고 있으

나 구체적인 전략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세디요 정부.
와 폭스 정부가 마련한 국가발전계획의 주요 기조 내에서 수립된‘ ’
것이기 때문에 각 행정부의 국가발전계획의 특징적 측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디요 정부. (Ernesto Zedillo Ponce de León: 1994-2000)
와 폭스 정부는 각각 국가발전계획‘ 1995-2000(Plan Nacional de De-

과 국가발전계획sarrollo 1995-2000)’ ‘ 2001-2006(Plan Nacional de De-
을 제시했다 제도혁명당이 여당이었던 세디요 정sarrollo 2001-2006)’ .

부의 국가발전계획12)은 전 정부에 의해 새롭게 시행되어온 경제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적인 균형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
즉 다문화적 인식을 통해 멕시코인 들이 자국국적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멕시코 공동체와 외국인과의 관계를 역동

적으로 연계하고 국제적인 유대관계를 확대하여 주권을 옹호하겠다

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경제프로그램의 도.
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그에 적합한 새로운

법 제도 행정조건을 마련함으로서 개인의 권리옹호와 분쟁에 대처,
하고자 했다 세디요 정부의 여성발전계획은 이러한 국가발전계획.
내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정치문화 제반분야 활동에 대한 효과․ ․ ․

적 참여를 유도하여 남성과 동등한 결정 책임 그리고 경제발전의, ,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되었다

특히 세디요 정부의 국가(Programa Nacional de la Mujer, 1995-2000).
발전계획에서의 사회정책이 신자유주의 모델의 도입을 통해 나타나

고 있는 제반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규칙마련에 상당한 비중을 둠

으로서 여성정책분야에서도 법 제도적 측면에 더욱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성발전계획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년 내무성. 1998
내에 국가여성위원회총조정국 을 설치하여 여성발전정(CONMUJER)
책이 장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과 년 월 국립2001 1

12) 국가발전계획 에서 제시한 개 기본목표는 주권의 강화 법에 의한1995-2000 5 ① ②

사회공동생활체제의 공고화 민주적 발전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평등과 정③ ④

의에 근거한 기회의 확대를 통한 사회발전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성장이다.⑤

(Plan Nacional de Desarrollo 199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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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구소 설치에 관해 입법공포한 것(Instituto Nacional de la Mujer)
을 들 수 있다.
세디요 정부의 국가발전계획이 대내외적인 균형과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규칙의 마련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면 폭스 정부의,
국가발전계획은 교육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경쟁력 있고 포괄적인 경제성장 및 국내의 사회경제, ,
적 균형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Plan Nacional de Desarrollo,

폭스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부문에 대한 교2001-2006).
육투자를 통해 각 개인들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집단적 개인적 동.
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특징적이다.13) 폭스 정부의 여성발전계획은

보다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제도화의 측면에서 모든 정책수립.
과 행정에 있어서의 젠더 관점을 포함하며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국제적 협약을 이행하는 수준의 인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적.
으로는 성별 경제활동기회의 평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여성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빈곤문제를 정책적으로 고

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지원정책을 연계시키고 있다 교육.
의 측면에서 젠더와 관련한 다양성에 대한 교육 모든 수준에서의, ,
평등을 교육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보건 분야에서도 여성에 대한 모,
든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 근.
절 및 예방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남성과 동등한 기회의

제공 정책결정에의 참여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 문화와 대중매체, . ,
에서도 여성의 동등한 이미지 제고 문화 스포츠 커뮤니케이션부문. , ,
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한다는 점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

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과 활(Instituto Nacional de las Mujeres, 2002)
동은 주별로 개발 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주와 연방은 입법, ,
및 사법분야에서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01-2006: 69)14) 이 계획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

13) 폭스정부의 국가발전계획의 가장 중심적이고 최우선적인 목적은 교육을 가장 중요

한 국가 프로젝트로 삼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01-2006: 70).

14) 최근의 단계 여성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적다 그 이유는 첫째 여성정책이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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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건분야에서의 평등성 제고에 관한 내용은 장기적으로 사회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의 인적자원을 강화함으로서 이들을 시장 메카

니즘 내에서의 경쟁력 있는 행위자로 등장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사회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Williamson, 2000: 257)
사회비용지출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멕시코 여성운동의 이슈와 전략의 변화.Ⅴ

멕시코 여성운동의 발전1.

년대 멕시코에서는 페미니즘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정치적1920-30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나 여성단체의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게 나타나,
지는 않았다 여성 이라고 하는 정기간행물 발간으로 활동. ‘ (La mujer)’
이 제한적이었다 년 멕시코시티에서 범미주여성연대. 1923 (Liga
Panamericana de Mujeres)15)에 의해 제 차 전국페미니스트회의1 (Primer

를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여개의 주에Congreso Nacional Feminista) . 20
서 명이상이 참석하여 매우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시민권100 . ,
정치권 이혼 성도덕 매춘 출산조절 경제문제 어린이와 여성에 대, , , , , ,
한 사회적 보호 교육문제 언론의 도덕화 사회봉사 등이 이슈로 나, , ,
타났다 그러나 이 회의는 미국 페미니스트 운동의 영향과 극단적.
페미니스트의 색채를 강하게 가짐으로서 멕시코의 보편적 페니미스

트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평가된다(Zendejas, 1993: 407).
년대에는 마르크스주의 정치용어의 지배로 인해 페미니즘이1930

일반적인 사회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실행되어 오다가 여성정책전담기구가

형성되고 여성정책 입안이 제도화 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한층

진일보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둘째는 최근의 여성정책여. (
성발전계획이 입안되고 실시되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15) 범미주여성연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Cano,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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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가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시 페미니즘은 프롤레타리.
아와 먼 부르주아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여성 정치단체들은 괄, .
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16) 이는 노동자 농민의 요구와 결합하여

여성운동이 대중부문의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년 제 차 전. 1933 2
국여성노동자농민대회(Segundo Congreso Nacional de Obreras y Cam-

의 개최를 통해 여성정치권보장에 대한 법안의 이행 교육기pesinas) ,
회의 확대 탁아소 어린이 병원 그리고 평등한 최소임금 등을 요구, , ,
했다 여성운동의 이러한 타 사회운동과의 결합이 과거 페미니스트.
요구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년대부터 년대까지 여성운동은 비교적 약화되었다1940 1960 . 1940
년대의 여성운동은 참정권 획득과 선거에 초점이 두어졌는데, 1947
년에 가서야 지방의회수준에서 겨우 여성의 정치참여권이 허용되었

다 주 혹은 연방수준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
았다 년 아돌포 루이스 꼬르띠네스. 1953 (Adolfo Ruíz Cortínes, 1952-

대통령기에 들어서 여성투표권이 정치적 근대화의 상징이 되1958)
자 겨우 허용되었다 이 또한 년에 창설된 멕시코 여성동맹. 1952

의 주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여성(Alianza de Mujeres de México)
의 권리요구에 의한 것이다 년 헌법 제 조의 개정에 의해 여. 1953 34
성에 대한 시민권 평등이 인정되었다.

년대 다시 페미니즘의 붐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1970 .
이는 미국 여성해방운동과 범국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페니미스

트 운동의 물결의 영향이었고 당시 학생운동참여자가 주(Scholtys) 68
류를 이루었다 년에서 년 사이의 여성운동은 조직의 취약. 1976 1982
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켰다 년(Cano, 1996: 357). 1976
여성연대 를 통해 멕시코내의 많은 여성운‘ (La Coalición de Mujeres)’
동단체가 규합한 이후 수십 년 동안 페미니즘의 정치적 분출구로서

16) 제도혁명당의 전신이었던 국민혁명당 내에 가정주부를(Partido Nacional Revolucionario)
포함한 모든 직업 및 사회활동분야를 총괄하는 여성부문을 년에 신설한 바 있1934
으며 노동자 농민 주부 기타 직업군의 여성들이 모여 결성된 친여권유일전선, , , ,

의 여성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이 년대(Frente Unico Pro Derechos de la Mujer) 30
후반 내내 지속되었다(Zendejas, 1993: 408-409).



186 이순주

의 역할을 이행했다 이 시기의 여성운동단체들의 요구는 재생산에.
대한 권리 성폭력과의 투쟁 성에 대한 표현의 자유 호모섹슈얼리, , ,
티 등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여성의 정치적 활동통합을 위한 또 다.
른 노력은 년 여성권리와 해방을 위한 국민전선1979 ‘ (Frente Nacional

를 통해 동성애자 해por la Liberacion y los Derechos de las Mujeres)’
방운동단체 노동자 조직 그리고 좌파정당의 여성지도부까지 통합, ,
했다(Scholtys).
이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논의 되었던 이슈는 낙태의 합법화였다‘ ’ .

모성을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함으로서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성교육과 피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낙태에 관한 법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낙태에 관해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성폭력과.
권력남용으로서의 성희롱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데

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그 결과로 년에 피폭력여성지원. 1977
센터 가 설립되었다 이후 여성단(Centro de Apoyo a Mujeres Violadas) .
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방구사법사무국(Procuraduría de Justicia del

내에 최초로 성범죄특별기관Distrito Federal) (Agencia Especializada en
이 설치되었고 년에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에Délitos Sexuales) , 1991

대한 규정 및 처벌과 관련한 형법개정이 있었다(Cano, 1996; Scho-
ltys).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지를 통해 나타났

다 볼레틴 친틸 페미니스트 여성조직. (Boletín Chintil), (Organo de
혁명 등이 출간되었고 년 연Mujeres Feministas), (La Revuelta), , 1976 4

회 발간되는 펨 이 출간되면서 당시 멕시코 내의 페니미스트 이(Fem)
론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정리 제공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
했으며 여년 가까이 중단 없이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30 .
라디오에서도 멕시코국립자치대학 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UNAM)
여성포럼 를 통해서도 많은 페미니스트 관점이 제‘ (Foro de la Mujer)’
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페미니스트 관련 잡지들에서 주로 논의.
되었던 내용들은 여성운동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페미니즘의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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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들을 중심으로 했다(Lamas, 1999).
이러한 페미니스트 운동의 사회적 구성은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중간계급출신 여성들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초기에는 여성노동자.
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이슈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회 경제적 생존이 가장 급선무였던 여성노동자들,
에게는 너무나도 자신들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받아들여졌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대부터는 실질적인 이해. 1980 17)에

관한 이슈들에서는 도시공공서비스 전기 하수도 식품 등과 더 나- , , -
은 임금과 신용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페미니스트들의 융화를 만

들어 냈다 년에서 년 사이 국내에서 여회의 여성대회가. 1980 1987 , 10
실시되었는데 노동자 농민 소작농 등 다양한 부문에서 평균 여, , , 500
명의 여성대표들이 참여했고 여개의 지역단체가 참석했다 이러한, 50 .
과정은 대중 페미니즘 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 (feminismo popular)’ ,
양한 계급과 부류의 여성요구를 연계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Stephen, 1996).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여성운동의 지속과 변화2.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성운동의 이슈를 전면적으로 변경시키고 있

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여성운동이 여권신장과 양성평등을 지향한다.

17) 여성운동의 이해 는 실제적 이해와 전략적 이해로 구분할 수 있다(interests) (Molyneux,
이러한 개념을 캐롤린 모저는 전략적 이해와 요구 실제적 이해와 요구로 좀1985). ,

더 구체화했다캐롤린 모저 실제적 이해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즉각적인 변( , 2000).
경이 요구되는 부분들과 관련된 것으로 중남미에서 나타나는 사례들로는 중남미 여

성운동들에서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년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적, 1980 ,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 운동들로서 칠레와 페루의 공동부엌 운동이 대(Ollas Comunes)
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년대 중남미 인들이 잃어버린 년으로 명명. 1980 ‘ 10 ’
할 만큼 최악의 경제위기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 때,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이를 위한 경제적 조건의 획득이 당시 여성들의 최우선적인

이해였고 이를 실제적인 이해로 볼 수 있다 전략적인 이해는 가부장제를 비롯한 여.
성차별과 종속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중남미에서도 매우 많이 나타나는데 직장 가정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의 남성,
과 여성의 평등 혹은 여권신장을 위한 전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여성단체의 활

동들이 많다 이에 관해서는 이순주 참고.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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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맥락에서 볼 때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상

당부분에 있어서 근원적인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
년대의 이슈들은 가사노동의 분담 평등한 부부관계 가정폭력1980 , ,

방지 등으로 볼 수 있다 년대의 여성운동 이슈의 다변화를 특. 1990
징으로 한다 최근 여성운동의 이슈는 인권 환경 보건 재생산권. , , , ,
가정폭력 피난자 보호 빈곤퇴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신자유, , ,
주의 정책에 따른 여성노동조건의 변화 등과 관련한 이슈들은 여성

운동의 다양한 이슈들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조건과 관련한 여성단체들은 특히 마낄라도라와 같

은 수출산업지대와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지역에.
서는 전직 수출산업지대 노동자 공동체 활동가 페미니스트 등 다양, ,
한 사람들로 구성된 여성단체들이 노동관련자문 직업보건 의료서비, ,
스 노동권 그리고 평등노동 등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Beatríz,
2001: 53).
신자유주의에 대한 멕시코 여성운동계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부정

적이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잘못된 복지 의 전형으로서 빈곤 편. ‘ ’ ,
부모 가정 청소년범죄 마약과 범죄 증가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
있다고 본다 특히 경제적 빈곤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가족의 해체.
로 인해 여성들은 자녀부양과 빈곤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므

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가장 큰 희생자로 간주한다(Reforma,
이러한 여성운동계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1996-06-09).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여성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이

고 있다 셀리아 세르반테스 는 여성발전계획 에 대해. (2000) ‘ 1995-2000’
여성의 상황에 매우 근접하고 여성의 실질적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 ,
는 매우 가치 있는 계획서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적 물질적 인적자원’ , , ,
의 확보가 그러한 계획의 이행 및 목표달성을 위한 관건으로 보았다.
이와 다른 입장은 년 월 일에서 일까지 여성발전계획2001 8 7 9 ‘

을 위한 포럼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포럼에는 여개 이2001-2006’ . 300
상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는데 이 포럼에서 가장 큰 논쟁이,
되었던 부분들은 낙태 성과 재생산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이 포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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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했던 환경과 여성단 의 일다(Red de Mujeres y Medio Ambiente)
살라사르 를 비롯한 좌파성향의 단체들은 여성정책논의(Hilda Salazar)
에 있어서 다양한 여성단체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항상 의견을 들어

왔던 우파와 극우파에 치중함으로서 빈민이나 주변화 등에 관한 주

제들이 논외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La Jornada, 2001-08-12).
여성운동 전략은 여성운동의 요구가 정치체계와 성공적으로 연계

되어 여성의 실제적 전략적 이해가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이행되도,
록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 여성운동의 전략은 상당부분.
이 국가와 교회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들의 통제노력에 의해 실패한,
경우가 많다.
성공사례를 들어 본다면 다원그룹 이 여성운동단체, ‘ (Grupo Plural)’

들의 동맹과 정당과의 연계를 통해 폭력과 성범죄에 관한 법안을‘ ’
개정한 사례다 이 사례의 성공요인은 젊은이에 대한 다양한 범죄. 1)
행위들이 사회상류계층에 있어서 정상적인 가정과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성범죄를 폭력과 범죄행위의. 2)
주제로 다룸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 정당과 다양한 사회부

문의 생각을 변경시킬 수 있었다 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3) 1970
되었던 문제를 다양한 사회정치적 의미에서의 필요성과 일치시켰다.
정당과의 연계를 통해 의회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집중거론을4)

유도했다는데 있다(Tarres, 1996).
지방여성운동의 사례를 보면 멕시코 농촌여성들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도시와는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전략도 다르다 양성간의 불.
평등이 수도권과 도시지역에서의 여성과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인

식되는 것과는 달리 농촌지역 여성들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상당,
히 적은 편이다 왜냐하면 농촌사회의 성별간 사회적 역할인식이 전. ,
통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어 그러한 불평등이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불충분하다.
따라서 지방에서의 여성운동의 전략은 커뮤니케이션과 조직화를 중

심으로 성불평등을 인식시키는 것을 기초단계로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이나 각 주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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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문기사를 통해 사회적 논쟁을 유발하며 다양한 회의와 세미, ,
나를 통해 각 단체들 간의 연대를 강화해가는 것이다 치아파스의.
사례에서는 산끄리스토발 여성들 이라는 여‘ (Mujeres de San Cristóbal)’
성단체의 반 폭력과 성범죄를 위한 활동은 부유층 여성뿐 만 아니라

이 지역 거주 외국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부문의 호응을 얻었다.
이 활동에 사용된 방법들은 개인적 서한발송 파티와 같은 모임개최, ,
화초판매 수공예품 및 예술작품판매 등을 통해 여성들 간의 관계증,
진과 사안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러한 전략은.
치아파스 지역의 친밀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지역예술가 기업가 중상층 여성들로부터 이러한 활동들을 위한 물, ,
질적 지원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Tarres, 1996).
여성운동의 전략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경우는 카톨릭계 여성운

동단체들과 원주민여성운동단체들이다 카톨릭 교회의 지원을 통한, .
여성운동단체의 경우는 낙태 이혼과 관련한 내용과 같이 카톨릭적,
전통과 상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입장정립이 모호하기 때문이

다 원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여성운동 단체의 경우 원주민 여성. ,
들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계질서가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계질서에 자체에 대한 의문을 심기까지 상당

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이는 여성단체들의 전략은 보건과 여성.
의 생산적 역할의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카톨릭계이면서도 카톨릭의 기존입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경우

도 있다 말할 권리를 찾는 천주교도. ‘ (Católicas por el Derecho a
는 년 월 일 여성발전계획을 위한 포럼에서 낙태의Decir)’ 2001 8 12 ‘ ’

합법화와 보건소에서의 정규진료형태로의 포함을 주장한 사례를 대

표적으로 들 수 있다(La Jornada, 2001-08-12).

맺음말.Ⅵ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의 사회적 지출과 이를 위한 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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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구는 효율성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여성정책분야에서는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시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담당 정부기구의 규모나 역할이 오히려 증대했다 과.
거에는 여성이 독립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이해되었고 실시되었다 그러나 년대 이후 많은, . 1990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멕시코의 경우도 여성정

책은 새로운 중요 정책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서 젠더 관점을 적용할 것을 구체

화 하면서 이러한 젠더관점의 적용은 사회적 위계질서에 따른 불평‘
등의 개선을 규명하고 수정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기여와 사회변동의 추동자로서의

역할을 가시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INMUJERES,
이와 같이 최근 단계 여성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2002). 1,2

는 여성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의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축소경향과는 상반된다 최근의 여성정책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
서 직접적으로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는 달리 여성의 교육,
및 보건 등에 비중을 둔 지원을 통한 생산력 경쟁력 강화시켜나가,
는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다 간접적으로 여성에 대한 시장경제내의.
경쟁력 있는 행위자로 등장시킴으로서 시장체제를 좀 더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성간의 근원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양성이 모두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중심의

경제발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완정책이며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빈부격차와 같은 부정적 결과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조적 정

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정책의 확대가 갖는 의미.
는 사회의 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구조적인1/2 ,
차별의 개선이 없이는 신자유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시장중심의 경제

성장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영향들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멕시코 여성운동은 과거와 비교할 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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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략의 측면에서 크게 변화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제위기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 축소가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그에 대한 요구들이 여성운동에 포함되었다, .
여성운동의 전략변화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유연화하고

다양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들의 이슈가 여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사회내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서 정책결정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세디요 정부와 폭스정부가 국가발전프로그램에서 강.
조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의 강화는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

들의 요구를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시되는 여성정책은 상당히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 추진되어 오고 있는.
여성정책의 목표는 양성간의 전통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 ,
소와 경제발전에서 여성의 역할확대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경제.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확대는 여성의 임금노동 뿐 만 아니라 무임금

노동과 보호노동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경제에 상당,
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정부,
의 다른 사회비용지출 축소에 대한 영향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의 하

나로 보여진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여성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
용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들은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더욱 더.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이중성은 여성운동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조장하게 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멕시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의 실현은 이러한 상황에 대

한 극복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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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e artículo es para analizar los cambios de la política del gobierno
para las mujeres y el movimiento de las mujeres bajo el neoliberalismo
en México. Bajo el neoliberalismo, el gasto social y los organos del
gobierno se veía disminuir con el nombre de la efectividad y la
competencia. Pero el fenómeno que aparece en el campo de la política
para las mujeres es diferente. Creó nuevas ramas administrativas y
aumentó el gasto público para las mujeres. Eso puede explicarse
también para mejorar la competividad del recurso humano y la
efectividad del mercado, considerando a la mujer como un miembro del
mercado en México. Relacionado con el cambio de los temas y
estrategías, se agregó el efecto negativo del neoliberalismo manteniendo
sus temas feministas.

Key Words: Mexico, Women, Women policy, Women's Movement, Neoli-
멕시코 여성 여성정책 여성운동 신자유주의beralis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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