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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글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젠더 리뷰 가을호 ‘기획 특집’에서는 사회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논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로 ‘가족내 범죄, 돌아보기’는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실태와 처리현황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필자는 아내를 장기간 폭행하여
살해했음에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부조리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피해자의 안전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기생충>과 <우리집>으로 살펴 보는 스크린 속 가족’에서는 두 영화의 대비를
통해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더 나아가 대안적인 형태의, 감정집단으로서의 가족을 모색하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슈브리프는 ‘차별하는 인공지능 - AI가 확산할 수 있는 은연 중 차별의 우려와 새로운
사회적 윤리의 필요성’에서 인공지능의 차별적 서비스 제공이 수많은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바,
암묵적인 차별을 포함하는 편향적인 데이터 사용이나 인공지능 분야의 성비 불균형 등의 원인제
거와 함께 기술에 의한 은연 중 차별에 대한 주의와 새로운 사회적 윤리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
져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여성’은 외국의 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의 정책사례를 살펴 보고, 우리나라 제21대 총선을 겨냥하여 여성할당제
의무조항, 남녀동수법 제정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국제리뷰는 ‘미국 대통령선거와 여풍(女風)’에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여풍을 일
으킨 미국 대통령선거, 2018년 중간선거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의 비
백인 인종의 두각을 나타낸데 이어 2020년 연방의원 선거에서도 여풍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여성이 차별과 혐오로 소외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이
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젠더 관점의 개발협력 사업 접근방식 : 한국 월드비전 케냐 북테소 지역 여아 역량강화
사업 중심으로’에서는 여아들의 사회배제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
하면서, 월드비전이 여성할례, 조혼, 명예살인 등과 같은 젠더기반폭력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아의 역량강화 사업을 젠더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펴 보고 있습니다.
정책현장 탐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김혜영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의 유형,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변화대응본부’를 발족시킨 배경, 다양한
활동과 미래 청사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성통신 중 국내 통신은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필
두로 해서 성폭력 피해자보호조치, 성폭력처벌범위 확대, 보편적 가족 서비스 확대, 양성평등정
책담당관 대상 교육실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발표 등 정부 부처의 다양한 정
책활동을 보고합니다. 해외통신 역시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유
럽연합에서의 성평등 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 사례들을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호가 제시한 가족문제, 여성정치 참여, 인공지능, 여아에 대한 역량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해 독자 여러분에게 성평등 사회 달성에 한 발짝 나아가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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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1)

들어가며,

부친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받은 제보자의 모친이
2차 신고를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지만

지난 30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로 살다가 지난해

담당 검사로부터 ‘불처분’을 받아 부친은 다시 가족

12월 남편에 의해 끝내 살해당한 아내의 사건은 우리

에게 돌아왔다. 이후 2017년 11월 모친은 가정폭력

사회 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사건으로는 마지막 3차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부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딸이 언론사

은 제보자의 모친과 여동생의 목을 졸라 다시 가정

를 통해 자신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는 비극적인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그러나 ‘상담소 위탁 처

가정사가 알려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제

분’으로 이 사건 역시 다시 종결되고 만다. 그 후

보자는 첫 가정폭력의 기억을 1997년도 당시 알코

2018년 12월 제보자의 모친은 결국 부친에 의해 살

올 중독인 부친으로부터 모친은 매일 폭행을 당하였

해당하게 되었는데, 아내를 살해한 제보자의 부친은

고, 자신을 포함한 삼남매도 아동학대를 경험하였다

지난 4월 재판으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이 되어

고 답하였다. 그 후 부친의 폭행 정도가 심해짐을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한 달 후 제보자의 부

인지한 모친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2008년 신

친은 양형부당을 호소하며 억울하다고 항소하였고,

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이를 가족 내의 사

얼마 지나지 않아 항소심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밝

적인 일로 간주하고 폭력남편을 대상으로 어떠한 제

혀졌다.

지도 없이 수사를 종결하였다. 2015년에는 술 취한

금년 초에도 비슷한 배우자 살인사건이 있었다.

* 범죄심리학자로서 여성 대상 범죄 관련 형사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재소자 분류심사를 위한 교정심리검사 소년범죄자 성격평가도구인
특수인성검사 성범죄자 재범가능성을 평가하는 KSORAS 등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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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3일, 군산의 한 논두렁에서 63세 여

에도 여러 번 자신에게 현재 처에 대한 적대적인 살

성의 시신이 이불 및 베개와 함께 발견되었다. 이

의를 피력한 적이 있다고 제보하였으며, 더욱이 피

사건의 피의자는 52세였던 A씨였는데, 이 사건 역

의자에게는 4명의 전부인이 존재하였고 그들 모두

시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딸이 결정적인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음을 고발하였다. 객관적

증언을 함으로써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인 사실관계에서도 사망한 여성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 피의자는 아내 살해 이외에도 2010년 3월 이후

전, 피의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였

8년 동안 여성 6명을 성폭행한 이유로 징역형을 받

으나 기각된 바 있었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접근금

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20대

지를 요청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

였으며, 계획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하고 이

소송을 진행한 피해자를 괘씸히 여긴 남편에 의해

후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8년을 버텼다. 그러다 검

피해 여성은 끔찍한 폭행과 성폭행 후 죽음에 이른

거되어 처벌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여섯 명에 이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뒤늦게 경찰은 CCTV 등 추가

연쇄 성폭행에 대한 형량은 불과 8년뿐이었다. 그는

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사

작년도에 출소를 하였고 범행 당시에도 전자감독 하

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이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에 있었으나 출소 후 혼인 신고한 여성을 또다시 폭

한 명이 아니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 명 더

행하여 살해하기에 이른다. 검거 당시 피의자는 가

있었는데, 피해자의 자매가 함께 끔찍한 폭행을 당

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제기된 아내를 죽일 의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뒤늦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고, 경찰은 따

피의자는 지인에게 금전 등의 유인책을 써서 피해자

라서 최초 죄명으로 상해치사를 적용하였다. 허나

를 대신 죽여줄 수 있느냐는 청부도 했었다고 한다.

피의자 전처의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남긴 호소

또한 주변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염탐할 것을 요구

문으로 인해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이른

하였고, 피해자가 누구와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

다. 내용인즉슨 피의자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피

지 따위를 살해 전날까지도 염탐했었다고 한다. 이

해자를 죽이겠다고 여러 번 자신에게 의사 표명을

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피의자의 죄명은 최초 상해

하였기에 치사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주

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불만

장이었다. 피의자는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서

을 품은 피의자는 유치장 안에서 경찰에게 손톱깎이

별거 중이던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갑

를 빌려 삼키기까지 하였다. 살인죄를 완강하게 부

자기 소리를 지르는 탓에 당황하여 몇 대 찼을 뿐이

인하였던 피의자가 경찰의 수사방향에 불만을 품고

고 이후 피해자가 걷다가 혼자 넘어져 사망에 이르

앙갚음을 시도했던 정황이다.

렀다 주장하였다. 부검 결과 정액이 검출되어 성폭

이 같은 사례들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 내 폭력으

행도 한 때는 의심이 되었으나, 피의자는 부부간의

로 신고를 한 사건들이 결국에는 피해자의 생명권을

화해를 위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사실

고 우발적인 인명피해라고 강력하게 해명하였다. 이

이다. 이는 꼭 경찰만의 안일한 수사방식 때문만은

에 대해 피의자의 딸은 자신의 부친이 이 사건 이전

아닌 것이, 검찰에 송치가 되더라도 기소가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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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법원 역시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의사결정에 보

어지는 잔혹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목할 점

살인사건(미수사건 포함)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은 아내를 장기간동안 폭행하여 살해했음에도 어찌

부부인 경우를 포함 친족인 경우가 31.8%를 차지하

하여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느냐는 의문이다. 위 두

며, 폭행에서는 11.1%, 상해의 경우 12% 성폭력의

사례에서처럼 살인죄보다는 폭행치사죄나 상해치

경우에 있어서도 5.6%를 차지한다. 살인사건의 삼

사죄가 적용되며, 성폭행이 분명한데도 부부라는 이

분의 일이 동거친족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은

유만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기도 하며, ‘칼로

서구 사회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로서, 한국 가족

물베기’인 부부싸움은 상담제도로 쉽게 화해와 조정

문화의 특이성을 반영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 될 것으로 짐작한다. 이혼소송을 겨우겨우 제기

2017년도에 동거친족에 의해 발생한 살인사건

하여도 신변안전은 보장되지 않으며 아이는 물론 친

180건 중 살인 기수사건은 총 102건이었다. 그런데

정식구들에게까지 생명의 위협이 반복된다. 이글에

우리나라의 통계치에는 이 중 부부 간에 일어난 배

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실태와 처리의

우자 살인의 건수는 확인할 길이 없다.
<표 2>에서는 친족(기타 친족 포함)간 살인(미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어디서부터 이런 부조리가 시

포함), 친족 성폭력, 친족 폭력/상해사건 통계치는

작되는 것인지 간략하게나마 탐색해보려 한다.

다시 경찰청의 범죄통계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
계를 토대로 재구성해보았다. 2008년도부터 2017

친족범죄 사건의 발생실태

년도 사이 친족 사이 벌어진 성폭력, 폭력 및 상해
사건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살인범죄의 경우 특별히

<표 1>에는 일단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친족 간 성폭력범죄

피·가해자 관계에 따른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

의 경우 지난 십여 년 간 심각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통계는 2017년도 대검찰청 통계분석에서 확인된

있으며 친족폭력 및 상해사건 역시도 가파른 증가추

흉악범죄와 강력범죄에의 사건 수로서 친족 간에 벌

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과거에는

<표 1> 2017년도 강력범죄 통계(대검찰청 범죄분석)
합계
소계

형법범

강력범죄
(흉악)

강력범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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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1,861,796

15,023

32,783

8,241

소계

962,775

14,587

29,618

7,679

소계

36,583

1,257

895

339

살인(미수 포함)

986

86

180

48

성폭력

32,837

1,071

539

245

소계

332,779

8,701

25,667

4,632

폭행

228,999

4,640

18,389

2,474

상해

74,115

2,597

4,871

1,492

가족 내 범죄, 돌아보기

<표 2> 경찰청과 검찰청 통계의 친족범죄 인원 비교(괄호 안 살인기수)
(단위: 건)

친족 살인
경찰청

친족 성폭력
검찰청

2008

228

187

2009

261

2010

280

2011
2012

경찰청

친족 폭력/상해
검찰청

경찰청

검찰청

44

286

19,945

18,154

223

49

315

18,241

16,720

229

461

386

14,285

13,037

257(110)

246

389

367

13,578

12,168

259(117)

263

520

524

15,712

14,708

2013

212(89)

215

601

598

17,680

16,470

2014

236(105)

239

612

631

18,127

16,672

2015

250(102)

250

655

688

32,589

30,084

2016

210(101)

210

676

730

36,676

33,444

2017

227(102)

228

721

784

32,978

30,299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1990~2010/2011~2017

<표 3> 영아살인과 존속살인
(단위: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아살해

12

12

18

12

16

6

11

13

8

8

존속살해

44

58

66

48

32

28

36

24

32

25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1990~2010/2011~2017

암수범죄화 되어 형사사건으로는 처리되지 않던 가

족의 해체,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와 같이 가족의

족 내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들이 점점

해체라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결과론적인 통계

더 많이 사건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 추세라고 판단된다.

<표 3>에는 영아살인과 존속살인의 사건 수가 제
시되어 있다. 이를 친족범죄 통계에 포함시킬 수 있
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왜냐면 혼인신고나 출생신

친족범죄 사건의 처리현황

고 등으로 가족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
만 사건의 특성 상 가족 간 범죄로는 충분히 간주할

애초 이 글은 여러 가지 사법절차에도 불구하고

수 있을 것이기에 통계치를 제시하여 보았다. 2017

왜 피해자의 신변안전이 도모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

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영아살인은 십년 전 정도보다

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살인사건의 통계치를

는 줄어들어 8건이 보고되었고 존속살인의 경우에

놓고 보자면 친족살인은 여러 가지 절차적 개선에도

도 전보다는 줄어들어 25건이 제시되었다. 이는 가

불구하고 별다른 통계치 상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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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범죄에 있어 상담제도 등 사법절차가 대폭

<표 4> 경찰 단계 가정폭력범죄 신고 및 검거 현황
(경찰청 범죄백서, 2018)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왜 줄어들지

신고건수

않는가라는 점에는 타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표 1>에서 보고

년도

신고건수

검거건수

대비

(A)

(B)

검거건수

하고 있는 것처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친족성폭
력과 폭력 및 상해사건은 급속히 증가하는 데에 비
하여 가정폭력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절차는
여전히 보호처분 위주로 유지하고 있는 데서 이유를

비율(B/A)
2011

-

6,848

-

2012

-

8,762

-

2013

160,272

16,785

10.5

2014

227,608

17,557

7.7

찾아 볼 수 있지 않은지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2015

227,630

40,828

17.9

이번에는 앞서 제시하였던 두 사례에서도 지적되었

2016

264,567

45,619

17.2

2017

279,082

38,583

13.8

다시피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폭력으로 신고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표 4>에는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건수와 검거검
수가 제시되어 있다. 가정폭력사범을 검거한 건수는

된 사건의 약 십분의 일 정도가 검거되고 그 중 또
1/2 정도의 사건만이 송치되는 것이다.

신고건수에 비하여 7.7%에서 17.9%에 이르러 경찰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 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단계에서부터 가정폭력사건은 거의 사건화가 되고

8.5%에 그쳤고, 불기소 처분 비율은 49.9%에 이르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렀으며 그 중 가정보호사건 송치 비율이 40%에 육

<표 5>에서는 최근 3년 2015년, 2016년, 2017

박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2010년과도 유사하였다

년 모두 가정폭력사건 중 절반 이하만이 가정보호사

(표 6). 불기소처분 중 유의미한 것은 ‘기소유예’와

건 의견으로 송치되고 나머지 사건들은 아예 처리가

‘공소권 없음’의 각 비율인데, ‘기소유예’는 가정폭

<표 5> 가정폭력범죄 검거, 조치현황 (경찰청 범죄백서, 2018)
년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구속

불구속

가정보호사건 송치

2010

7,359건

7,992명

60명

7,719명

450명

2011

6,848건

7,272명

51명

6,925명

341명

2012

8,762건

9,345명

73명

17,738명

494명

2013

16,785건

18,000명

262명

18,416명

1,579명

2014

17,557건

18,666명

250명

18,416명

2,819명

2015

40,822건

47,549명

606명

46,943명

15,710명

2016

45,614건

53,476명

509명

52,967명

19,828명

2017

38,489건

45,206명

384명

44,822명

15,9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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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검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분 결과
기소
접수
2010

구속

5,185

32

비율
2015

처분계

기소계 구공판 구약식

5,240

0.6
47,007

662

비율

불기소

46,545

1.4

혐의

기소

죄가

공소권

없음

유예

안됨

없음

가정보호
각하 사건송치

기타

577

112

465

113

918

8

1,654

22

1,908

40

11.0

2.1

8.9

2.2

17.5

0.2

31.6

0.4

36.4

0.8

3,970

1,748

2,222

1,245

4,802

63

17,316

11

8.5

3.8

4.8

2.7

10.3

0.1

37.2

0.0

18,207 931
39.1

2.0

(전소영 등, 2017)

력처벌법 제9조 2에서 정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되는 경우에도 8호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로 인해, ‘공소권 없음’의 경우, 또한 피해자의 의

4,431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4호 사회봉사수

사를 반영한 고소 없음, 처벌 불원으로 인해 그 비율

강명령 처분 받은 사람은 3,202명(15.5%)으로 대

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부분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2호 접근행위제한(전기

법원 역시 가정폭력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

통신이용)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1명(0.0%)이고, 1

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호 접근행위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45명(0.2%)에

존중하여야 한다. 즉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야 하는

해당하였다(사법연감, 2018). 법원이 가해자에게

데, 이로 인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인상

내리는 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위탁을 기본으로 하

적인 것은 42.7%의 사건들에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

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다는 가정의 유

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지와 관계 개선을 우선하여 그 결정을 하는 것으로

<표 7> 법원의 2016년도 가정보호사건 처분 결과
보호처분
단순처분
2호
합계

계

1호
접근
행위
제한

접근
행위
제한
(전기
통신

4호
3호

20,622 11,562

구성비
(100.0) (56.1)
(%)

사회

친권 봉사
행사

․

제한 수강

불
5호

6호

7호

처

8호

보호 감호 치료 상담 1․5호 4․5호 5․8호 기타

분

타법원
이송

기타

관찰 위탁 위탁 위탁

명령

이용)
가정
보호
사건

병과처분

45

1

-

3,202 1,504

-

(0.2)

(0.0)

(-)

(15.5) (7.3)

(-)

78

4,431

44

(0.4) (21.5) (0.2)

1,273

478

506

8,802

173

85

(6.2)

(2.3)

(2.5) (42.7) (0.8) (0.4)

(사법연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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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찰과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접수 및 처리의 추이(검찰연감)

[그림 2]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처분 결과(검찰연감)

보인다. 즉 피해자의 신변안전이 처분의 우선적인

년도에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수를 더 많이 사건화

배려사항이 아니란 것이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족 간 범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

그러나 [그림 2]를 참조하면 사건화는 전에 비하

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1]은 아동

여 많이 되는 데에 비하여 대다수의 사건이 보호사

학대 사건이 신고되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준

건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기소

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2014년도 비하여 2017

율의 경우 2014년 29.1%, 2015년 34.6%, 2016년

10 젠더리뷰

가족 내 범죄, 돌아보기

<표 8> 보건복지부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년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계

비고

2001

2,606

(63.1)

-

1,527

(36.9)

4,133

(100.0)

2002

2,946

(71.7)

-

1,165

(28.3)

4,111

(100.0)

2003

3,536

(71.0)

-

1,447

(29.0)

4,983

(100.0)

2004

4,880

(69.7)

-

2,118

(30.3)

6,998

(100.0)

2005

5,761

(72.0)

-

2,239

(28.0)

8,000

(100.0)

2006

6,452

(72.5)

-

2,451

(27.5)

8,903

(100.0)

2007

7,083

(74.7)

-

2008

7,219

(75.4)

77

2,395

(25.3)

9,478

(100.0)

(-)

2,351

(24.6)

9,570*

(100.0)

2009

7,354

(79.0)

101

(1.1)

1,854

(19.9)

9,309

(100.0)

2010

7,406

(80.5)

89

(1.0)

1,704

(18.5)

9,199

(100.0)

2011

8,325

(82.1)

84

(0.8)

1,737

(17.1)

10,146

(100.0)

2012

8,979

(82.1)

34

(0.3)

1,930

(17.6)

10,943

(100.0)

2013

10,857

(83.0)

43

(0.3)

2,176

(16.6)

13,076

(100.0)

2014

15,025

(84.5)

93

(0.5)

2,664

(15.0)

17,782

(100.0)

2015

16,651

(86.7)

87

(0.5)

2,465

(12.8)

19,203

(100.0)

2016

25,878

(87.2)

189

(0.6)

3,604

(12.1)

29,671

(100.0)

2017

30,923

(90.5)

292

(0.9)

2,951

(8.6)

34,166

(100.0)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32.7%, 2017년 18.8%로 기소율이 감소하였고

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사실은 현장에서의 사건

2017년에는 전체 건수의 약 47%인 1,708건이 아

처리 방식을 다시 한 번 재검해봐야 한다는 점을 시

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한다.

더 큰 의문점은 <표 8>에 제시된 보건복지부 통
계이다. 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
대로 신고가 된 총 사건 수는 [그림 1]과 [그림 2]에

나가며,

서 보고된 범죄사건화 된 수치와는 현저히 다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서 신고

이 논문에서는 가족범죄를 주제로 실태와 처리현

된 건수는 2017년 경찰서에 하동학대사건으로 이

황에 대해 짧게나마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

첩되었던 3802건보다도 거의 열배나 많다. 물론 이

면 예상대로 가정보호주의가 모든 형사사법단계의

중에는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정서적인 학

곳곳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 경찰에 신고가 되

대 등 범죄사건화 하기에는 요건 충족이 안되는 사

더라도 사건화가 되지 않으며 송치하지 않고 기소하

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약 10%

지 않고 구속시키지 않으며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

의 사건만이 경찰로 이첩된다는 현실과 가끔은 아동

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이렇게 발생

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였던 아동학대 피해아동

하는 사건의 약 10% 내의 사건에서만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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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로서, 보호사건만을 다루는 재판부를 따로 두기보다

생명권 보호는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선진국

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특정 사건에 대하여 동일

이라고 하여 가정범죄 사건을 자동적으로 형사사건

선상에 놓고 다룰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국내의

화 하고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는 것은 아니다. 아동

경우에는 사건이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법률서비

학대 사건만 하더라도 형사사건화 하고 친권박탈을

스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법무행정, 즉 형법이냐 특

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 아동학대사건으

별법이냐의 갈래가 처분의 중심이 된다. 그러다보니

로 신고되는 초기부터 법원이 중심이 된 개입을 하

사건에 대한 관리의 지속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여 재발위험성을 근거로 수많은 조건부 처분을 하면

가족범죄라고 했을 때 이 논문에서는 가정 내 폭

서 위험을 관리한다. 영미법국가의 가족범죄 전담재

력 범죄만을 그 대상으로 놓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판부(예, http://www.lacourt.org/division/fam

가족범죄가 꼭 그것만이 아닐 것인데, 다양한 문제

ilylaw/familylaw.aspx) 등에서는 결코 일회성 처

를 다 포섭하지 못하였던 것은 순전히 필자의 부족

분으로 가족범죄를 다루지 않는다. 이는 곧 가정 내

함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연구물들에서는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피해자의 안전

함께 가담하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연

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슈로 삼는다는 것으

구들도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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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다양한 현상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사회변화와 가족다양성

혼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규
범적 태도는 해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변화의 역동은 빠르게 진

2018년 혼인건수는 25만 7천 6백 건으로 전년대

행 중이다. 기존의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

비 2.6%(-6천 8백 건) 감소하였으며, 2012년 이후

탈가족·탈제도, 개별화, 재구성, 다양한 방식의 관

7년 연속 감소 추세이다1).

계 맺음의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사회조사 결과2)에 의하면, 13세 이상 인

출처: 통계청(2019), 2019.3.20.자 보도자료 「2018년 혼인‧이혼 통계」, 4면

[그림 1]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1970-2018

* 민법을 전공하고, 가족 관련 법 분야를 주로 연구함. 주요 연구물로는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젠더법학(제10권 제2호),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가족법연구 제31권 2호) 등이 있음.
1) 통계청(2019), 2019.3.20.자 보도자료 「2018년 혼인‧이혼 통계」, 4면
2) 통계청(2018), 2018.11.6.자 보도자료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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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8년 조사에서 처
음으로 과반을 넘었다.3)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는 30.3%가 동의하였으며,
역시 2010년(20.6%)에 비해 증가하였다.4)
[그림 2]에 의하면 2018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태도가 결혼해
야한다는 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2018), 2018.11.6.자 보도자료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요약 1면

제도혼에 대한 진입 여부에 대해서 당위가 아닌 열
려진 태도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인제도에

[그림 2] 결혼에 대한 견해

서 벗어나는 이혼에 대한 태도 역시 지속적으로 수용
구 중 “결혼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비율은 계속

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혼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감소하여 2010년 64.7%에서 2018년에는 48.1%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6.3%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해서는 안

반면, 비혼동거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태도가 증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0년 56.6%에서 지속

가하고 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33.2%로 나타났다.5)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6.4%로, 2010년

1인가구의 증가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통계청의

<표 1> 연도 및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2000T~2017R)
(단위: 천 가구, %)

가구원수
일반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T

2000년

T

2005년

2010년

T

R

2015년

R

2017년

14,312

15,887

17,339

19,111

19,368

19,6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224

3,171

4,142

5,203

5,398

5,619

(15.5)

(20.0)

(23.9)

(27.2)

(27.9)

(28.6)

2,731

3,521

4,205

4,994

5,067

5,260

(19.1)

(22.2)

(24.3)

(26.1)

(26.2)

(26.7)

2,987

3,325

3,696

4,101

4,152

4,179

(20.9)

(20.9)

(21.3)

(21.5)

(21.4)

(21.2)

4,447

4,289

3,898

3,589

3,551

3,474

(31.1)

(27.0)

(22.5)

(18.8)

(18.3)

(17.7)

1,922

1,582

1,398

1,224

1,200

1,142

(13.4)

(10.0)

(8.1)

(6.4)

(6.2)

(5.8)

출처: 통계청(2018), 2018.8.27.자 보도자료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40면
3) 통계청(2018), 2018.11.6.자 보도자료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15면
4) 통계청(2018), 2018.11.6.자 보도자료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15면
5) 통계청(2018), 2018.11.6.자 보도자료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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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 이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과 현상을 위기로 단정할

전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 가구였으나, 2010

것은 아니다.

년에는 2인 가구,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이

그러나 가족 다양성으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6). 2017년 주된 가구 유형은 1인 가구(28.6%)로

다양한 현상 속에는 기존에 공고했던 정상가족 이데

전년에 비해 221천 가구(0.7%p) 증가하였으며, 2

올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갈등

인가구가 26.7%, 3인 가구는 21.2%, 4인가구는

이 분출되기도 한다.

17.7%에 불과하다.7) 비혼의 증가, 노인 부부로 이

다양한 가족변화의 현상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과

루어진 2인 가구와 이들의 사별·이혼으로 인한 노

제도는 기존의 가족 구성과는 다른 다양한 삶의 방

인 1인 가구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식으로 살고 있는, 또는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근대 핵가족의 전형으로 생각되었던 부모와 자녀

게 오히려 불편과 장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를

로 구성된 3~4인 가족으로 함께 사는 모습은 이제

넘어서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의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전형은 아니게 되었다.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의 차별
적 인식은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로 하여금, 소위 정상가족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지

2. 다양한 가족, 현상과 문제

향과 노력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기도 한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의

가족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과 새로운 방식의 가
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발견되고,
개별화의 욕구와 함께 친밀감과 돌봄의 욕구도 공존
한다.

사적 정보가 노출되고 요구되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한 생존의 노력이다.
가족 변화에 수반하는 현상들은 가족 다양상의
변화 그 자체가 대단히 문제적인 것으로 착시적으로

가족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인 동시

보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에 가족이 나에게 위험이 되기도 한다. 가족으로부

가족 변화라는 사회의 현상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

터의 단절과 개별화로 인하여 취약해지도 하고, 한

이다. 차별적 제도는 차별적 사회 인식을 재생산하

편으로는 가족으로 함께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위험

고 강화한다.

이 발생하거나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지금의 가족 변화의 역동은 개인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기 생존을 위한 역동이기도

3.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 제도

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서 벗어나

혼인과 혈연에 기반한 소위 정상가족 중심의 낡

다양한 삶의 방식을 형성해나가는 과도기적 현상으

은 제도는 다양한 가족과 그 구성원에게 매우 불편

6) 통계청(2018), 2018.8.27.자 보도자료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40면
7) 통계청(2018), 2018.8.27.자 보도자료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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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차별적이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살면서 일상에

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서 이용하고 접하게 되는 제도에서 다양한 가족 구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9) 그 이외에

성은 차별받고 소외된다.

모(母)의 성(姓)을 따르는 경우는 부가 외국인인 경
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다.10) 부성(父姓)우선

가.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의 원칙 하에서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는 경우
는 혼인신고시 예외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비혼으로

법률혼 중심의 법제도는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

자녀를 출산을 하는 경우,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로 엄격하게 보장되는 권리와 제도적 프레임을 구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출생부터 시작된다. 민법

성(姓)을 따르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들을 예외적인

은 자녀를 출생시부터 부모가 법률혼관계에 있는 지

경우로 상정하고 민법의 태도는 이들 다양한 가족의

에 따라 지위와 명칭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일조한다.

외의 출생자”로 구별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법의 구

또한 자녀들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 출생시에 부

분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자녀

나 모의 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가 출생하면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제도는 예컨대 재혼가족과 같은 결합가족에 있어 자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

녀들 간 서로 다른 성(姓)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매우

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예외적이고 도드라지게 만든다. 재혼가족에 있어서

제2호). 축복받아야할 출생신고시부터 출생신고서

자녀의 성본변경이 재혼가정의 남성 가장(家長) 중

식에 출생아의 지위를 “혼인 외의 자”라는 사회적으

심으로의 변경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한 가족에

로 차별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낙인적인 명명과 이를

포용적이지 못한 사회와 제도 하에서 결국 정상가족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비혼의 부･모에게

으로의 외관을 갖추고자 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도 그 자녀에게도 폭력적이다.8)
부계 성･본의 강요는 사실혼 가족, 한부모 가족, 비혈연

나.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부성
(父姓)우선의 원칙

가족, 동성애 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
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가족들이 출
연하고 지속되는 것을 지양하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 …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은 ‘다른’ 가족을

민법은 자녀의 성(姓)을 정함에 있어 아버지의 성
(姓)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성(父姓)우선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여

두드러지게 만들고 차별한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
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획일적인 가족 구성 형태를 따
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1)

전히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을 원칙
8)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2018), 비혼 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64면.
9)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2018), 앞의 보고서, 39면.
10)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2018), 앞의 보고서,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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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배우자 출산 휴가

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족 유
형에 따른 차별과 민감한 정보를 기재‧제출하도록 하고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2019년 10월

있어 문제된다.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감수성 부
족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중학교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나게 되었

또는 고등학교 배정업무 관련 계획에 전가족미등재사유

다. 바람직한 개정이지만,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해

를 명시하여 관련 소명자료를 [전가족미등재사유서] 등

당되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은 파트너가 자신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또
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나타나고 있
다. 또한 광역시도 교육청의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원청

도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없다.12) 혼인

에서 일선에 차별적이고 민감한 사항을 사유로 기재하

율이 감소하고, 가족 유형과 관계가 다양해지고 있

도록 하고 있다. [전가족미등재사유서] 사유 표기 사항

는 만큼, 제도의 이용이 유연해질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13)

에는 학생의 가족형태 등 민감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
어 있다. “부모 이혼”, “부모 사별”, “부모 별거” “부 또는
모의 행방불명”등의 사유를 서식에 표기하거나, 이를 소
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14)

라.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 따라 모 교육청의 경우 소
명자료를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다양성의 보장은 개인의 가족 등 사생활과 관련

요구하는 사례(모든 혼인 이력이 표기됨), 모 지원청

된 정보의 제출을 단지 행정의 편의를 위해 배려 없

의 “편부모”라는 표현이 사유서 서식 사례 등도 조

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나가는 노력에서

사된 바 있다.15) 이 교육현장 사례들에서 “전가족”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은 법률혼 관계의 부모가 모두 있는 가

현실에서 가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요구하는 것은

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교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이기도 하다. 매년 교육현장

육현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에서 되풀이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

있다.16) 다양한 가족의 포용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

지는 행정 관행을 예로 들 수 있다.

한 가족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시도교육청에서

마. 비혼자의 재생산권 및 가족구성권과 난임지원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가족이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위장전입의 소지가 있는 학생

가족의 구성은 파트너와의 관계로서만 형성되는

11) 양현아(2018),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호주제 폐지 10년, 사라지지
않은 호주제의 잔재 부성주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2주년 심포지엄(2018. 5. 11.) 자료집, 25면.
12) 송효진·김영란(2018), 앞의 보고서, 94면.
13) 송효진·김영란(2018), 앞의 보고서, 94면
14) 송효진·김영란(2018), 혼인외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 발굴 연구, 여성가족부, 78면
15) 상세 사례는 송효진·김영란(2018), 앞의 보고서, 78면 이하 참조.
16) 송효진·김영란(2018), 앞의 보고서, 78면 이하 참조.

2019_가을호 17

기획
특집

실제 또는 착시 속 가족

것은 아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가
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자녀와의 관계형성
에 있어서의 제도적 허용과 지원은 법률혼 부부를

지난해 5월 A씨는 아내인 강모씨를 떠나 보냈다.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어도 20여년 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
였다. 그러나 A씨는 아내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다. 법
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씨가 사망한 병원에서

중심으로 되어 있다. 법률혼 부부이든 비혼의 커플

시신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에서는 강씨

이든 비혼의 싱글이든 누구나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

사회적 제도적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난임
지원에서 있어서 혼인 여부 요건 역시 자녀와의 관

했지만 닿지 않았다. 결국 강씨는 ‘무연고 사망자’가 됐
다. A씨는 “장례만 치러줬어도 마음이 가벼웠을 것”이라
고 했다.19)

계를 형성할 가족구성권을 비혼자는 제대로 존중받
지 못하며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을 보여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상의 차별과 소외는 삶

다.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난임극복지원사업은 “부

의 주기에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유연한

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접근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른바 정상가족에게만 임신·출산을 지원한다는 법
제의 편협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17) 최근 난임지
원에 있어서 사실혼 부부에까지로 요건을 완화한다

4. 나아가야할 가족정책과 제도의 방향

고는 하지만18), 여전히 가족 구성권에 있어서의 혼
인 또는 겨우 준혼인(사실혼) 관계까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과 다양한 현상에 대응하여야 하는

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탈피하지 못한

정책과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고민과 과제

한계가 나타난다.

를 떠안게 되었다. 경계를 넘나들며 움직이고 변화
하고 정형적이지 않은 유동적인 어떤 것, 정의하고자

바. 사실혼·동거 커플의 무연고 장례

하면 어느새 그 정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인 존재를
정책 대상으로 대면해야하는 시대인 것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소외는 출생신고 뿐

다양한 가족의 포용을 위해서는 가족 정책 및 제

아라 사망과 장례에서까지도 나타난다. 사실혼 관계

도개선에 있어 개선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에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법률혼 부부가 아니어서

가장 소극적 단계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무연고 장례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는 기사들을 종

와 차별의 금지, 그리고 가족정책에의 포용, 그리고

종 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의 보장까지를
의미한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법적 부부가 아니라서 아내의
시신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대요.”

17) 김동식·송효진·동제연·이인선(2018),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7면.
18) 관련 내용의 정부의 발표 및 모자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임.
19) 한국경제, 2019.9.21.자 보도 "20년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했다고 아내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
/article/201909203861i 최종 접속일 20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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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다양한 현상

첫째 가장 소극적 단계로서의 다양한 가족에 대

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유형별

한 차별 및 편견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현존하

확장은 결국 또 다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소외와 배

는 차별 제도를 시정·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제를 가져온다. 유형별 접근으로 인하여 무한 반복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 제도에 있어 다양한 가족에

되는 가족 범주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차별적인 제도가 현존하고 있

셋째, 가족구성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으며, 정책적 지원과 관행에 있어 차별과 소외는 빈

모색해야 한다.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면서 탈제도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의 역동 속에서 제도적 지원의 접점을 어떻게 마

둘째, 가족 정책에 있어 유형별 접근의 한계를 인

련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하고, 열린 관점으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야 한다. 예컨대 가족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가족에
“사실혼 부부”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범주를 확장
∙ 참고문헌 ∙
김동식·송효진·동제연·이인선(2018),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김영란(2018), 혼인외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 발굴 연구, 여성가족부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2018), 비혼 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양현아(2018),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호주제
폐지 10년, 사라지지 않은 호주제의 잔재 부성주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2주년 심포지엄(2018. 5. 11.)
자료집, 7-33면.
참고 사이트
통계청(2019), 2019.3.20.자 보도자료 「2018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2018), 2018.11.6.자 보도자료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2018), 2018.8.27.자 보도자료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한국경제, 2019.9.21.자 보도 “20년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했다고 아내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203861i 최종 접속일 20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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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과 <우리집>으로 살펴보는
스크린 속 가족
심혜경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BK21플러스 사업단 전임연구원*1)

아! 또 가족 그리고 가족

이 끝날 무렵 또 다르게 세간의 주목을 받는 독립영
화가 있다. 전작들에서부터 청소년배우들을 기용해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 즐거운 소식이 들려왔다.

영화를 잘 만들기로 정평이 난 윤가은 감독의 <우리

제 72회 칸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

집>이 그것이다. 이 영화는 ‘한국의 고레에다 히로

충>(Parasite)이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

카즈’라고 불리는 윤가은 감독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상한 것. 지난해 칸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서 가족의 이야기를 선사하는 잔잔한 진행을 보여주

<어느 가족>(2018)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이를 보

고 있는데, 작은 영화치고는 큰 울림을 가지고 나름

면 칸영화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가

의 고공행진을 했다.

족의 형태와 하층계급의 삶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아, 그 이름 가족(families, 家族). 알다시피 가족

있는 것 같다. 유례없던 좋은 소식에 청와대 홈페이

은 가장 사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배우고 누리

지에까지 대통령의 축전이 올라왔고 때마침 100년

는 사랑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감독 기타노 다케시

을 맞은 한국영화계는 기쁨에 휩싸였다. 이 영화는

가 말했던 것처럼 ‘누가 보고 있지 않으면 슬쩍 내다

한국을 배경으로 사회의 계급의식을 ‘봉테일’하게

버리고 싶은 것’이기도 하다.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탐색하는 세련되고 강력한 블랙 코미디로서 세계에

가족은 ‘혈연·인연·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

서 먼저 인정받은 셈이었다. 그리고 한 편 더, 여름

람들(친족원)로 구성된 집단’이나, 가족의 정의와 범

* 영화학 박사/한국의 스크린을 둘러싼 일들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영화연구자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중문화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는 데 비상한 촉을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 연구자이기도 함. 주요 저작으로 <조선영화와 할리우드>, <할리우드 프리즘>,
<소녀들>, <을들의 당나귀 귀>를 함께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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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능과 형태는 변화하여 오늘날 전통적이고 개

이 영화는 출연자들의 ‘비밀 서약’과 함께 앞서

념적인 의미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본 관객들의 ‘스포일링 주의’를 내세우며 ‘상류층과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류층, 두 가족의 만남을 다룬 블랙 코미디’로 알려

이 글에서는 올 여름 스크린을 뜨겁게 달군 두 편

졌다. 그런 만큼 영화 포스터에는 두 가족이 등장한

의 한국영화 <기생충>과 <우리집>을 중심에 두고

다. 상류층 가족으로 등장하는 박 사장(박동익)의 가

2019년 스크린 속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려

족은 아내(최연교), 딸(박다혜), 아들(박다송)이다.

고 한다. 세계를 공감시킨 예술적이고도 상업적인

하류층 가족인 김 기사(김기택)의 가족은 아내(박충

영화 속에서의 어떤 가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잔잔

숙), 아들(김기우), 딸(김기정)이다. 두 가족은 (사는

한 힘을 가지고 안목있는 영화 관객들의 눈과 귀를

동네는 좀 다를지언정) 여느 사진관에 걸려있을 법

모으고 있는 독립영화 속에서의 어느 가족들의 모습

한 행복한 가족사진(?)의 구성원, 또 현대 사회에서

을 살펴보면서 2019년 가을, 가족을 둘러싼 삐딱한

관습적으로 이상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 설정하고

젠더브리핑을 시작하기로 한다.

있는 바로 그 형태, 부부와 아들딸의 두 자녀로 구성
된 4인 가족이다.

아들 중심의 불온한 ‘가족주의’의 초상,
<기생충>

하지만 ‘비밀 서약’과 ‘스포일링 주의’ 속에 감추
어진 또 다른 가족이 있었으니. 바로 박 사장의 집과
지하 방공호를 오가며 살아가는 오근세 가족이다.
국문광은 박 사장의 집(구조와 살림살이)을 가장 잘
알고, 박 사장과 가족‘처럼’ 지내는 입주 가사도우미
이다. 그리고 저명한 건축가 남궁현자가 남모르게
지어놓은 지하 방공호에 숨어 ‘4년 3개월 17일째’
거주하고 있는 그의 남편 오근세, 사실 이 영화는
한 지붕 세 가족의 이야기이다.
대강의 내용은 이러하다. 피자박스를 접으며 근근
이 살아가던 김기택 가족은, 장남 기우의 친구 민혁
이 연결시켜준 박 사장의 큰 딸 다혜의 고액 과외를
시작으로, 기사님과 가사도우미를 내쫒아 가면서 전
가족이 그 집에서 고정수입을 얻어낸다. 그러다 박
사장네가 캠핑을 떠난 어느 날, 쫒아낸 가사도우미
국문광의 재등장으로 그의 남편 오근세가 지하 방공
호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기택의 가족은 이들 부부에게 박 사장 부부에게 신

<기생충>(봉준호, 2019) 포스터

분과 가족관계를 속이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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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다. 그리고 다송이의 번개 생일파티를 앞두고,

까지 써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목숨을 위협받아 숨어

국문광은 박충숙의 조급한 발길질에, 기정은 오근세

지내는 상황이다. 또 이들 가족은 계급에 상관없이

의 칼에, 박 사장은 김 기사(기택)의 칼에, 오근세는

가부장은 위압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 않으며,

박충숙의 칼에 목숨을 잃는다. 아슬아슬한 동거를

부부관계는 퍽 수평적으로 보이고, 자식과 부모는

해오던 한 지붕 세 가족은 그렇게 비극을 맞는다.

그다지 격이 없다.

IMF 이후로 한국의 가족은 경제적 위기 앞에 무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등장하

너져 내리면서 여러 가지로 과거와는 달라졌다. 경

는 가족들의 가족애가 비현실적으로 돈독하다는 데

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가족 체제가 무너지고 가

에 있다! 이들 영화 속의 세 가족은 사회적 변화에

족에 대한 돌봄의 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되면서 가족

기인한 현재 그들의 계급적 상황(부/빈/빈빈)과는

의 핵심기능인 재생산 기능까지 저조하다는 우려가

무관하게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근대적인 변형의 형

가장 심각했다. 그렇게 변화된 가족의 양상은 지난

태를 가진, 강력한 가족중심주의가 작동되는 가족이

20년간 저출산 현상의 지속, 만/비혼인구와 1인가

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상, 반지하, 지하 방공

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가족의 개념과 그 삶의

호에 살면서 자신의 계급을 철저히 드러내고 그들

방식은 매우 다양해졌다. 국가적 우려 속에서도 한

스스로도 인식하는 가운데에서도 박 사장, 김 기사,

편으로는 전통적 부계주의에 기초한 가부장적 가족

오씨 가족은 서로 지나치게 사랑한다. 정체가 드러

주의는 점차 소실되어간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가족

난 문광이 충숙에게 “불우이웃끼리 이러지 말자, 언

의 다양한 형태를 긍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도

니야.”라고 계급의식과 연대에 호소해 보지만, 결국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이기적인 가족애와 가족주의는 타인을 경멸

이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세 가족은 각각 그

하고, 동일 계급(혹은 약간 아래 계급(?))을 짓밟고

들의 계급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집-공간에서 산

착취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가족주의를 달성한다.

다. 지상과 2층으로 구성된 저택, 골목이 내다보이

그것이 가벼운 거짓이든, 얄궂은 사기이든, 의도치

는 반지하방, 그 누구도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지

않은 살인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들 가족의 사랑

하 방공호. 각각은 상류층과 하류층, 하-하류층 인

은 그 안에서 신성하지만 타인 혹은 타 가족과 구분

물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가족이지만, 아이러니

하며 확장된 자아를 보위하는 그들의 가족주의는 매

하게도 지난 20년간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

우 위험하다. 그래서 <기생충>은 가족주의의 이기

기 속에서 다변화해 온 가족의 형태와는 전혀 무관

심의 결말은 잔혹한 동화라는 점을 드러낸다.

하다. 물론 한국사회의 경제적 변이와 변화한 가족

오근세가 쓸쓸이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도 나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 박동익은 급부상한

테는 해당없고.”에서 엿보았던 것처럼, 오직 혈연가

자수성가형 벤처 1세대로 등장하며, 김기택은 대만

족 간의 이기적인 사랑만이, 우리 가족만 걱정하고

카스테라 가게를 하다가 치킨집을 하고, 그 사이에

살아남으면 된다는 가족주의만이 사회의 구조적 위

발렛 기사를 하는 등 갖은 직업을 전전했던 인물이

험을 최소화하는 최종 단위로서 기능해야 한다면 그

며, 오근세는 대만 카스테라 가게를 기점으로 사채

것은 정말 문제적이다. <기생충>이 비꼬는 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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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과 <우리집>으로 살펴보는 스크린 속 가족

바로 여기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계급은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면 그녀의 다리일 가능성이

생존을 위해 다른 계급에게 기생하는 것이 유일한

높아 보인다.) 이 영화에는 아들과 딸이 등장하지만

해결책일 뿐인가? 가족과 오붓한 저녁식사 자리에

가족의 중심은 아들이다. 사모님 연교는 딸의 진로

서 김기택은 “매달 그 집에서 넘어오는 돈이 장난이

나 교육보다는 아들 다송이의 트라우마 치료에 집중

아니야. 위대하신 박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라고

하고 서사상의 중요한 사건들은 (별 대사도 없는) 아

말하며, 오근세는 지하방공호 벽에 붙인 경제지에

들 다송이의 행위들로 연계된다. 김기택 가족의 백

나온 박 사장의 사진을 보며 “리스펙트(Respect)!”

수생활을 차례로 끝나게 하는 그 중심 역할 역시 기

를 외친다. (냄새든 공간이든 행위이든) ‘선을 넘지’

우에게 있다. 기택의 대사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만 않는다면 늘 우아한 관용을 베풀어주는 상류 계

있구나.”가 유행어가 될 만큼, 영화는 기택의 계획

급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이며 기대 살아야하는

으로 설계되는 것처럼 보인다. 두 가족의 부자관계

하층 계급의 생존권과 인권이 천부적으로 보장될 리

는 특별해 보이는데, 박 사장과 다송이는 둘만의 워

만무하다. 서로 의존해 살아가면서도 공존의 규칙을

키토키로, 기택과 기우는 모스 부호와 편지로 둘 만

만들어내지 못한 채 파국으로 향하는 계급 중심의

의 소통을 한다. 영화의 포스터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가족주의로 결말을 맞은 후에도 상생의 가능성을 상

<기생충>이 딸들을 함부로 다루고 있지만, 기정이

상하기는 힘들다. 특히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

와 다혜는 잠시나마 계급을 넘나드는 이해를 보여주

하지 못하고 가족애만을 강화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었다. 기정은 그 ‘사건’ 직전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

주는 <기생충>에서 ‘국가가 수행해야할 공적인 책

는 존재들, 지하방공호에 있는 오근세 부부를 위해

임을 가족에게 완전히 전가시키는 국가 체제란 야

스테이크를 준비해 들고 내려가려고 했고, 다혜는

만’1)적일 수밖에 없다. 이 영화는 ‘해당 없는 국민

도끼와 칼, 피가 난무하는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가

연금’이라는 한 마디로 그간 속수무책이었던 국가

족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기우를 업고 나왔

체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셈이다.

다. 아들을 중심으로 가족주의의 이기적인 표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포스터를 한 번 더

보여주는 이 영화에서 갇힌 가부장을 구해내는 십년

들여다보자. 이미 언급한대로 포스터에는 두 가족만

의 희망은 아들(기우)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이 등장한다. 박 사장의 가족은 아내 연교와 아들

계급성을 파기하고 이기적인 가족주의를 벗어날 백

다송, 김 기사의 가족은 아들 기우가 보인다. 그리고

년의 희망은 어쩌면 딸(다혜)에게 달려있는 것인지

하나 더 여성의 것이 틀림없는 벌거벗은 다리. (충숙

모른다.

도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포스터에는 이 두
가족의 딸이 공히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 벌
거벗은 다리는 누구의 다리일 것인가? 다혜의 것인
가, 아니면 기정의 것인가? (기정이가 잔디밭에서

1) 이득재,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2001, 서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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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실제 또는 착시 속 가족

딸들이 지켜내는(?) ‘우리집’과 ‘너네집’,
<우리집>

아 하나는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나선다. 사춘기에
접어든 오빠 찬은 가족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속 시
끄러운 집안보다는 여자 친구가 더 중요하다. 여름
방학,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
진 유미와 유진 자매는 지방으로 일하러 가신 부모
님 때문에 가끔 돌봐주는 삼촌에게 의지하며 단 둘
이 살고 있다. 단짝이 된 하나, 유미 그리고 유진이
의 고민은 하나다.
유미 : 우리집은 왜 이러지?
하나 : 우리집도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친구 하나 만들기 힘들 정도로 자주 이사를 다니
는 게 싫기만 한 유미 자매와 티격태격하는 부모님
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하나는 풀리지 않는 이 ‘가족’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직접 나선다.
<기생충>의 이기적인 가족 구성원들과는 달리,
“우리가 지킨다”
<우리집>(윤가은, 2019) 포스터

이 단짝 친구들은 ‘우리집’만 지키려하지 않는다.
“내가 지킬 거야, 우리집, 너네집도.” 이 소녀/딸들
은 ‘우리집과 너네집’을 함께 지킨다. 그래서 유일한

기생충 ‘가족’을 지나 이번엔 ‘집’이다. ‘집, 가족,

해결책인 가족여행의 성사를 위해서 하나와 유미 자

식구’는 각각 ‘장소, 집단, 그 구성원’을 뜻하지만,

매는 연애중인 오빠의 뒤를 캐서 ‘증거영상’을 만들

우리는 종종 이들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곤 한다.

고 이를 빌미로 오빠에게 가족여행의 동의를 얻고

영화 <우리집>은 한 가족의 냉랭한 아침 식탁에서

부모님께도 졸라달라고 부탁을 한다. 직장생활을 하

시작한다. <기생충>의 화목한 가족의 행복한 모습

며 가사 돌보는 것이 힘에 부칠 엄마를 위해 여름방

이 오붓한 식사 장면으로 연출되었던 것과 같이,

학 숙제를 ‘요리책 만들기’로 정하고 가족들을 위한

<우리집>에서 행복을 되찾기 위해 12살의 하나가

음식을 장만하기도 한다. 또 이사를 가야만 하는 유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 오빠와 한 식탁에서 밥을

미네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지 않도록, ‘집이 덥

먹는 식구가 되는 것이다. 그랬다.

네, 춥네.’라며 귀여운 불평불만을 함께 토로하고,

하지만 하나의 바람과는 달리, 맞벌이하는 엄마
와 아빠는 매일 다투기만 한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
럼 가족여행을 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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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을 어지럽히면서 유미네집이 나가지 않도록 나
름대로의 투쟁을 강행한다.
어쩌나. 이들의 노력은 별 소득이 없다. 하나의

<기생충>과 <우리집>으로 살펴보는 스크린 속 가족

부모님은 아이들 몰래 이혼을 운운하고 유미네 집은

지?” 물론 유미도 하나에게 이렇게 답한다.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져 다시 이사를 해야 할 지경

난 니네 언니할 거야.”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따뜻

에 이르렀는데도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가

한 밥을 어우러져 함께 먹는 식구였다. 이 영화에서

족여행 당일, 하나는 가출을 결심하고 유미 자매와

밥을 같이 먹는 이들은 오직 이 셋뿐이다. 이 단짝

함께 유미 부모님을 찾아 지방으로 떠난다. 이 세

소녀들은 같이 오므라이스를 해먹고, 캠핑 저녁을

소녀들의 고분 분투하는 모험은 실제로 가족문제를

함께 하고, 같이 음식을 해 나눌 식구의 식탁을 이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유미네는 결

기한다. 마지막 장면, 돌아온 하나의 ‘우리집’에서는

국 이사를 갈 것이고, 하나의 부모님은 ‘쿨하게’ 이

(첫 장면에서 하나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은 드디어

혼을 할 것이다. 가족의 문제 해결은 안타깝지만 이

같이 식사를 하지만 이제 가족은 달라질 것이다. 하

들의 결정권 밖에 있는 어른들의 일이다.

지만 이제 하나는 ‘그런 가족’을 지키기보다는 다른

유미의 부모님은 찾지도 못한 채 길도 잃고 잘 곳

식구의 삶을 꿈꿀 것이다.

도 없는 이들은 서로 다투고야만다. 이 소녀들은 이
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지키려
는 ‘우리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갈등이 사라지면

그래도 다시 가족

서 하나와 유미의 심정 변화를 알려주는 흥미로운
순간은 그들이 정성스럽게 상자로 만든 ‘예쁜 집’을
부수는 장면이다. 하나와 유미는 어렵게 바닷가까지

가족‘주의’의 대잔치, 민족의 명절 추석이 막 지
났다. 가족이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들고 온 그 ‘예쁜 집’을, “이게 뭔데. 이 쓸모도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 속 양극화된 가족의 모습을 가

걸 왜 만들어가지고, 진짜.”라며 발로 차고 밟아버

족주의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그러냈다는 점에서

린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우리집’은 마치

<기생충>은 기족 담론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다. 그

먼 길 떠나는 데 짐이나 되어버리는 쓸모없는 것이

리고 그 가족이 아들을 중심으로 미래가 ‘계획’되고

라는 듯 말이다. 그리고 하루 동안의 가출 여행 후,

있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의 유

이들은 가족 문제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변화

효성이 감지된다. <우리집>은 맞벌이를 하는 부모

할 가족의 상황을 그저 지그시 수용한다.

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의 초상을 ‘가족 문제’

그렇다. 하나, 유미와 유진이 자매는 ‘우리집’도

의 당사자로 쓸쓸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

‘너네집’도, 가족을 지켜내지는 못했다. <우리집>은

생충>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뿐 만 아니라

가족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가족 간에 부딪치는 욕

가족의 위기가 사회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함께 고민

망을 인정하는 성숙한 소녀/딸들의 영화이다. 그리

하고 해결해가는 어린 사회성원들의 연대의식이 돋

고 하나와 유미가 만들어낸 ‘가족’ 문제의 해결책은

보이며, 혈연집단인 가족 이외에 대안적인 형태의

대안적인 애정 관계로 전환되는 식구에 대한 호명이

감정 집단을 구성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데에서

다. 가출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온 유미는 하나에게

진보적인 인상을 준다. 생물학적 단위‘만’을 기반으

이렇게 묻는다. “그래도 언니는 우리 언니 해 줄 거

로 하고 남성가부장 질서 속에서 위계적 성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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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실제 또는 착시 속 가족

고정하며 이를 정상적인 국가-사회 단위로 설정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다양하게 구성될 것

다양한 성을 억압하는 것으로서의 가족 체제, 그리

이다. 같이 살거나 혼자 살거나. 처음부터 가족이었

고 거기에서 기인한 가족주의는 위험하다. 하지만

거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거나. 가족의 개념과 범

가족과 식구는 여전히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주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고 그 형태는 더 다양해

<우리집>의 하나와 유미처럼, 친밀한 관계를 이루

질 것이다. 부디 그렇게 우리가 따뜻한 ‘가족’과 ‘식

며 감정적 지지를 주고받는 집단 단위로서의 가족이

구’를 만들어내기를.

란 긍정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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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인공지능
: AI가 확산할 수 있는 은연중 차별의 우려와
새로운 사회적 윤리의 필요성
양서연 LG 전자 로봇사업센터 연구원*

1)

지난 7월 소프트 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문대통령

AI의 직접 및 간접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

을 만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말

이 2017년 54억 달러(약 6조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현대 4차 산업 혁명에서 첫번

(CAGR) 45%의 급격한 성장률로 오는 2025년에는

째 주자로 뽑히는 성장동력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

1,058억 달러(약 119조 7천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니다. 인공지능은 점차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기계

예상된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이자, AI 분

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여 원하는 결과를 추론할

야 선구 연구자인 Andrew Ng 교수는 인공지능기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모델의 머신러닝(Machine

술은 전기가 100년전 전체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꾼

Learning)에서 시작하여, 하드웨어의 발전에 힘입어

것과 같이 다양한 산업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하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딥러닝(Deep Learning)을

며 “AI is new electricity”라고 평했습니다.

계산할 수 있게 되자, 놀라운 결과들이 쏟아지기 시
작했습니다.

Andrew 교수의 말대로, 인공지능은 테크계에서
산업과 학계를 아울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

현대의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말과 소리 등을 인식

다. 그런데 작년 10월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에서 만

하고, 시각을 통해 물체를 감지, 분류할 수 있으며,

든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

사람처럼 예술을 만들어내거나 시행착오로 환경을

며 폐기되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지원자의 이력서

학습하며 발전할 수조차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에서 여성인 경우와 여성 체스 동아리의 회장을 맡

기관인 트랙티카(Tractic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거나, 여대를 졸업한 지원자의 경우 ‘여성’이라는 단

* AI Robotics KR 운영자/Google Woman Tech Makers North Asia Ambassa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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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는 각 화자를 나타냄

출처: Gender and Dialect Bias in YouTube’s Automatic Captions - Rachael Tatman

[그림 1] 사용자의 지역방언에 따른 유튜브 자동 캡션 에러(좌)와 사용자의 성별에 따른 유튜브 자동 캡션 에러(우)
<표 1> PPB dataset에 대한 3가지 인공지능 classifier의 성별 분류 성능
항목

MSFT

Face++

IBM

Metric

All

F

M

Darker

Lighter

PPV(%)

93.7

89.3

97.4

87.1

Error Rate(%)

6.3

10.7

2.6

12.9

0.7

20.8

6.0

1.7

0.0

TPR(%)

93.7

96.5

91.7

87.1

99.3

92.1

83.7

100

98.7

99.3

DF
79.2

DM
94.0

LF
98.3

LM
100

EPR(%)

6.3

8.3

3.5

12.9

0.7

16.3

7.9

1.3

0.0

PPV(%)

90.0

78.7

99.3

83.5

95.3

65.5

99.3

94.0

99.2

Error Rate(%)

10.0

21.3

0.7

16.5

4.7

34.5

0.7

6.0

0.8

TPR(%)

90.0

98.9

85.1

83.5

95.3

98.8

76.6

98.9

92.9

EPR(%)

10.0

14.9

1.1

16.5

4.7

23.4

1.2

7.1

1.1
99.7

PPV(%)

87.9

79.7

94.4

77.6

96.8

65.3

88.0

92.9

Error Rate(%)

12.1

20.3

5.6

22.4

3.2

34.7

12.0

7.1

0.3

TPR(%)

87.9

92.1

85.2

77.6

96.8

82.3

74.8

99.6

94.8

EPR(%)

12.1

14.8

7.9

22.4

3.2

25.2

17.7

5.2

0.4

출처: Gender Shades: Intersectional Accuracy Disparities in Commercial Gender Classification- Joy Buolamwini, Timnit Gebru
(positive predictive value (PPV), error rate (1-PPV), true positive rate (TPR), and false positive rate (FPR). 모든 classifier 가
darker-skinned females (ranging from 20.8% for Microsoft to 34.7% for IBM)에서 가장 큰 에러율을 보임)

어가 등장할 시 감점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이러한 채용 시스템에 영향을 주었고 10년 이상 경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인공지능은 채용 요청 기업

력의 남성 지원자들을 주로 추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의 10년간 채용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회사의 채용

이 밖에도 인공지능의 차별적 서비스 제공이 수

선호 패턴을 산출하여 학습하고, 해당 지원자를 추

많은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7년 워싱턴 대

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지원자들을 심사하였습니

학의 Rachel Tatman은 유튜브 자동 캡션에 사용

다. IT 기업에서 남성 지원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되는 구글의 음성인식 시스템에서 5개의 지역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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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2성별에 대해 액센트를 태그한 1,500 단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의

어 이상의 주석을 직접 확인하며 유튜브 데이터에

차별적 결과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캡션을 다는 실험을 해본 결과, YouTube의 자동

가장 직접적인 차별적 결과의 원천은 바로 편향

캡션은 Scotland 보다 United States나 New

적인 데이터의 사용 입니다.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는

Zealand 음성을 더 잘 인식했고, 여성 음성보다 남

몸체를 만드는 재료와 같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

성 음성에 대해 일관되게 더 잘 수행되었습니다(t

지에 따라서 빚어낼 수 있는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78) = -3.5, p <0.01). 평균적으로, 여성 연사의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경우 약 47% 의 여성이 정확하게 자막이 적용된 반

재료인 데이터가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암묵적인 차

면, 남성 연설자는 약 60 %의 캡션이 정확하게 인식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정제하기 위해서 보다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또한, MIT의 Joy Buolamwini와 Microsoft의

이러한 데이터 셋의 문제점을 기존 인공지능 서

Timnit Gebru는 2018년, IBM, Microsoft,

비스의 제작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또 다른 배경 중

Face++ 의 얼굴 이미지 인식을 통한 성별 분류 인

에는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의 성비 불균형이 있습니

공지능에서 얼굴색과 성별에 따른 정밀도를 분석하

다. 세계 경제포럼의 Global Gender Gap Report

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에서 채용, 이력 사이트 Linked In의 데이터를 분
석하여 조사해본 결과, 인공지능 분야에 종사하고

 모든 분류 모델은 여성보다 남성 얼굴에서

있는 여성 전문가는 22% 라는 사실을 발표하였습니

8.1%-20.6% 차이오류율로 더 잘 수행되었

다. 과학 기술 분야에 여성 인력이 적은 일은 어제,

습니다.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인공지능 업계의 여성인

 모든 분류기는 어두운 색 피부보다 밝은 색의

력 부족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피부에서 11.8%-19.2% 차이 오류율로 더

개발자가 생성한 딥러닝 모델의 결과를 문제의식 없

잘 수행되었습니다.

이 판단한다면, 분명 이러한 데이터의 문제점들을

 모든 분류기는 어두운 여성에서 20.8%-

상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현재

34.7% 오류율의 최악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성장속도와 앞으로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는 다

 Microsoft 및 IBM 분류기가 가장 잘 수행되

른 직군의 성불균형 현상보다 주의깊게 다뤄져야 할

었으며 밝은 남성 얼굴 에서 0.0%, 0.3%로
최고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만약 균일하게 정제한 데이

 최고의 분류 그룹과 최악의 분류 그룹 간의

터 셋에 대해서 학습한 인공지능이 우리가 예측하지

최대 오류율 차이는 34.4%와 같았습니다.

못한 차별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차별적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

이와 같이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성별, 인종, 지역

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black

등에서 차별적인 정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box 블랙박스’, ‘Unexplainable설명 불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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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oral Machine - MIT. Media lab, Scalable Cooperation http://moralmachine.mit.edu/ 에서 2019.09.09 인출

[그림 2] MIT랩 Scalable Cooperation의 윤리기계 실험

기본 속성으로 가지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우

선택해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양쪽 차선에 각각

리는 데이터를 학습시켜 나온 인공지능의 결과가 우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Moral machine 에

리가 경험적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에 이를 사용

서는 이 사고대상자들의 목숨값을 재보라는 문제를

하는 것이지,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습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이 있을 수 있

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인공

고,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을 수 있으며, CEO와 노

지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공지

숙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의 선택에

능의 차별적 결과가 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책

대해서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또한 차도

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에 있는 사람과 운전자 중에서 한사람이 죽어야한다

없기에 개선하기 힘들 것입니다.

면 누가 죽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차별적인 결과를 판단하

이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과 법적인 장치가 아

기 힘든 윤리적 토대의 부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직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자율

이 나타낸 결과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에

주행 차량이 상용화되고 있고, 인공지능기술이 많은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예로 MIT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답이 없

Media 랩의 스케이러블 코퍼레이션에서 수행한 윤

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나타내는 결과는 설계자의

리 기계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에

주관과 특정 사회적 관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

탑재된 인공지능이 사고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

다. 때문에 어떤 차별적 결과를 낸다고 하여도, 비판

야할 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2차선에서 한 차선으로

하고 처벌한 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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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된다면 사회에 존재한 차별

타내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근본을 바꾸기 힘들

을 심화하거나, 윤리적인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될

다면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 측면에서 해당 문제점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국가나, 문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의식을 가진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더 평등하고,

두번째로, 인공지능 분야의 종사자들의 다양성을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도록 시급히 노력해

늘려 인공지능의 차별적인 문제점에 적합한 문제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식을 제기하고 균형적인 객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첫번째로, 인공지능의 불균형적인 데이터를 정제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들은

해야하는 부분에 의무적인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채용의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성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데이터의 차별적

목적으로 가진 기업 인사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

속성을 전가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적

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기업들의 채용을 규

특성으로 인해 불균일하게 데이터의 속성이 얻어질

제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컨트롤해야 합니다.

수 밖에 없다면, 이러한 불균일성을 고려한 모델을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적인 연구자인 스탠퍼드의

설계하여 평등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적극적

Fei Fei Li 교수는 이러한 편향을 없애기 위해 가장

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실제로 편향되어 있는 데이

중요한 diversity와 사회적 기반의 중요성을 알고

터를 이용해서도 각 집단에 대한 동일한 정밀도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배경의 기술자들

내도록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

을 육성하면 기술은 인류 전체를 위해 활용되는 방

지고 있습니다.

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고 말했으며 ai4all 이라는

California 대학의 연구자들은 자연어 처리 인공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며 교육 등을 통해 인공지능

지능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단어 임베딩(단어와 구

분야에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를 실수 벡터로 매핑하는 언어 모델링 기술)에서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표주자 기업 구글도 다양성

젠더 고정 관념과 같은 사회적 편견을 학습하는 것

확보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을 막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

Woman Tech Makers 라는 테크계의 여성의 참여

로그래머’라는 단어는 그 정의에 따라 성별에 중립

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다양

적이지만 뉴스데이터에서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은

성 확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필자도 이 단체에 멤

‘프로그래머’를 ‘여성’보다 ‘남성’에 더 가깝게 연관

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개발한 GN-GloVe (Gender-

세번째로, 인공지능 자체의 설명 가능성을 확보

Neutral Global Vectors)는 성별 중립 단어를 식

하기 위한 연구적 노력을 꾸준히 담보해야하며, 기

별하면서 동시에 단어 벡터를 학습합니다. 그 결과

업측면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고정 관념이 강한 직업을

합니다. explainable AI 라는 인공지능 분야는 지

성별로 연관시키는 실험에서 GN-GloVe는 일반적

속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판

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모델인 GloVe 및 Hard-

단의 특성인 확신적인 결과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GloVe와 비교하여 35% 덜 성편향적인 결과를 나

판단의 불확실성의 수치를 연구하는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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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인공지능 : AI가 확산할 수 있는 은연중 차별의 우려와 새로운 사회적 윤리의 필요성

Deep learning 분야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Ex-

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plainable AI에 대한 사례로, DAPRA XAI라는 미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2019년 EU는

국 국방부에 소속된 미군 관련 기술 연구개발기관인

인공지능 윤리 7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DARPA의 프로젝트에서 딥러닝 모델의 설명 및 예

해당 지침에는 인간의 통제 가능성, 안정성, 개인정

측을 위한 대표적인 2가지 해석 기법은 1) sensitivity

보 보호, 투명성, 다양성, 비차별성과 공정성 , 지속

analysis(SA)와 2) Layer-wise relevance propagation

가능성, 책임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LRP)라고 합니다. SA는 딥러닝 모델에서 국소적인

지침에 따르면 AI는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

입력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의 변화량을 정량화하여

며, 사람들은 AI에 의해 조작되어서는 안 되며, 인

입력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딥러닝 모델의 결과 도

간은 소프트웨어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개입할 수

출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방법이며, LRP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AI는 기술적으로 안전

는 딥러닝 모델에서 예측 결과로부터 역전파 형태로

하고 정확해야 하고 외부 공격과 타협해서는 안 되

신경망의 각 계층별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며, 신뢰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AI가 수집한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딥러닝 모델의 부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AI 시스템

모듈인 각 계층의 기여도를 히트 맵 형태로 시각화

을 만드는 데 사용된 알고리즘과 데이터는 사람이

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IBM은 2018년 이러한 고객 입장에서 AI의 투명성

이외에도 EU는 AI는 연령, 성별, 인종 등을 차별하

확보를 위한 솔루션인 ’AI 오픈스케일(AI Open

지 말아야 하며, 지속 가능해야 하고, 감사 가능해야

Scale)’이라는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AI 오픈 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윤

케일의 핵심 기능은 편향성의 탐지와 완화(Bias

리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음이 확실하고, 발표된

detection and mitigation), 문제의 원인을 설명

해당 조항이 아직 가이드라인 수준이기에, 지속적으

할 수 있는 능력(Explainability), 추적할 수 있는

로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와 차별적 사례들

능력(Traceability) 등 크게 3가지이며, 신뢰성, 스

을 축적하고 보다 사회적으로 인공지능 세대에 대응

킬, 라이프사이클 관리 등 3가지 접근방식으로 이러

해 나가야합니다.

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

우리는 과거에 없던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세

서 인공지능의 투명성확보와 기업 기술안보, 그리고

상을 누비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삶을 지배하는 세

발전성과 규제의 면에서 상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

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과거에 많은 시행착오

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를 겪으며 사회적, 법적 테두리를 오랜 시간 구축하

갖추지 못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러한

고 발생했던 새로운 문제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인

투명성을 고려한 방향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운영이

공지능 또한 차세대의 새로운 전기와 같이 빠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침범하고 있기에, 유용성과 수익성 이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토대를 구축하기

전에 이 기술이 확산할 수 있는 은연적 차별의 외재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윤

화에 대한 주의와 새로운 사회적 윤리의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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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개
선하기 위해 개인, 기업,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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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과 여성

김원홍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초빙교수*

1)

I. 서론

덴마크가 1위로 성평등 목표에 가장 가까운 나라라
고 평가했고, 한국은 41위로 우루과이(32위)나 칠

한국에서는 1948년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레(39위)보다 성평등 지수가 낮았다. 여성 국회의원

참정권을 부여받은 이래로, 18번의 대통령선거, 20

및 고위공직자 비율이 저조하고, 사회 복지 제도가

번의 국회의원 선거, 1952년 이후 17번의 지방선거

미흡하며 복지 예산 규모도 미비한 점이 순위를 끌

를 실시하였다. 그간 한국은 다양한 선거제도 및 정

어내렸다. 남성과 임금 격차가 큰데다, 일터에서 성

치체제를 개편하였고, 현재까지도 성숙한 민주주의

평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여성의

성평등 지수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소대표성 해결을 위한 할당제 도입이다. 그러나

‘정치적 권한’에서의 지위향상이다. 여성의 낮은 정

국제 지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제수준이나

치적 대표성은 양성평등 관련 국제지표 순위에서 우

교육수준 등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정치 분야에서의

리나라가 낮은 순위에 처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 중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하나이다. 2016년 4월에 실시한 제20대 총선결과

민간 성평등 연구기관 평등조치2030(Equal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0%로 전체 의원 수 300

Measures 2030)이 2019년 6월3일 발표한 2019년

명 중 51명으로 19대에 비하여 1.3% 포인트 증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성평등 지수 보고서에서

한 불과한데, 이는 2019년 4월 1일 현재 IPU(국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前선임연구위원으로, 여성정치 및 북한여성 분야를 주로 연구함. 주요 연구물로는, 김원홍 외(201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원홍 외(2016), 여성공천할당제의 성과 및 실효성확보 방안 (한국여
성정책연구원)/김원홍(2019.2), “지방선거 여성지원 선거법 ‧ 제도가 여성대표성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지구화 지방화 시대의 여성정치』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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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맹) 회원국의 평균인 24.3%에도 미치지 못한

은주(2015)는 국내외 다양한 선거법･제도가 여성의

수치로, 국제비교 지표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척도를

정치적 대표성에 주는 효과성 분석, 그리고 델파이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

조사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년 6월 현재 지방자치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0명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강화, 지역구 여성할당제 강화

(0%), 기초자치단체장 8명(3.54%), 광역의회의원

및 실천, 여성정치발전기금 및 공직후보 여성추천보

160명(19.42%), 기초의회의원 900명(30.76%) 으

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을 제시하였

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유권자의 50% 에 해당하는

다. 한국의 역대 지방선거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연

여성대표성을 목표로 한 양성평등국회를 구성하기

구한 배정아·윤태섭(2014)은 여성의원 비율을 늘리

에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앞으로 남녀동수 여성

기 위해 실시된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 중선거구

의원 5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

제, 여성의무공천제가 실제로 여성의원 비율에 긍정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

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은희·김민

력이 요구된다.

정·이지영(2013)은 제도적 지원 없이 여성의 정치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연동제비례대표

참여를 늘린 사례는 서구 선진민주국가에서도 찾아

제를 적극 검토하며, 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한국의 선거제도도 변화를 도

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 여전히 통과되기가 쉽지

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외국의 선거제

않을 전망이다. 그 이유는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따

도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살

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와 지역구의원의 반

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발을 들 수 있다. 여하튼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에서의 선거제도 개혁문제 논의와 함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사례를 연구해 보면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

II. 외국의 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책

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여성후보에게 유리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

성의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1994년 노리

는 크게 다수제, 비례대표제 및 두 유형이 혼합되어

스·로벤더스키(Norris·Lovenduski)는 소선거구 1위

있는 혼합제로 나눌 수 있으며, 선거구의 크기에 따

대표제가 선거후발주자 혹은 신인정치인에게 불리한

라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다. 그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메틀랜드(Matland

리고 정당공천제의 유무, 개방형명부 및 폐쇄형 명

1998)는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소선거구 1위대

부 등 그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선거제도의

표제가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에 비해 여성의 당선

이해와 발전을 위해서는 각 국가가 지니고 있는 규

율이 낮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범적 제도들, 특히 평등과 대표에 대한 논의 역시

이와 같은 서구 연구결과는 한국에서도 경험적으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즉, 다른 국가에서 여성

로 증명되었다. 김원홍, 김복태, 김혜영, 전선영, 김

정치인이 증가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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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그 영향력은 상이할 수 있다

<표 1> 스웨덴 여성국회의원 비율

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간 선거제도와 여성의 대표

총

여성

여성의원

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소선거구제하의 여

의원수

의원 수

비율

349

165

47.3%

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혼
합선거구제,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

하원

선거일
2018. 09.

출처: www.ipu.org(2019. 2월 현재)

는 나라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
황에서 향후 선거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외국 국가들

2018년 9월 총선결과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47.3%

의 선거제도와 여성후보 지원정책에 관한 실제 사례

이다.

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녀평등은 성인지적인 통계 및 평등옴부즈만을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통해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며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

한다.

고 차별이 없어지도록 검토하고 있다1). 스웨덴의
여성정치참여 발전에 큰 공로는 대선거구제 정당명

1. 스웨덴

부제 비례대표제에 돌려져야 할 것이다2). 한 선거
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제도는 후보 개인 간

가. 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의 경쟁을 약화시키며 선거의 과열경쟁 자체를 상당

스웨덴의 선거제도는 1909년 대선거구 정당명부

히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소선거구제도의 경

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래 아직도 국회 및 지방

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는 1인만이 당선되기 때문

선거가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되어있

에 후보들은 당선되기 위해서는 같은 선거구의 다른

다. 스웨덴 국회는 단원제로 리크스다그(Riksdag)

모든 후보를 이겨야하므로 선거는 당연히 과열된다.

로 불리는데 전체의석은 349석으로 선거구 선출의

두 번째로 대선거구제도는 1인을 선출하는 것이 아

원 310명과 전국구 선출의원 39명으로 나누어서

니기 때문에 기성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정치신인 및

선출된다. 310명은 선호투표를 가미한 정당명부식

여성과 같이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약한 후보들에게

비례대표제인 지역구에서 2명에서 38명까지 뽑는

도 많은 기회를 준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의 대선거

29개의 선거구별로 투표가 진행된다. 나머지 39석

구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

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다시 합산하여 각 정당

다. 또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가운데 국민의

이 선거구에서 획득한 득표율을 합하여 전국 득표율

의사표현대로 의회를 구성하며 소수의 의견과 정치

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우선 배정된 310석에서의

신인들의 정치진출에 유리한 제도는 비례대표제로

비율과 전국 득표율의 차이를 39석의 조정의석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여성후보들이 당선되기에 유리

배분한다. 조정의석을 할당받은 정당은 의석이 배정

한 제도 역시 비례대표제이다. 개인 간의 직접적인

되지 않은 “비교숫자”가 큰 주에 추가 배정하게 된다.

경쟁보다는 정당간 경쟁의 양상을 띠므로 선거운동

1) https://sweden.se/wp-content/uploads/2013/11/Gender-equality – high-res.pdf
2) www.riksdagen.se/english/members/f08_kvin_e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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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숙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

있어서 50%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녹색당의 경

은 여성후보들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정치가 덜

우는 1991년 1월 정당법안에서 2000년까지 사회

과열되고, 돈 안 드는 선거가 되며 또 여성과 같은

고위직급에 적어도 50%는 여성으로 임명해야 함을

신인들도 당선될 수 있는 제도가 우선 완비되어야만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였다. 보수당과 중앙당은 각각

정당들은 여성에게 공천을 하려고 하고 전국적으로

1993년과 1996년에 남녀 동등한 대표성을 목표로

이름이 있는 명사여성이 아닌 당내 여성들에게도 눈

정했지만 후보자 명단에 관한 최종 결정을 지명위원

을 돌리게 된다.

회에 위임하였다.

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스웨덴의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는 대선

2. 프랑스
가. 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거구 비례대표제인데 정당은 일정 비율의 여성을 후
보로 내세우고 있다. 스웨덴에서 여성할당제를 채택

프랑스는 양원제 국가로서 의회는 상원(Sénat)과

하게 된 것은 자유당에서 비롯된다. 자유당은 1972

하원(Assemblée Nationale)의 양원으로 구성되어

년 처음으로 할당제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공식적으

있다. 프랑스의 선거제도로서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로 여성할당제를 주장하지 않고 1960~1970년대에

소선거구 절대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1차 투표

이르러 핵문제, 매춘문제, 알코올문제, 환경문제 등

에서 50%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2.5%

을 거리에서의 시위를 통해 이들 문제의 중요성을

이상 얻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 최

부각시켜 이들 이슈를 정당 문제화하면서 여성참여

고 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되는 재투표제를 실시하

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처럼 여성의 대표성 증

고 있다. 하원은 임기 5년, 상원은 9년이며, 상원의

가는 공식적으로 여성할당제를 강요하지 않고 이루

원 정수는 348명, 하원의원 정수는 577명이다. 프

어졌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여성들은

랑스 내 중요 정당으로는 공화국연합, 진보민주중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의

연합, 사회당, 공화독립연합, 민주유럽집합, 공산당

건의와 논의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을 강조하였다3).
정당이 채택하거나 고려해야 하는 주된 건의는 각

<표 2> 프랑스 상·하원 여성의원 비율

성이 최소한 40%의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에
두었던 것이었다. 사회민주당은 당 지방조직과 각급

전체의원

여성의원

수(명)

수(명)

비율(%)

선거일

선거에서 40%는 여성으로 지명할 것을 정책으로 정

상원

348

112

32.2%

2017. 09.

해 놓고 있으며, 지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원

577

299

39.7%

2017. 06.

아울러 좌파당은 1980년 당기구 및 의회선거에

출처: www.ipu.org(2019. 2월 현재)

3) 김원홍(1995), “스웨덴: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 정치참여,” 전망(통권 97호), pp.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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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들 수 있다. 2017년 9월 현재 여성의원 비율은

강제 성 평등조항을 도입 한 최초의 국가이다. 정당

상원이 32.2%, 하원이 39.7%로 증가하였다.

은 대부분의 선거 후보 목록에 남성과 여성을 동등
하게 대표해야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프랑스 의회의

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여성의원은 2007년 18.5%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2017년에는 39.7%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리

1) 남녀동수공천제 도입

고 2013~2015년에 프랑스는 하위 국가 지배 구조

2000년 6월 프랑스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

와 지방 선거 제도는 큰 변화를 이루어 지방선거에

어야 국가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헌법 제 1조

유권자들은 두 명의 후보(남성과 여성)을 선출한다

제 2항에 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선출직과 선출직

고 명시한 결과 2015년 3월 지방선거 결과 4,108

에 공평하게 접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

명의 의원 중 여성의원은 2054 명(50%)에 도달하

고 사회적 책임도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였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이 원칙을 지지하고 증진하
도록 정당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2) 여성할당제 도입

해 프랑스는 각급 선거의 후보에 여성을 50% 공천

사회당 정당(Parti Socialiste)는 1990년이후 선거

토록 하는 남녀동수공천법을 통과시켰다. 만일 남녀

인 명부에 대해 여성후보 50%의 할당량을 가지고 있다.

동수 공천법을 어길시 정부가 그 비율을 지키지 못
한 정당에 대해서는 지역구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

3. 영국

감하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과반수에서 2%만 미달
되어도, 선관위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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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였다. 남녀동수공천제는 프랑스 선거법
과 유럽의회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영국의 정치체계는 양당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과 같다. ① 명부식으로 진행되는 상원의원선거

양원제로 운영하는 대의기관 중 하원(House of

의 경우 남녀후보의 수 차이가 한명을 초과할 수 없

Commons)의 의원 수는 2017년 현재 650명이며,

으며 각 명부에서 남녀후보는 번갈아 공천되도록 규

이들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며

정하고 있다. ② 유럽의회 선거의 경우 남녀후보가

임기는 5년이다. 상원의원의 정수는 일정치 않으나

번갈아 명부상에 위치하도록 규정한다. ③ 지방의회

2017년 현재 789명이 있다.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

의 경우 각 명부를 6명 단위로 묶은 그룹으로 나누

당체계를 가지면서 우리와 같은 방식의 소선거구 최

어 그 내에서 남녀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득표 선거방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집권당은 보

당시 소선거구제로 진행되는 상원의원선거와 도의

수당이다. 2017년 현재 하원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회의원선거, 3,500명 이하의 주민이 사는 코뮌의

32%, 상원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6.4%이다. 스코

시의회선거는 예외되었는데, 개선을 통하여 1,000명

틀랜드 의회는 2007년 선거에서 전체 129석중 여

이상의 시로 확대하였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50%의

성이 43석(33.3%)을 차지하였는데, 여성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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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 상·하원 여성의원 비율

시 부패했던 보수당을 이기고 18년 만에 정권을 재

총

여성

여성의원

의원수

의원 수

비율

상원

789

208

26.4

-

하원

650

208

32.0%

2017. 06.

선거일

출처: www.ipu.org(2019. 2월 현재)

창출하게 되었던 적이 있다. 보수당의 경우 2019년
현재 당헌에 연방위원회 정당 구성원에 한성이 최소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연방 당헌에
규정하고 있다.

4. 독일

남녀 50%:50%의 동수를 주장하고 있다. 웨일즈 의
회는 2003년 선거에서 전체 60석중 여성 30석으로

가. 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선거에서는 여성
의원이 29석을 차지하여 48.3%에 달하였다.

독일의 연방의회 의원 정수는 598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그중 반수인 299명은 지역구별로 소선거

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구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반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로 선출한다. 비례대표 명부의 작성은 정당만이 작

노동당은 보다 많은 여성을 정당 당직자로 참여

성 가능한데, 지역구 출마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시키기 위해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기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제 1투표로 지역구에서

취하고 있다. 실제 노동당은 1980년 말 이후 전국

당선될 경우, 이 후보는 비례대표 명부에서 제외되

전당대회 대의원, 전국집행위원회, 선거구 조직, 지

고 차순번이 당선된다. 정당별 의석배정은 혼합식

역조직의 대의원, 사무원, 당직 등에 여성할당제를

소선거구 비례병용제(MMP, Mixed member

실시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노동당은 모든 각급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에 따라 이

선거시 당선가능 선거구에 여성후보 50% 공천 및

루어지는데,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제1투표)와 정당

노동당 예비후보자 명단에 여성후보 50%를 할당하

비례명부(제2투표)에 각각 1표씩 행사한다. 우선 지

도록 하고 있다. 노동당은 1980년대 말 이래 여성

역구에서는 단순 다수득표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당직자 할당제를 채택하였고, 1990년대 들어와 하

그리고 전체 598석을 정당별 비례명부득표수의 비

원에서의 여성후보할당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지속

례에 따라 각 정당별로 배분하게 된다. 그후 각 정당

적으로 이루어오다 1994년 ‘1997년 총선 전까지

은 정당명부득표에 배정된 의석수에 지역구 당선 의

노령으로 은퇴하는 남성의원의 지역구 위원장의

석수를 제외한 만큼 추가로 비례대표를 배정받게 된

50%와 승산 가능성이 큰 지역구의 위원장 자리

다. 이때 특정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가 정당득표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정책을 통과시켰고, 블레

에 따른 의석보다 많은 경우 초과의석이라 하며 지

어 총리는 1997년 총선에서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

역구 당선자 수가 그 정당의 의원수가 된다. 이로

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해 준 결과로서 147석의 노

인해 발생하는 득표-의석간 불비례는 다른 정당에

동당 당선자 중 101명의 여성후보들이 당선되어 당

보정의석을 배정해 보완한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40 젠더리뷰

선거제도 개혁과 여성

<표 4> 독일 상·하원 여성의원 비율

은 비례대표제 후보명단 그리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총

여성

여성의원

의원수

의원 수

비율

상원

69

27

39.1

-

하원

709

219

30.9%

2017. 09.

선거일

출처: www.ipu.org(2019. 2월 현재)

40%를 여성에게 할당해 왔다(당헌 11조 2항, 당 선
거법 4조과 8조 2항). 사회민주당은 1998년 여성할
당제를 도입한 이후 여성비율 1990년에 25%,
1994년에 33%, 1998년에 40%의 목표를 두고 노
력해왔다. 40퍼센트의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적어
도 후보중 다섯 번째 순마다 어느 한 성의 사람을

정당명부에 따른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정당명

할당하고 그로 인한 명부는 외부에게 공개하지 않도

부투표(제2투표)의 5%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록 하였다. 할당제 적용 이후 사회민주당의 연례 보

에서 3인 이상 당선자를 배출하여야 한다. 의석배분

고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함께 여성들의 정치능력

시 세인트 라귀(Sainte-Laguë) 방식을 사용한다.

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독일의 정당체제는 다당제로서 기독민주당(CDU),

좌파정당(The Left)의 경우 후보자 지명리스트 1,

사회민주당(SDP), 자유민주당(FDP), 바바리아 기

2번과 이후 리스트에서 짝수번으로 여성을 위하여

독사회당(CSU), 녹색당(Green Party) 등 주요 정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당헌 10조 5항). 그리고 이사

당과 독일공산당, 독일자유당, 국가민주당 등의 정

회와 위원회 및 대표단의 절반은 여성이어야한다고

당이 존재하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 연방하원의

규정하고 있다. 여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선거가

여성의원 비율은 30.9%이고, 연방 상원은 39.1%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장은 비어 있다(당헌 10조 5항).

다. 현재 독일의 선거제도는 연동제비례대표제로서

녹색당의 경우는 당내 주요 결정직과 여성의석에

한국에서 관심이 크다.

여성할당 50%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였고, 이 약속
을 필수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기독민주당

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CDU)의 경우는 1994년에 현저하게 감소하는 여
성당원의 수에 자극 받아 1995년 10월 전당대회에

독일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하게 된 특

최소한 당직과 선거후보자 명부의 1/3을 여성으로

별조치로는 정당 차원의 할당제 도입과 여성지원계

하는 쿼럼제4)를 도입하기 위한 규정개정안이 제출

획 등의 정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특히 할당제

되고, 격렬한 토론을 거쳐 1996년 10월 선거결과에

의 경우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

서 1/3의 여성비율이 달성되지 않아도 유효한 것으

하고 있다.

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쿼럼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사회민주당(SPD)은 할당제 도입에 대해 논의를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 내부 선거는 다시 치루어

거치다가 1988년 드디어 정당법에 여성할당제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당헌15조 2-3항). 자유민주

명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1988년 이후 사회민주당

당(FDP)도 기독민주당과 유사하게 여성의 정치참

4) 쿼럼제(Quorum)란 이전부터 기민당 간부회의 선거에 대해 정해져 있었으나 선출되어야 하는 수의 일정비율(이 비율을 쿼럼이라 함.
레벨에 따라 50%부터 75%까지) 이상의 후보자에게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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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증대를 위해 여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
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려할 만한 점이다.
영국 역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의회선거를 치
르는데, 노동당에서 여성후보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지역구에서 여성할당제를 두고 있다.

III.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독일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
행하는 국가로서, 연동제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게 유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결론적으로 위의 나라들의 선거제도와 여성의 정

대표성과 연계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별 특성에

치적 대표성을 연계하여 보면, 대선거구제 정당명부

따라 여성후보에 대한 할당비율이 다른데, 정당이

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이 47.3%,

적극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공천할 의도를 가지고 있

그 다음으로 프랑스 39.7%, 영국 32.0%, 독일

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사실이다.

30.9% 순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대선거구 비례대

최근 전 세계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

표제의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선거구마다 1인

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

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신인 및 여성

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바로 정당 나름

과 같이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약한 후보들에게 많

의 당헌당규에 의해 일정비율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스웨덴 여성국회의원의 비율

형태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등이 여

이 47.3%로 된 이유는 정당명부의 당선 가능범위

기에 속한다. 둘째, 국가가 법으로 국회 및 지방의회

내에 여성후보들이 많이 배치되어있기 때문인데, 다

선거에 민족성과 여성을 고려한 의석수를 지정 할당

시 말해서 정당이 여성후보에게 유리하게 명부를 작

하는 방식으로, 다시 그 법에 근거하여 정당이 공천

성한다는 뜻이다.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식(아르헨티나, 프랑스 등)과

프랑스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로 실시되는 하

법으로 여성의석을 지정 할당하는 방식(르완다-하

원선거에서 지역구에 여성할당을 충족시키지 않을

원의 80석 중 24석 지정할당(30%)으로 2018년 현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하였으

재 하원은 전체 의원 80명중 여성의원 49명(61%)

며, 비례대표 명부에 남녀후보자가 동수가 안 될 경

로 가장 높음), 방글라데시-헌법 65조(3A)에 근거

우 그 정당의 명부를 접수받지 않기로 하였다. 이

하여 국회 350석 중 50석 여성 지정할당(2018년

같은 강제적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남녀동수공천법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전체 350명중 여성의

이 명목상의 법이 아닌 실제에 적용되는 법으로 만

원 72명(21%)) 등이 있다.

들었고, 점차 지방의회까지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있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및 지방선거의 경우 비례

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당법에서 각 정당에 대한 의

대표제에서 50%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되었지만,

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라

지역구의 경우 여성후보 공천할당이 30% 노력 사항

할 수 있다. 또한 할당제에 대한 상설 모니터링 기구

으로 되어있다.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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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과 여성

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 우선적으로 주는 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다 실

사점으로는, 방법은 달라도 이들 국가들은 후보 공

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국가들이 적

천 시 여성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천하려는 의지를 보

용하였던 여성할당제 의무조항과 함께 프랑스와 같

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여성의

이 남녀동수법을 제정하는 것이 향후 우선 과제일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헌법과 선거법, 정당법

것이다.

등의 개정을 통해 강제이행 의무조항을 두고 있는
데, 강제이행 의무조항이 주는 의미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명목적인 법률상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
키지 않는 정당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현실적인 법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 참고문헌 ∙
http://www.idea.int/
http://www.quotaproject.org/
http://ipu.org(2019)
Equal Measures 2030
김원홍(1995), “스웨덴: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 정치참여,” 전망(통권 97호), pp. 44-49.
김은희, 김민정, 이지영(201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정당공천제 및 선거구제를 중심으로」. 국회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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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김복태, 김혜영, 전선영, 김은주(201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의 효과성 연구」(한국여성정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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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선거와 여풍(女風)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1)

2020년 11월 3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에 재선 출마를 선언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포함한 20여명이 넘는 후보
들이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도 TV토론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이
날 대통령 선거인단선거와 더불어 미국 연방의회 상·하의원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다가올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트럼프 이후 미국의 전향적인
대외전략의 전환은 미국 우선정책(America First!)의 기치 하에 전통적인 우방관계나 대
외정책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에 대한 트럼프의 다
른 접근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어쨌든 내년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3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와 힐러리 클린턴
2016년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의 핵심은 여풍(女風)이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
린턴이 미국 주요 정당의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고,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지명되었다. 선거기간 내내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최종결과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였다. 득표수에 있어
서는 힐러리 클린턴 48.2%, 도널드 트럼프 46.1%로 클린턴이 우세했으나 선거인단 확보
* 현재 한국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자문위원, 국무총리 여성정책조정회의 위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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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득표수

득표율

선거인단

선거인단

대통령후보

부통령 후보

정당

도널드 트럼프

마이크 펜스

공화당

62,984,828

46.09%

306

56.88%

힐러리 클린턴

팀 케인

민주당

65,853,514

48.18%

232

43.12%

게리 존슨

윌리엄 웰드

자유당

4,440,871

3.29%

0

질 스타인

아자무 바라카

녹색당

1,415,982

1.05%

0

에번 맥멀린

민디 핀

무소속

568,726

0.42%

0

대럴 캐슬

스콧 브래들리

헌법당

193,864

0.14%

0

기타

1,114,732

0.82%

0

합계

135,126,933

100.00 %

538

비율

출처: State Elections Offices, OFFICIAL 2016 PRESIDENTIAL GENERAL ELECTION RESULTS General Election,
January 30, 2017.

<표 2> CNN의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 출구조사결과
구분
전체 투표

클린턴

트럼프

기타

비율

47.7

47.5

4.8

100

남자

41

52

7

47

여자

54

41

5

53

기혼 남자

38

57

5

29

기혼 여자

49

47

4

30

미혼 남자

46

44

10

18

미혼 여자

63

32

5

23

백인

37

57

5

71

흑인

89

8

3

12

히스패닉

66

28

6

11

아시안

65

27

8

4

기타

56

36

8

3

성별

성별 및 결혼 상태

인종

출처: CNN의 “2016 Election Results: National Exit Polls
(https://edition.cnn.com/election/2016/results/exit-polls/national/president)

에서 클린턴 232명, 트럼프 306명으로 트럼프가 승리했다. 득표수에서 상대 후보를 밑돈
후보가 선거인단 확보에 승리해 대통령에 최종 선출된 것은 조지 부시가 앨 고어에게 승리
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16년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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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미국 여성대통령의 탄생을 기대하며 선거결과를 지켜보던 세계 여성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다. 2016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되지
못했어도 그 때 다져놓은 여풍의 저력은 2018년 중간선거를 통해 폭발하였다.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그 세대들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CNN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실시했던 출구조사에 의하면 클린턴은 여성, 그 중에도 미혼여성, 흑인과 히스
패닉, 아시안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클린턴 지지자들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고 더
나아가 대표되지 못했던 미국 정치에서 몫이 없었던 자들로서 클린턴과 함께 정치의 장으
로 들어온 새로운 미국 시민들이었다. 클린턴 지지층은 다양성 그 자체였다. 함께 하면
더 강해진다(Stronger Together!)는 클린턴 후보진영의 슬로건처럼, 2016년 대통령 선
거는 다양한 소수 집단, 특히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촉진시켰고 그 결과는 2018년 중간
선거에서 가시화되었다.

2018년 중간선거, 여성 새로운 역사를 쓰다.
미국의 연방 상원의회는 각주마다 2명을 선출하고,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2년에 한 번씩 상원의 3분의 1에 대한 선거가 실시된다. 연방 하원의원은
총 435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상·하원의원 선거를 중간선
거라고 한다. 2018년 중간선거 결과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여 연방의회를 분점 했고,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의 다수당이 되었다. 특히 2018
년 선거는 후보자부터 당선자에 이르기까지 역대 최고의 다양성을 드러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후보의 58%는 여전히 ‘백인남성’이지만, 나머지 42%는 여성과 성소수
자, 그리고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의 비백인 인종이었다.(뉴욕타임즈 2018년 10월 31
일자 기사, The Faces of Change in the Midterm Elections)

오카시오-코르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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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다 틀라입

일한 오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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뎁 하랜드

샤리스 데이비스

아야나 프레슬리

2018년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는 단연 여성이었고, 그 결과, 여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당선자는 뉴욕 주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Alexandria Ocasio-Cortez)로 80%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이며 미국에서 가장 어린 여
성 하원의원(만 29세)이 되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푸에르토리코의 이민자 가족 출신
으로 민주당 소속이지만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 소속이기도 하다. 그녀는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 ‘무상교육’, ‘인권으로써 주택 공
급’, ‘이민자 보호’, ‘선거캠페인 개혁’, ‘뉴 그린 딜’(2035년까지 미국에서 사용하는 에너
지를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등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또 하나의
사건은 무슬림 여성 2명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이 되었다. 민주당 소속의
미시간 주의 라시다 틀라입(Rashida Harbi Tlaib)과 미네소타 주의 일한 오마르(Ilhan
Omar)이다. 라시다 틀라입은 팔레스타인 이민자 가정의 출신이고 일한 오마르는 아프리
카 소말리아계이다. 또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원주민 여성 출신 연방 하원의원도 나왔다.
뉴멕시코 주의 뎁 하랜드(Deb Haaland)와 캔자스 주의 샤리스 데이비스(Sharice
Davids)이다. 샤리스 데이비스는 최초의 레즈비언 하원의원이기도 하다. 아야나 프레슬리
(Ayanna Soyini Pressley)는 메사추세츠 주의 첫 흑인여성 하원의원이 되었고, 재러드 폴
리스(Jared Polis)는 콜로라도 주지사로서 미국 역사상 첫 동성애자 출신 주지사가 되었다.
이 여성들은 그동안 미국정치에서 몫이 없던 집단과 목소리를 대변한다. 특히 일한 오마
르는 미국 정계에서 터부시되어 왔던 미 정부의 친 유대정책과 유대 단체들의 금권로비
등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반유대주의 논쟁의 정점에 서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일한 오마르의 행보에 동참하는 민주당내 비백인·진보·여성초선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
시오-코르테스와 라시다 틀라입, 아야나 프레슬리에 대해 출신지로 돌아가라는 인종 차별
주의적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의원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남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이들의 행보는 당 안팎으로 한층 더 신선한 파란과 고강도
의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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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하원 선거 출마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2006-2018)
하원**

상원
연도

후보자
전체

2018

2014

2012

2010

2008

2006

공화

당선자
전체

민주

공화

후보자
전체

민주

공화

당선자
전체

민주

공화

전체

23

15

8

14

11

3

235

183

52

102

89

13

현직

13

11

2

11

9

2

71

54

17

66

54

12

도전자

6

2

4

1

1

0

117

95

22

15

15

0

*

2016

민주

공석

4

2

2

2

1

1

47

34

13

21

20

1

전체

15

11

4

6

5

1

167

120

47

83

62

21
19

현직

3

1

2

2

1

1

73

54

19

73

54

도전자

8

7

1

2

2

0

76

52

24

2

2

0

공석

4

3

1

2

2

0

18

14

4

8

6

2

전체

15

10

5

4

1

3

159

109

50

84

62

22
17

현직

4

3

1

2

1

1

73

56

17

72

55

도전자

4

3

1

0

0

0

68

42

26

2

1

1

공석

7

4

3

2

2

0

18

11

7

10

6

4

전체

18

12

6

11

10

1

163

116

47

78

58

20

현직

6

6

0

6

6

0

66

45

21

59

42

17

도전자

4

2

2

1

1

0

68

52

16

4

4

0

공석

8

4

4

4

3

1

29

19

10

15

12

3

전체

14

9

5

5

4

1

138

91

47

72

48

24
15

현직

5

5

0

4

4

0

69

54

15

59

44

도전자

4

2

2

0

0

0

57

27

30

8

1

7

공석

5

2

3

1

1

0

12

10

2

5

3

2

전체

7

4

3

4

3

1

132

95

37

74

57

17

현직

3

1

2

2

1

1

67

50

17

64

49

15

도전자

4

3

1

2

2

0

54

36

18

5

4

1

공석

0

0

0

0

0

11

9

2

5

4

1

전체

12

8

4

8

6

2

136

94

42

71

50

21

현직

6

4

2

6

4

2

65

42

23

61

42

19

도전자

5

3

2

1

1

0

53

40

13

3

3

0

공석

1

1

0

1

1

0

18

12

6

7

5

2

출처: Election Watch of 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CAWP홈페이지 검색일 2019.8.25.)
* 공석(open seat)은 현직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선거구 출마자를 의미함.
** 하원의 통계에는 Washington, DC와 5개 해외속령의 대리인(delegate)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미국의 연방의회 선거는 2년마다 상원의원 34명, 하원의원 435명 총 469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위의 <표 3>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의회선거출마 여성후보자 및 당선
자 현황에 관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상원의원의 경우, 2018년에 출마한 여성후보는 23명
으로 이중 14명(61%)이 당선하였다. 후보자와 당선자를 포함한 이 수치는 지난 2006년
이후 7번에 걸친 상원의원 선거 중에서 최고로 높았고, 당선자에 있어서는 2016년 선거에
비해 2배나 높았다. 그 중 현직의 당선율이 85%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15명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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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당선으로 73%, 공화당은 8명 출마 3명 당선으로 38%의 당선율을 각각 보였다. 하원
의원의 경우, 235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했으며 이중 102명(79%)이 당선했다. 이 결과는
상원의원선거결과와 마찬가지로 2006년 이후 최고의 성과였으며, 2016년 선거에 비해
후보자는 68명이 더 출마하였고, 당선자는 19명이 더 당선되었다. 당선율에 있어서도 현
직이 93%, 현직 출마지역 도전자는 13%, 현직 비출마지역 도전자는 45%로 상하양원 모
두 현직 여성의원들의 당선율이 높아, 현직 프리미엄의 효과가 매우 컸다. 2016년 하원선
거의 경우 현직의원 73명 전원이 당선하는 일도 있었다. 민주당은 183명 출마 89명 당선
공화당은 52명 출마 13명 당선으로 각각 49%와 25%의 당선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상하양원 출마자 및 후보자에 있어 민주당 소속 여성 후보들이 더 많았다.

116대 연방의회와 주의회에서의 여성 대표성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격차지수에 의하면 미국의 정치권한지표에서의 남
녀간 성격차지수는 149개 국가 중 98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92위)와 비슷
한 수준이다. 물론 2018년 11월 6일에 치러진 선거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순위이므로
2019년의 성격차지수에서 정치권한지수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3일 116대 연방의회가 개원했다. 상원 100명, 하원 435명 총 535명 중
127명인 23.7%가 여성이었고 하원의회의장으로 낸시 펠로시(민주당)가 선출되었다. 이러
한 수치는 역대 최고였고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럿거스대학교의 미국여성정치연구
<표 4> 106대~116대 미 연방의회 여성의원 현황(1999~2019)
의회

연도

전체여성의원 수

상원여성의원수

하원여성의원수

여성비율

106th

1999–2001

67

9

58

12.5%

107th

2001–2003

75

13

62

14.0%

108th

2003–2005

77

14

63

14.4%

109th

2005–2007

85

14

71

15.9%

110th

2007–2009

94

16

78

17.6%

111th

2009–2011

96

17

79

17.9%

112th

2011–2013

96

17

79

17.9%

113th

2013–2015

101

19

82

19.1%

114th

2015–2017

104

16

88

19.4%

115th

2017–2019

104

15

89

19.4%

116th

2019–2021

127

25

102

23.7%

출처: Election Watch of 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CAWP홈페이지 검색일 201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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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역대 연방의회에서 활동했던 여성의원은 총 358명으로 민주당
243명, 공화당 115명이었다. 이중 유색인종은 74명으로 민주당 70명, 공화당 4명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총 43명으로 여성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였고 뉴욕이 29명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버몬트 주는 현재까지 상원이든 하원이든 단 한 명의 여성의원도 배출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의 연방의회에서의 여성의원 현황을 보면 위의 <표4>와 같다. 103대
의회인 1993년에 여성의원의 비율이 10.1%로 처음으로 두 자리 수로 진입하였고 그 후
25년여 만에 20%대에 진입하였다.
116대 연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127명의 여성의원의 정당 소속을 보면 민주당 106
명, 공화당 21명으로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이 공화당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25명의
여성들(25%)이 상원에서 복무하고 있고, 하원에서는 102명의 여성들(23.4%)이 활동하고
있다. 127명 중 47명(37%)이 유색인종으로, 흑인 22명, 라틴 13명, 아시아태평양 8명,
원주민 2명, 기타 2명이었다. 하원의회의 경우 34개 주에서 여성의원을 배출하였고 민주
당 89명(87%), 공화당은 13명(23%)이었다. 102명 중 89명(87%)이 초선이었고, 58명
(57%)은 직전에 선출공직에 있었고, 23명(23%)은 한 번 이상 주 상·하원의원, 군이나 시
의원, 판사, 학교이사 등과 같은 선출 공직을 경험했다. 결과적으로 116대 연방의회의
여성대표성은 초선의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이 이끌고 있다.
<표 5> 2019년 주의회 여성의원 현황
상원
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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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민주 공화

하원*
무
소
속

여성/전체

민주

공화

무
소
속

여성/전체

상·하

상·하여

여성/상·하

성의원

전체

비율

AL

46

4

0

-

4

35

11

7

-

18

105

22

140

15.7

AK

8

1

5

-

6

20

6

11

-

17

40

23

60

38.3
38.9

AZ

6

7

6

-

13

30

14

8

-

22

60

35

90

AR

40

3

4

-

7

35

8

17

-

25

100

32

135

23.7

CA

20

11

3

-

14

40

21

2

-

23

80

37

120

30.8

CO

2

12

1

-

13

35

26

8

-

34

65

47

100

47

CT

15

8

1

-

9

36

30

23

-

53

151

62

187

33.2
24.2

DE

35

4

1

-

5

21

9

1

-

10

41

15

62

FL

23

6

6

-

12

40

23

13

-

36

120

48

160

30

GA

22

13

2

-

15

56

42

15

-

57

180

72

236

30.5

HI

18

7

0

-

7

25

14

3

-

17

51

24

76

31.6

ID

19

4

5

-

9

35

7

17

-

24

70

33

105

31.4

IL

12

18

2

-

20

59

35

8

-

43

118

63

177

35.6

IN

36

2

7

-

9

50

17

10

-

27

100

36

150

24

IA

25

6

5

-

11

50

23

10

-

33

100

44

150

29.3

KS

28

6

8

-

14

40

17

15

-

32

125

46

165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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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주명

순위

민주 공화

하원*
무
소
속

KY

41

2

2

-

LA

44

3

2

ME

9

8

4

여성/전체

4

38

-

5

-

12

민주

공화

무
소
속

여성/전체

상·하

상·하여

여성/상·하

성의원

전체

비율

18

9

-

27

100

31

138

22.5

39

8

10

-

18

105

23

144

16

35

48

11

-

59

151

71

186

38.2

MD

7

13

2

-

15

47

51

7

-

58

141

73

188

38.8

MA

27

11

0

-

11

40

38

7

1

46

160

57

200

28.5

MI

11

8

3

-

11

38

25

17

-

42

110

53

148

35.8

MN

17

10

6

-

16

67

35

13

-

48

134

64

201

31.8

MS

50

4

5

-

9

52

8

7

-

15

122

24

174

13.8

MO

34

6

3

-

9

34

19

21

-

40

163

49

197

24.9

MT

23

11

2

-

13

50

21

11

-

32

100

45

150

30
28.6

NE

26

-

-

14

14

49

-

-

-

단원제

14

49

NV

1

9

1

-

10

21

18

5

-

23

42

33

63

52.4

NH

14

7

3

-

10

24

109

26

-

135

400

145

424

34.2
30.8

NJ

20

9

1

-

10

40

21

6

-

27

80

37

120

NM

13

6

2

-

8

42

24

7

-

31

70

39

112

34.8

NY

16

14

5

-

19

63

46

4

-

50

150

69

213

32.4

NC

33

6

4

-

10

50

23

10

-

33

120

43

170

25.3

ND

43

4

7

-

11

47

8

11

-

19

94

30

141

21.3

OH

30

4

4

-

8

33

19

8

-

27

99

35

132

26.5

OK

42

5

4

-

9

48

11

12

-

23

101

32

149

21.5

OR

4

7

2

-

9

30

22

5

-

27

60

36

90

40

PA

30

7

6

-

13

50

31

23

-

54

203

67

253

26.5

RI

10

14

2

-

16

38

26

1

-

27

75

43

113

38.1

SC

45

2

2

-

4

46

12

11

-

23

124

27

170

15.9

SD

38

2

4

-

6

35

4

15

-

19

70

25

105

23.8

TN

48

4

4

-

8

33

4

8

-

12

99

20

132

15.2

TX

38

3

6

-

9

31

28

6

-

34

150

43

181

23.8

UT

36

4

2

-

6

29

12

7

-

19

75

25

104

24

VT

4

10

-

-

10

30

41

14

7

62

150

72

180

40

VA

32

7

3

-

10

40

22

5

-

27

100

37

140

26.4

WA

3

12

8

-

20

49

31

10

-

41

98

61

147

41.5

WV

49

0

3

-

3

34

8

8

-

16

100

19

134

14.2

WI

29

6

2

-

8

33

18

10

-

28

99

36

132

27.3

WY

47

-

6

30

4

4

-

8

60

14

90

15.6

14 510

1,972

1,116

497

8

1,621

5,411

2,131

7,383

28.9

합계

1

5

331

165

출처: Election Watch of 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CAWP홈페이지 검색일 2019.8.25.)
* 동 통계에는 Washington, DC와 5개 해외속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19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의회에서의 여성의원 현황은 위의 <표5>와 같다. 주 상원
의원은 1,972명 중 510명(25.9%)이 여성이었고 이중 민주당은 331명(65%), 공화당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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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35%)이었다. 주하원의원은 총 5,411명 중 1,621명(30%)이 여성이었고, 이중 민주당은
1,116명(68.8%), 공화당은 497명(31.2%)이었다. 50개 주 전체에 있어서는 7,383명 중
2,131명인 28.9%가 여성이었다. 2017년의 24.8%에 비해 4% 증가하였다. 주별로 여성의
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네바다(NV)주로 52.4%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은 콜로라도
(CO) 주가 47%, 와싱턴(WA)주 41.5%, 오레곤(OR)주와 버먼트(VT)주가 각각 40%의 순
으로 나타났다. 전체 50개 주 중 40%이상의 여성대표성을 보인 주는 5개 주였다. 가장
낮은 대표성을 보인 주는 50위인 미시시피(MS)주로 13.8%, 49위는 웨스트 버지니아(WV)
주 14.2%, 48위 테네시(TN)주 15.2%의 순이었다.
2018년 중간선거 결과로 구성된 연방의회와 주의회에서의 여성대표성은 각각 4% 정도
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연방의회는 1993년 10%대에 진입한 이후 25년여 만에
20%대로 진입해 23.7%의 여성대표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연방의회와 주의회 모두 민주당
의 여성대표성이 공화당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높았다.

2020년, 미국정치의 여풍(女風)은 지속될 것인가?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로 시작된 미국정치의 변화는 과연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인지 특히 자칭 사회주의자임을 선언하고 미국정치의 금기를 넘고 있는 비백인, 초선,
진보 여성들의 새로운 정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자신들이 대변하는 몫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2020년의 새로운 여풍을
일으키기 위하여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9년 8월 현재 제46대 미국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여성후보는 민주당 소속의
5명의 여성이 있다. 툴시 개버드(Tulsi Gabbard, 1981년생)후보는 하와이주 연방하원의
원이다. 2002년 21살에 하와이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1964년생)후보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무장관(2011-2017)을 역
임했고 변호사였다. 아미 클로부커(Amy Klobuchar, 1960년생)는 변호사이며 미네소타
주의 연방 상원의원이고 동 직에 3번 당선되었다.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1949년생)후보는 2013년 이후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파산법을
가르쳤다. 마리안느 윌리암슨(Marianne Williamson, 1952년생)은 작가이자 사회운동가
이다. 에이즈 및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자원봉사단
체인 프로젝트 엔젤 푸드의 창립자이다. 2014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무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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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방 상·하 양원 출마예정 여성후보들은 미국여성정치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상원의원 후보는 48명, 하원의원 후보는 333명이다. 상원의원의 경우 민주당 33명, 공화
당 15명, 하원의원의 경우 민주당 234명, 공화당 99명으로 민주당 출신 여성후보들이
2배 이상 많다. 2018년 중간선거에 출마한 상원의원 여성후보 23명, 하원의원 후보 235
명이었던 것에 비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의 경선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여성, 동성애자, 난민, 무슬림, 유색인종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놀랍게도 지난 2년 동안 이런 차별과 혐오정치의 정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었다. 정치인의 혐오발언은 일반시민들에게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이다. 도덕과 윤리, 정의의 이름으로 억제되었던 차별과 혐오언행들
이 시민권을 획득하여 온오프라인의 거리를 활보하게 만들었다. 2020년은 한국에서도 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20년을 여성이 이끄는 변혁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여성은 단지 여성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여성은 이처럼 차별과 혐오
로 소외된 모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여성들의 수적 대표성이 여전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성 안에는 무수한 차이가 있으며, 이 무수한 차이를 정치의
장에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여성이 하기 때문이다. 여성정치의 바람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
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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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관점의 개발협력 사업 접근 방식
: 한국 월드비전 케냐 북테소 지역 여아
역량강화 사업 중심으로
최정윤 한국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과장*

1)

이수민 한국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과장**

들어가며
유엔인구기금(UNFPA)은 여아들이 당면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 여아들의 사회 배제
(social exclusion)를 그 원인으로 보았다.1) 여아 배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예외
적이지 않다.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아들의 필요는 개발협력 사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식수위생 분야에
서 깨끗한 물 공급과 위생적인 화장실 설치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여아들의 월경위생관리를
위한 물과 화장실 접근성 보장에 대해 강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 특별히 교내 월경위생관리의 경우 여아 교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교내 월경위생관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집중이 미비했던 영역이다. 또한 모자보건 분야에서도 십대 산모는 성인
여성에 비해 취약성이 높고 특수한 필요를 갖고 있음에도 주변의 시선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으며 산전·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의 결과는 높은 십대 산모의
사망률과 십대 산모가 출산하는 신생아의 높은 사망률로 나타난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여아들의 좁은 입지로 인해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

* 젠더와 국제개발을 전공하고, 2009년부터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는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에서 아동보호와 젠더 포컬로 젠더
사업을 기획 및 관리하고 있음.
**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교육개발협력 사업과 연구를 담당한 후 현재는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에서 케냐의 중장기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1)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sowp/downloads/The_State_of_World_Population_ 2016_-_English.pdf
2) https://washmatters.wateraid.org/publications/menstrual-hygiene-matters
3) http://www.who.int/en/news-room/fact-sheets/detail/adolescents-health-risks-and-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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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기구로 ‘가정과 지역사
회 내의 아동 삶의 질 향상,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사업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월드비전의 이러한 사업적 방향성을 고려할 때 여아는 가장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취약한 대상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 내 오랜 시간 자리 잡아 온
불평등한 젠더 규범과 일부 문화권에 만연해있는 여성할례, 조혼, 명예살인 등과 같은 젠더
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 인해 여아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배제와 취약성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월드비전의 케냐 북테소 지역 여아 역량강화
사업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의 배경
한국 월드비전은 2017년부터 케냐 북테소 지역 앙구라이(Angurai) 지역개발사업장에
서 학교를 기반으로 전기 청소년기(10-14세) 아동에 집중하여 교내 월경위생관리와 젠더
기반폭력에 대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간다 접경 지역에 위치한 앙구라이는 케냐
뭄바사 항에서 들여오는 물자의 이동 통로로, 이곳에서는 트럭 기사들이 우간다로의 진입
허가를 받기 위해 며칠씩 대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기사들에 의한
아동 성매매가 종종 이루어지는데, 성매매가 흔한 이 지역에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존중
이 낮아 다양한 종류의 젠더기반폭력이 일어난다. 본 사업의 기초선 결과보고서에도 분명
하게 나타나 있듯이, 앙구라이 지역에 십대 임신율이 높은 것은 조혼 및 성폭력과 같은
젠더기반폭력이 이곳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아들은 이러한 폭력의 위협에도 가
정, 학교,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할 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그간 월경위생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차
요청하지 못해 이로 인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여아들의 몫으로 남아있었다. 이렇듯 여아들
은 폭력의 위협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침묵해야만
했다. 이에 월드비전은 두 가지 주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어 여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여아만을 대상으로 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 및 여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관계자를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인부터 커뮤니티까지 각 층위에서 필요한 조치
를 취하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social-ecological model)을 활용한다. 그리고 사업이 기
존의 왜곡된 젠더 규범을 강화하거나 불평등을 심화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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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는 접근법(gender-transformative
approach)을 활용한다. 두 접근법의 실제 적용을 케냐 북테소 지역 여아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사회 생태학적 모델(social-ecological model)4)
사회 생태학적 모델은 유니세프의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4D) 접근법과 같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행동 및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데 있어 층위별 상호작용을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사업은 [그림 1]과 같이 사회
생태학적 모델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1] 케냐 사업에 적용된 사회생태학적 모델

● 개인적 변화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women empowerment)는 북경여성회의에서 강조되어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주요 담론으로 이어져 왔다.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재생산 영역에 있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을 강조한다.5)
본 사업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는 여아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월드비전은 여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에 기반을 둔 참여적 방식의 성교육 커리큘럼을 사용하는데, 이는
케냐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 자나 아프리카(Zana Africa)가 개발한 니아
예투(Nia Yetu) 커리큘럼이다. 이는 유네스코의 통합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4)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publichealthissue/social-ecologicalmodel.html
5) https://www.unfpa.org/resources/issue-7-women-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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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는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6) 또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잡지를 통해 아이들이 실제적이고 최신의 성생식보건 정
보를 얻을 뿐 아니라, 무기명으로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인권기반 참여적 방식의 성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단순히 성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돕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진행 되는 월드비전의
생활기술교육(life skills-based curriculum)을 통해 협상 및 상호존중과 같은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여아 클럽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한다.

출처: 월드비전 내부자료

[사진 1] 지역사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여아 클럽 활동

여아 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여아를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수혜자로 제한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사업에서 여아들은 그들이 배운 내용을 여아 클럽 활동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 실천한다. 예를 들어, 조혼과 같은 문제를 연극이나 노래로 만들어 공론화하고,
조혼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앞장서서 진행한다.

6) http://www.zanaafrica.org/research-the-nia-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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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적 변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여아뿐만 아니라 여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 변화 또한 사업의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남아는
사업의 중요한 대상인 동시에 학교에서 여아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한 이해 관계자
이다. 본 사업에서 집중하는 남녀아 간의 관계 변화의 키워드는 화해(reconciliation)이
다. 여아 사업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여아에게만 집중되어 자칫하면 남아는 소외되기 쉽다.
나아가 남아를 가해자로 인식해 남아와 여아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젠더기반폭력은 두 집단 사이의 권력관계에 기인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폭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결구도를 심화시키는 것보다 서로
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7)
남아의 경우, 또래 압박 (peer pressure)이 젠더기반폭력을 행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긍정적인 남성상을 소개하는 이유이며, 또래 교육이 청소년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
는 이유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할 수 있는 롤모델을 선발하고 소개함
으로써 남성들이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싸우도록 독려한다.8)
본 사업에서 면 생리대 만들기 수업에 남여아를 함께 참여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함께 생리대를 만들며 남아들은 여아들의 특별한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월경으로 인해 여자 친구들을 놀리지 않게 된다. 나아가 다른 친구들
이 여아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여자 아이들 편에 서서 함께 대처한다.

[사진 2] 남아와 여아가 함께 참여하는 면 생리대 만들기 수업

7) https://plan-international.org/ending-violence/gbv-gender-based-violence
8) https://www.unicef.org/adolescence/files/UNICEF_Programme_Guidance_for_the_Second_ Decade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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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 변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사회에서의 나쁜 관습과 문화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곳이다.
젠더기반폭력의 경우도 그러하다.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젠더기반폭력은 학교에
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는 젠더기반폭력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를 끝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다.9)
스포츠를 예로 들어보면, 교내에서 여아를 위한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성 평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다. 왜냐하면 여아의 스포츠에의 제한적 접근이 여아
의 제한적인 사회 참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10) 여아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아에 비해 낮은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는 여아들에
게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다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유익함도 있지만, 여아들
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스포츠가 남성과 남아의 전유물
이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스포츠팀은 여아가 자신의 문제와
질문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대화 공간(safe space)인 동시에 이를 통해 여아들
의 연대가 공고해지기도 한다.
여아 클럽 역시 여아의 교내 참여 제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이곳에서 여아는 그들이
교내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여아의 개인적 역량도 강화되지만, 여아들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는 찾
아보기 힘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이 제시되어 기존의 젠더 규범에 도전하게 된다.
교내 젠더 규범의 변화를 위한 노력만큼이나 여아의 현실적 필요에 대응하는 시설과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월경위생관리의 경우, 그간 여아들은 문화적 금기로 인해
이와 관련된 당연한 필요를 요청하거나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이제는 월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실제적 필요도 충족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교내에 여아
친화적 화장실과 생리대를 제공한다. 여아 친화적 화장실은 남/여와 교사/학생의 사용이
구분되며, 화장실 내부에 잠금 시설과 수도 시설도 설치하여 필요시 세척이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휴지통 혹은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생리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여아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환경에서 월경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함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교사를 지정하고 교육한다.

9)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6651
10) http://guides.womenwin.org/ig/about/empowering-girls-through-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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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변화
월드비전 사업의 특징은 섹터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이
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주도형 정책개선사업(Citizen Voice and Action)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부
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다. 조혼과 같은
이슈는 실정법과 관습법 사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마을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방 정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현실을 알리는 한편, 정책 변화를 위한 옹호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온 조혼 및 여성할례와
같은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고, 새로운 젠더 규범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지역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오며
월드비전 케냐 북테소 지역 여아 역량강화 사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social-ecological model)을 통해 층위별로 다른 접근
법을 사용하면서, 학교에서의 활동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제 막 월경을
시작한 여아 및 또래 남아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에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 잡힌
성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 사회의 축소판, 학교
학교는 아동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래 집단과의 교류와 교육을 통해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곳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사회의 부정적인 문제가 고스
란히 드러나는 곳인 동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학교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향후 지역사회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 사고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 전기 청소년기
전기 청소년기(10-14세)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며 몸의 변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
한데, 남/여아 모두는 이 시기에 자신의 몸의 변화로 인해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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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균형 잡힌 성 인식을 교육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여아의 경우 월경을 시작하며, 바른 월경위생관리 습관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변의 위험을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남아의 경우,
또래 압박이 젠더기반폭력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듯이 반대로 또래 압박을 활용하면
남아에게 긍정적인 남성상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11)
한마디로 전기 청소년기의 아동에게 학교라는 플랫폼을 통한 접근은 예방적 차원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은 균형 잡힌 성 인식을 갖게 되고, 그간
답습되어 오던 왜곡된 성 규범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논의
베이징행동강령 25주년 및 SDGs 5년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한 글로벌 성 평등
포럼 (Global Forum for Gender Equality) 이 있을 2020년은 국제사회에서 여성 인권
및 성 평등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도약 시키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정부,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경험이 더욱 활발
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 논의에서 젠더 사업 내에서 단순히 표면적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 성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기존의 젠더 규범에 도전하는
동시에, 외부에 의해 일어나는 일회적인 움직임이 아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변화들이 담보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공유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Wateraid global website. “Menstrual hygiene matters –training guide”.
https://washmatters.wateraid.org/publications/menstrual-hygiene-matters에서
2019.9.2. 인출
World Health Organization(2018.december.13). “adolescents-health-risks-and-solutions”.
http://www.who.int/en/news-room/fact-sheets/detail/adolescents-health-risks
-and-solutions에서 2019.9.2. 인출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ocial-ecological model”.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publichealthissue/social-ecologicalmod
el에서 2019.9.2. 인출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website. “Issue 7: Women Empowerment”
https://www.unfpa.org/resources/issue-7-women-empowerment 에서 2019.8.1. 인출

11) https://www.unicef.org/adolescence/files/UNICEF_Prog_Guidance_04.11.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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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an-international.org/ending-violence/gbv-gender-based-violenc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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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 “UNICEF Programme Guidance for the Second Decade”
https://www.unicef.org/adolescence/files/UNICEF_Programme_Guidance_for_th
e_Second_ Decade_WEB.pdf에서 2019.7.31. 인출
UNESCO Digital Library. “Global guidance on addressing school-related gender-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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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win, “Empowering Girls Through Sport”.
http://guides.womenwin.org/ig/about/empowering-girls-through-spor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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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근래 가공할 만한 가족내 범죄나 폭력양상이 각급 매체를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자칫 ‘가족의 위기’까지 거론되기 쉬운 현실에서,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과 함께 정책적
주문으로 분주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이사장을 만났다. 면담은 2019년 7월 29일
(월) 오후 4시 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실에서 황정
미박사(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중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이사장(좌)과 황정미 박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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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의 유형,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맞춤하기 위해서는 가족서비스, 가족정책도
과거의 유형화된 접근과는 좀 달라질 필요 … ‘가족변화대응본부’를 만들어,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문화가 바뀌는 측면들을 빠르게
포착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제안과 구체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해 …
황정미 박사(이하 황)

이사장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뉴스에 가족이야기가 많은데요, 범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까지, 아무
튼 변화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로 말씀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혜영 이사장(이하 김)

가족은 늘 변해왔지요. 그런데 2019년 한국사회에서는, 마치 기

술혁신이 고스란히 동시대인들에게 전파되고 그 변화의 폭이나 속도가 엄청난 것처럼, 가
족의 변화에도 그런 점이 있어요. 생존을 규정짓는 노동력 형태가 바뀌면 가족도 변화하기
마련인데, 그럼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정책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굉장히 고민거리이지
요. 사실 국가가 하는 공공정책은 다수의 욕구와 필요를 사전에 진단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
를 개발하는 건데, 요즘 시대에는 대다수의 욕구에 기반하는 유형화된 가족서비스만으로는
현재의 가족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 서비스, 가족 정책도 과거와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의 형태나 삶의 방식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맞추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러한 노력의 하나
로 2019년 2월에 조직 개편시, 가족현실은 너무 빠르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과 같이 몇몇 유형화된 가족 삶에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는 반성적 사고에 기반하여 가족변화대응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변화대응본부는
일단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한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해
가족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이나 문화가 바뀌는 측면들을 빠르게 잡아내는 것에서부터 한가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은 사회정책이란 큰 틀에서 가족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저희 한가원은 대중의 욕구를 읽어내고 정책 전문가나 담당기관과 교감해서 신
속하게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새롭게 출현한 욕구에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 같이 정책연구에 기한 실태조사와 그것에 기반한 정책
과제 도출, 혹은 그에 기반한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후에 서비스를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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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소요 시간대비 효과성의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보편적인 서비스인프라
구축 등은 당연히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서비스의 사각지대나 일부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기때문입니다.
황

아, 가족의 변화를 좀 더 빨리 포착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김

그런 시간의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론이나 여러 발간물, 미디어 등을

빨리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들을 여성가족부나 관련 학자들이나 정책연구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빨리 시범사업을 해본다,
이런 구상입니다. 한 예로, 가족변화대응본부에서는 가족편견 모니터링과 함께 홍보나 교
육 등의 인식개선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황

가족에 대한 편견을 모니터링한다는 것도 새로운 시도로 보이는데요.

김

예를 들면 국제결혼 가족,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희화화

되거나 인권폄하의 측면은 없는지. 저희가 가족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인식개선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족변화대응본부는 끊임없이 세간의 이야기들, 일반인들의 눈
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그 변화의 방향성이
무엇이다, 가족정책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걸 명확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출
산 측면에서 본다면 유자녀 가족을 우선 지원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구성하지 않은,
특히 가족을 구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1인가구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혹은 그 지원
의 우선성이 과연 유자녀가족과 경쟁적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제도화나 보편적 서비스로
가는 건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선 사람들이 인식을 개선해야 될 일들, 우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들을 빠르게 포착해 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최근에 더해진 거죠. 기존의 정책에 다양한 가족 유형별로 상이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보편화에 좀 멈춰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러한 노력에 더해 빠른 변화를 이런 식으로라도
따라잡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가원의 주된 임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 또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부터 양육
비 청구 더 나아가 한부모에 대한 보편적인 상담과 정보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토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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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얼마 전부터 가족이 다양해졌으니까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도 상투적인 것일 수 있다고 보시는 군요. 가족변화대응본부라는 이 명칭
이 정말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가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나 서비스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중 어떤 쪽에 제일 무게를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한가원은 재단법인에서 2015년 특수법인이 되었어요. 이제까지 한가원의 주된 임무

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지역 센터에서
서비스가 균질하게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들을 점검하고, 컨설팅, 지역종사
자들의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하고 있어요. 또한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관리 사업이 시
행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육비 이행
사업이 단순히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구요, 자녀양육과 관련된 토털 서비스, 예를 들면 상담부터 양육비 청
구, 그리고 더 나아가 한부모에 대한 보편적인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이 패키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

한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도 중요하군요.

김

그렇지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통해 한부모를 위한 지원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등 다양한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면접교섭서비스의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와 3자간에 면접교섭을 강화할 필요하고, 이를 위한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법률적 서비스는 물론 관련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양육비이행
원은 중앙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상담 역량이 잘 갖추어진 지역 센터들을 선정해서,
면접교섭을 원하는 분들에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는 전문 변호사, 전문 상담사가 있지
만 중앙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게 한계로 봐집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군구 지역에서는 이혼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지역센터 70여군데 센터들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해보는 중입니다.
황

이혼 후에 양육비를 받게 해주는 법률적인 지원 외에도, 면접교섭을 중요하게 보시는군요.

김

예. 확정판결을 받는다고 모든 비양육부모들이 양육비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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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은 비양육비의 자발적 양육비 이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자녀의
심리정서적 발달과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
있는 전문상담가나 센터장들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
육비 문제는 양육비이행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양육비행사업 담당자들과
지역센터들 중에 역량이 있는 곳을 연결해서 이혼 후에 자녀를 키우진 않지만 부모역할을
잘하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그럴텐데, 감정적 이혼이 많아요.
황

흔히 이혼하면 원수가 된다고 하죠.

김

그렇죠. 하지만 결혼관계는 해체 돼도 가족관계는 해체가 될 수 없지 않나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헤어진 것 뿐이지 성장과정에 반드시 부모 노릇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양육비 이행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센터하고 연계해서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상담이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면접교섭을 하면 양육비 이행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으로 나와요.
황

면접교섭권은 국제결혼 후 이혼에 이른 가정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요.

김

아시겠지만, 한가원의 중요 사업 중에 다누리콜이 있죠. 1577-1366 서비스는 13개

언어로 이주여성 뿐 아니라 국제결혼한 배우자라면 남녀 모두에게 정보제공부터 위급한
순간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 병원에 가거나 경찰, 폭력 문제 등등에 통번역과 함께 동행서
비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황

동행까지 지원하나요?

김

동행지원을 지역에서 하지요. 저희가 6개 지역이 있고,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방문상담과 긴급쉼터가 구비되어 일시보호의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찰이나
전문적인 보호시설로 연계하기 전까지 갈 데가 없으면 보호해주는 방식이지요. 지역센터의
경우 13개어 서비스 통역이 모두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국의 언어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이나 지역센터의 지원을 통해 바로바로 13개국 통, 번역서비스가 제공되도
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3자 통화 서비스까지 제공한답니다. 사실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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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가족서비스에서 전화 상담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현장에 가보고 굉장한 감명을 받았어요. 외국어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주여성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선배가 후배들에
게 혹은 이웃들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 이분들 스스로의 자부심이 높아
서 매우 열심히 자신들의 역할을 해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더해 2019년부터는 가족상
담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주배경이 있는 분들의 상담은 물론, 한부모 상담, 양육비 이행
상담, 그리고 9월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의 시작됩니다.
황

가족 상담이 체계적으로 확대되는 거군요.

김

아직 다 충원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다누리 대략 120명 가량 가족상담단이라는 이름

하에 임신, 결혼, 문화적 배경의 차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가급적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언제라도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 센터 관리가 한가원의
첫 번째 기능이라면, 두 번째로는 양육비이행관리 서비스, 다음으로는 이주배경의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생활과 관련된 위기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다양해진 가족삶을 둘러싼 새로운 편견
과 부정적 시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추진하는 인식개선사업들이죠. 저희
가 작년에는 ‘조선에서 왓츠롱’이라는 웹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2019년 아시아-태평양
어워즈 공공정책 커뮤니케이션 혁신분야로 은상을 받았어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29개 국
가의 기관 및 개인 비즈니스 분야들이 서로 우위를 다투는 경연속에서 저의의 웹드라마가
다문화인식 개선 및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은 것이지요.
황

웹 드라마요?

김

웹 드라마, 웹툰, 그리고 SNS를 통한 인식개선 및 가족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 성 고정관념, 정상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는
관념,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자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서비스 정보를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5월 달에는 저희가 친족 호칭
에 대한 대안적인 호칭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관련 세미나와 인식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해서 우수작에게는 작은 상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황

여성가족부에서도 정책 홍보를 위해서 얼마 전 마녀의 법정이라는 TV드라마를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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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이 있는데, 한가원에서도 웹 드라마, 가족호칭 공모전 이런 것을 하신 거군요.
김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청소년들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이런 것도 했는데 생각

보다 참신한 내용이 많아서 전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작품을 달력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이
런 식으로 다양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구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황

언론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언론에 가족과 관련된 범죄라든지

사건이나 새로운 현상에 대해 여과없이 너무 흥미위주로, 제목낚시 같은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김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것으로 가족 관련 시민운동단체나 작은 소규모 모임 지원사업

이 시작되었어요. 사실 가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별로 없어요. 저희 기관에는
다문화 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가족, 청소년미혼모나 한부모에게 지원을 하고 싶다는 민간
기업들의 문의가 제법 많이 와요. 우리 기관이 당사자이나 관련 조직이나 지역의 지원센터
들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의 본업은 아니지만 사업의 취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
는 경우 저희가 필요한 곳에 연계를 해주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가족지원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 분야에는 활발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경우, 한부모 단체, 미혼모 단체, 아버지운동 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가족관련 단체들은 아무래도 좀더 열악하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곳에서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하려 해도 조직의 영세성으로 성과를 거둘만한 운동단체로 거듭나기
어려움이 많아요.
황

사업을 하려면 회계 등 여러 가지 실무적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김

예. 그래서 그에 앞서서, 우선 올해부터 가족관련 단체에서 무료로 자조모임을 하거

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어요. 단체 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마련하려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민사회 단체들마다 다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부모나
미혼모 단체들은 더욱 규모가 적다보니 그들 만의 자체 회비로 활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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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가원이 있는 조달청 건물 지하 1층의 두 개의 사무실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어요.
황

제가 한가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 여쭈었는데, 정말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군요. 다음으로 양육비 이행에 관해 여쭈어 볼게요. 앞에서 면접교섭권 말씀하시면서 약간
언급은 하셨지만, 최근에 이 양육비이행 문제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져
도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주로 엄마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

이 문제는 우리 가족 문화와도 관련이 있죠. 가부장적 혈연에 집착하고 있지만, 정작

혼인관계가 깨졌을 때 그 자녀를 중심으로 협력적 부모역할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점은
개인들이 정서상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즉, 이혼 후에도 부모
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의해서 양육비를 집행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나 규범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법에만 호소하려고 하니까 법의 강제
적 실행력이 중요한데. 법의 실행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도
양육비가 개인 간의 채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아동 방임이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 의무인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뒤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먼저 양육비
지급은 공적인 책무이며, 자신과 갈등했던 전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동이 성장하
는 데 필요한 양육비로서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는 점, 그리
고 혼인관계가 깨져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지속된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로는 이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합의의 과정을 통해 양육비이행을 위한 비(非)양육 부모
의 재산과 같은 사적소유권을 얼마나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죠.
황

강제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지요.

김

예.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강제성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최근에

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불안성이 높아져서, 아무리 소송을 해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돈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하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도 양육비를 받으려는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저희는 소송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소송을 해도 법이 강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획기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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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국가의 대지급 제도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거죠.
황

대지급과 구상권 청구 문제가 나오지요.

김

저희는 사실 집행기관이다 보니 새로운 제도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제안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대지급 문제 등은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고, 실제 검토
되는 것으로 듣고는 있지만 재정부담 등으로 언제 실현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저희기관에서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6개월에서 최대 9개월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만원씩 최장 12개월로 연장되었어요.
물론 이걸로 충분하지 않겠죠. 지원 요건은 물론 지원액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습
니다.
황

긴급한 상황에서는 자녀양육비를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군요.

김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적 절차가 나름대로 많이 개선됐어요. 저희 기관을 통해 양육비

상담을 받고 양육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이행률이 30%가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는 20년 동안 매월 규칙적으로 양육비를 주는 건 또 별개의 문제에요. 그래
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자녀가 한 살일 때 이혼했다
면, 매우 긴 기간 동안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육비 이행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력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구요, 또 비양육부모가
오랫동안 아이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거나 혹은 부모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서로 협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니까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혼자
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나 아빠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한 두 번 양육비를 보내주고 끊어지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로워요. 결국 적절한 시기에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사후적으로 뭔가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가를 앞으로 눈여겨봐야 하겠지요.
황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 그리고 부모가 이혼 후에도 서로 교류하면서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인 변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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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그래서 저희가 양육비 이행 문제도 이제 대국민 참여를 통해서 SNS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양육비 이행은 사랑입니다”, 이렇게요. 당장은 어려움이 많지만,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국민들의 수용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이제 한가원에서 중요하게 하시는 건가센터 사업 중에서 제일 인지도가 높은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해 여쭤 볼게요. 최근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이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어요. 한편으로 돌보미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돌보미 분들의 임금
이 너무 낮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서 과연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김

돌보미 사업에 대한 세간의 우려와 또 지적에 대해서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데 또 돌보미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보육은 노인 돌봄과 좀 다르
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 돌봄은 중중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고령노인이 아닌 경우 대체로
의사소통이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돌봄 서비스를 표준화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
의 경우 월령이 낮은 경우에는 어른과 같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접근
이 필요해요. 더욱이 요즘 같이 소자녀 사회에서 엄마들의 요구는 자녀성장에 대한 기대수
준이 높은 만큼 까다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에 봉착하게 되죠. 이러한 수요
에 대응하는 일종의 틈새보육의 하나로 돌보미 사업이 시작되었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육시설에 맡기면 감기가 유행 할 때 아이들이 모두 앓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집이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서 남보다 일찍 출근해야 할 때 등교 전까지 혼자 남을
아이에 대한 걱정 등 이런 저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특수요구에 맞춰서 시작된
틈새보육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고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
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다면서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고 보구요. 황박사님 지적처럼 다양한 요구에 비해 보상이 적은 저임금 일자리로 변화하다
보니 공급의 측면에서 질 낮은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지역의
가족센터를 베이스로 해서 몇몇 다양한 기관 등이 개별가정과 아이 돌보미를 매칭해주고
양자의 불만이나 문제의 쟁점이 생기는 것들을 상호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답니다.
황

돌보미 분들과 수요자 분들 사이에서 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시는 건가요.

김

예. 가령 매칭이 이루어졌지만 아이를 맡긴 가정에서는 ‘내 아이에 대해서 좀 방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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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낀다는 항의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돌보미 입장에서는 ‘젊은 엄마가 나한테 가사
도우미 역할을 기대한다’는 등 상호 불만들이 있기도 하죠. 지역센터 종사자들은 이 사이에
서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증와병 노인이 아닌 경우 노인돌봄 과정의
문제는 돌봄 대상인 노인에 의해 문제제기가 가능한데 비해 아동들은 돌봄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제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좀더 까다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해온 아이돌보미 사업 담당자와
아이돌보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노동의 문제인 거 같아요. 건가센터나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이
일을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열악한 사업구조인
상황이예요. 일종의 별도의 사업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센터의 부담이고, 돌보미 분들은
시간제로 하시는 분부터 전업으로 하시는 분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획일화된 관리
및 보상체계를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역에서 신뢰를 얻어서 믿고 맡기는
고마운 이웃, 혹은 선생님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도 하지만, 보다 높은 대우와 안정적
일자리를 원하는 분에게는 메리트가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
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수요가 급증하고 돌보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다양해지면서 매칭의
어려움이 커지는가 하면, 상호 불만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부담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비
해 실상 돌보미 관리 인력인 센터 직원들 조차 일부는 근로자로서의 처우가 불안정한 상태
이다 보니 그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한가원이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역할을 못했다
는 것은 심각히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관리감독의 기능은 지자
체에 위임된 것일 뿐, 한가원은 지역 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담당하는 관리인력을 교육하
거나 돌보미 양성교재 개발이라고 한정된 역할만 해온 탓에 적절히 개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거예요.
황

돌보미 교육은 안하셨어요?

김

우선 제도적으로 돌보미는 지자체가 고용하는 형식이다 보니 인력양성의 책임 역시

한가원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문
제이기도 하지요. 또 다른 하나는, 전국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광역 센터에서
해왔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300가구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데,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지 않는 날, 또는 이용하는 엄마들이 만날 시간이 맞지 않다든가 하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가정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면 전화로만 모니터링을
하니까 거기에도 미흡한 점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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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아이 돌보미에 대한 교육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군요.

김

그러니까 아이 돌보미 교육기관이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교육용 표준 교재는 저희가

만들지만,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나 주관 기관에 따라 교육의 질은 지역마다 다를
수 밖에 없지요. 지금 222개소에서 약 1만 9천명의 아이돌보미 분들이 소속해 계셔요.
그러니까 교육도 대규모 집체교육이 됩니다. 보통 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50대 중반
이후의 연령인데요, 이분들이 8시간씩 3일을 교육 받는데, 그분들의 나이와 여건에 맞는
좀 더 생동감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인권에 기반한 돌봄은 태도와 역할,
행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수동적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가원
에서 바람이 있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모니터링, 그리고 지역 센터의 아이돌보미
관리 인력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메타모니터링
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었으면 해요.
황

돌보미 인력의 질이랄까, 이분들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

인건비를 올리고 이분들의 근로자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법적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이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이 돌봄서비스를 풀타임 근로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정말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죠. 특히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부터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또
국가의 비용을 지원받는 가정의 경우에는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관리를 받고 모니터링의 결과를 준수하는 식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확산해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센터들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포용성
높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 있어 … 복합화된 공간에서 열린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황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센터들이 있는데요, 센터를 잘한 점도 많지만

가령 다가센터 같은 경우 너무 급속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양적으로 늘어났는데 서비스가
과연 잘 제공되고 있는지, 여러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센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편해
나가실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김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확대는 됐지만 운영비나 인력 면에서 영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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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게 나름의 어떤 교류공간이 된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이주여성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좀 바뀌
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이든 한부모든 북한이탈주민이든 통합적으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구요. 이 취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적으로 센터가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가 있고, 지원기관도 조직으로
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만 양질의 일자리로서 기능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의
규모는 업무전문성의 기획에 기반한 업무분장은 물론 구성원들 간의 관계나 갈등관리 제도
화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기관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해 통합방안이 장점
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다수, 250여개는 통합센터라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는 있지만,
아직 통합이 안된 센터와 함께 서비스 타겟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한 비판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황

통합센터로 적정한 규모가 갖추어진다면 내용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

현재 가족지원센터들이 하고 있는 내용, 사업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요. 기존의

교육이나 문화활동은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
다면 조금 더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가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아까 첫번째 질문, 가족이 다양화되고 또 정형화하
기가 어려운 데서 서비스 개발이 한계에 부닥치죠. 그래서 결국은 돌봄이 필요한 이자관계
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자기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가 와도 돌봄에 대한 욕구
이고, 또 다문화 가족이든 한부모 가족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돌봄의 욕구가 있는 거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인프라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확대하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돌봄을 나누는 공동체로도 기능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의 센터들은 굉장
히 영세하면서도 국고와 지방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탓에 운영의 측면에서는 매우 경직되
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와서 교류하고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어찌보면 지역센
터의 공간이나 운영방식이 개방적이거나 포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 SOC
사업과 연동하여 지역센터를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이죠. 서울의 광진구
나 청주 등 이미 5개 도시에서 복합화 시설로 가기 위한 절차가 확정되어 추진 중이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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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예. 가족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혹은 지역센터의 기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찾아오는 공간의 기능을 탈피하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냥 카페가 있는 공간에 우연히
들렸는데 초등학생 아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나 적절한 활동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자연스
럽게 그들의 부 또는 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거나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식으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구태여 여성가족부의
가족 사업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이나 지역사회의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한 기본시설과 가족
센터의 기능이 결합한, 그래서 공간적인 개방성이 확보된다면 엄마, 아이, 누구라도 찾아와
서 머물면서 정보와 교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부모들이 한부모만을 위한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담 및 교류기회에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부모들의 통합, 사회적 지지관계망이 확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또 특별한 목적이 없이도 공간에 와서 음악 듣고 있다가 퇴근하는
엄마를 만날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병렬되어 있거나 이웃해 있다면 굳이 누가
주인이고 손님을 따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융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을 대상으로 뭘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다양해진
욕구들이 있는 가족들이 생애주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들려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감의 교류의 장, 예컨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오고, 내가 혼자 이혼해
서 자기 돌봄이 필요한 남성들이나 비혼의 20대들은 요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필요시 요
리를 해서 같이 먹거나 혹은 가져가서 일주일간 반찬으로 먹고, 이럴 수 있어야 하는거죠.
사실상 이제까지 건가, 다가 센터들은 공간 자체가 매우 협소했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렇
게 열린 공간을 확보하면서, 다른 대상별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다른 시설이나 기관들과
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모색해보는 거죠.
황

복합 공간에서 열린 프로그램을 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김

한가원에서 그렇게 공간이 진화함에 따라서 조금 더 열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은 아무리 개방적이어도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프로그램화하
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바쁜 일터 중심, 경력 중심의 삶을 살아오는데 그 프로그램 내가 일주일에 두 번 가야한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황

그럼 센터들의 공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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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겠네요.
김

올해 시범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한가원에 가족서비스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서 지역 센터들에 대한 실적 관리와 종사자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역센터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센터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인가는 매우
고민되는 부분이예요, 본원이 실적관리와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마음은 좀 바빠요. 지역사회에서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결합되는 방식, 반드시
가족이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혼자나 동반자들도 함께 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
와서 새로운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이웃과 소통하면서 지역을 만나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탈바꿈해보려는 시도는 중요하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이라는 점에서 훨씬
창의적이고 새로운 상상력이 작동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황

요즘 사회복지 쪽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던데요. 특정 서비스를 특정 센터

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김

그렇죠. 복합화 공간을 가보면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옛날 용산

구청이 있던 자리에는 건가나 다가 센터는 없지만 육아종합센터가 있고 장난감대여점, 청
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곳을 찾게 되니, 자연스럽게 부모교육이라는 게 건가센터 없이도 진행이 되더라고
요. 이제 가족센터도 이런 방향으로 올해 약 60여개 정도를 목표로 바꿀 예정인 것 같아요.
황

결국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김

그렇지요. 지자체가 신청을 해야 되고, 지자체가 신청하면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에

대한 컨설팅을 한가원을 통해서 하면서 가족센터가 원하는 방향과 조정하는 거죠. 거기서
강조하는 게 다목적 교류와 소통의 공간.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쉬어 가면서 공동육아나눔터에 있는 장난감을 이용하고, 들어와 놀다가 스스로 부모교육을
신청하거나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한가원에게 사실 이것은
큰 도전이자 상당한 전환인거 같아요. 이제 진화하는 지역 센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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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예산도 매칭하는 거죠?

김

예산도 매칭하는 겁니다. 복합 공간에는 대략 15억 씩 매칭하면 30억 정도가 들어가

는 거죠. 올해는 8월 2일까지 신청이 끝났습니다.
황

한가원의 가족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관련 센터장, 실무자 등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실무 인력의 양성이나 전문성, 처우 등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낡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서비스의 균질화라는

틀에서 이제까지 지역 센터 종사자들의 질 관리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련 종사
자들이 대우가 낮은 편이지만, 저희 인력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인력보다도
대우가 좀더 낮아요. 서울시라든가 몇몇 지자체 혹은 또 건강다가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재단규모가 크고 철학이 분명한 경우에는 복지사 수준을 맞춰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력의 이동이 심합니다.
황

처우가 낮으면 이동도 많아지겠지요.

김

들어오신 분들의 보수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매뉴얼이 개발되거나 하면 설명회를

통해서 그 매뉴얼에 대한 Q&A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노
무 이슈가 터지면 노무지원단이 활동을 하는 식인데, 한가원 직원 중에서 양육비 이행사업
을 제외하면 가장 직원 수가 많은 조직이 지역 서비스부입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교육 컨설팅단을 만들었어요. 저희 인력들이 정말 다종다양한데요,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이외에도 아이돌보미 특화 사업, 미혼부 미혼모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국제결
혼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하기때문이예요. 우리 기관이 담당해야할 교육사업의 물
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상이 너무 달라서 체계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사자
교육도 사업별 연차별로 다양하고, 국민 대상 직접 사업이 있는가 하면, 교·강사에 대한
교육도 있지요.
황

각각의 교육에 대해 각기 다른 요구들, 불만이나 개선사항들이 나오면 힘든 점이

많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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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그런 것들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자원이 넉넉

하지 않아서 한계를 좀 느끼지요. 어쨌든 이제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지역서비스인력관리이기 때문에, 올해 교육 컨설팅단의 운영 결과를 보고 좀더 체
계화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이수자가 10만 명을 넘는
성과목표로 잡고 있어요. 부모교육도 마찬가지구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초급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중급 이상 교육은 힘이 들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1박 2일의
집체 교육으로 하고 있구요. 또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 방문교육 교사들에 대한 보수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요. 그동안 사업부서도 다르고 다 나뉘어져 있던 걸 기능적으로 모아
교육컨설팅단을 설치운영하니 내년쯤이면 좀더 명확한 교육체계로 개선될 것으로 기해합
니다.
저출산, 만혼화, 비혼 증가, 중산층 가족의 위기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 가족의 미래에서
혈연이나 혼인, 섹슈얼한 친밀성이 없더라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그 부담을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는 가장 핫한 문제. 정책적으로는
결국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돌봐야 되고 누군가 손을 내민다면 잡아줄 수 있는 건강한 시민들
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돌봄의 부담이나 책임을 지역사회의 가족지원센터가 나누어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황

그렇군요. 다문화 쪽을 보더라도 방문교사 분들이 초기에는 인권지킴이 역할도 많이

하셨구요, 아무튼 다양한 인력들이 일선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는 가족연구를 정말 오랫동안 해오신 학자이자 전문
가이시기도 한데요. 저출산, 만혼화, 비혼 증가, 중산층 가족의 위기 등 한국 가족이 정말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한국 가족의 미래에서 가장 주목할 요인은 무엇인지
이사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

전문가라고 말하면 부끄럽고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보직자들과 한참 토론을 했어요. 가족의 가치가 뭘까? 예를 들어서 가족의 가치가 계속
변하는데 가족의 정의를 꼭 내려야 한다면 뭐라고 해야 하는가. 아까 제가 2자 관계, 특히
돌봄의 대상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하게 자기 노동력을
이 사회를 위해서 다 투여하고 이제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지는 노인인구의
문제, 아니면 앞으로 이 사회를 끌고 나갈 새로운 노동자로서 우리가 돌봐줘야 할 아동청소
년 인구와 이들의 돌봄자로서 사회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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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이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갖지 않는 돌봄의 가치를 어떻
게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반드시 혈연이나 혼인,
섹슈얼한 친밀성이 없더라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것인가, 그리고 그 부담을 어떻게 함께 나눌 건가가 가장 핫한 문제이죠. 아울러서
그러면 그 돌봄의 부담을 개인이 혹은 국가가 다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의 책임이
있고 지역의 책임이 있고 개인의 책임인데 개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감을 견디게 하는 힘이
뭘까? 정책적으로는 결국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돌봐야 된다면 누군가 손을 내민다
면 잡아줄 수 있는 건강한 시민들의 공존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분담
하거나 그걸 공유하려는 관심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엮어내는 방식이 중요하겠죠. 그 중
의 하나가 돌봄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을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할텐데요, 앞으로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황

오늘 정말 철학적인 얘기부터 아주 실무적인 얘기까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

서 저도 참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

가족이 급속하게 바뀐다면 가족 서비스도 변해야 하고, 그에 대한 관리 방식도 바뀌어

야 하겠지요. 어찌 보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셈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가원의
여러 가지 사업과 새로운 시도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기록 : 김하빈 프리랜서
- 정리 : 황정미 박사/KWDI 실무진

2019_가을호 83

젠더리뷰

국내･외 여성통신

 해외
 국내

국내･외 여성통신

*

해외

스웨덴1), 법적 양육권 없는 배우자에 휴가 이전 가능토록 육아휴직법 개정
스웨덴은 2019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법적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라면 자녀를 위한
육아휴가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육아휴직법을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스웨덴에서는 육아휴가를 자녀를 출산한 생물학적 부부 또는 자녀 입양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한 육아휴가
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국가이
다.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정친화적인 육아휴직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생물학적 부모 중 한 사람이 새로운 파트너와 동거(Sambo
Status)를 할 경우 파트너도 육아휴직을 양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 필요에 따라 부모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외국
에서 인공수정을 받는 커플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는 스웨덴의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커플 간 평등한 육아
돌봄을 통한 육아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Apoliticla(2017.6.6.), “How a parental leave policy changed the way Sweden sees father
hood”, https://apolitical.co/solution_article/parental-leave-policy-changed-way-s
weden-sees-fatherhood (검색일:2019.7.12.)
TheLocal(2019.6.27.), “Chanes to Sweden’s parental leave law: What do they mean for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 홍희정 웁살라대학교 젠더 연구 센터 객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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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ttps://www.thelocal.se/20190627/changes-to-swedens-parental-leavelaw-what-do-they-mean-for-you (검색일:2019.7.10.)

스웨덴 양성평등청, 알메달렌(Almedalen) 성평등 정책 세미나 개최로
주요 성평등 관련 시민의견 수렴
스웨덴 양성평등청은 2019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고틀란드 섬에서 열리는 알메
달렌 축제 기간 중 3일 간(7.1~3) 성평등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알메달렌
축제는 스웨덴의 독특한 정치토론회를 지칭하는 행사로 1968년 스웨덴 전 총리 올로프
팔메(Olof Palme)가 휴양차 방문한 고틀란드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는 연설을
한데서 출발하였다. 이 연설 이후 스웨덴의 여러 정당 당수들은 다함께 모여 국가의 중요
의제 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정당뿐 아니라 정부기관, 언론인,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장으로 발전하였다(신혜리․홍희정, 2018). 이
번 알메달렌에서 양성평등청이 발표·토론할 주요 의제는 총 7가지로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자 향후 양성평등청이 이끌어갈 주요 사업이기도 하다. 7가지 주제는 첫째,
아동의 성적 착취 및 인신매매, 둘째, 여성 할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셋째, 장애 여성의
경제적 평등 넷째, 젊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보 방안, 다섯째,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명예 폭력 방지, 여섯째, 기후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일곱째, 양성평등 사업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 양성평등 사업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세미나에서는 앞서 알메달렌 축제 기간 동안 논의 했던 주제들을 다시 상기하
며, 향후 성공적인 사업 실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알메달렌 축제 홈페이지 2019년 프로그램 http://www.almedalsveckan.info (검색일: 2019.7.7.)
Jamstalldhetsmyndigheten(2019.6.29.), “Välkommen till Jämställdhetstorget i Almedalen”,
https://www.jamstalldhetsmyndigheten.se/nyhet/valkommen-till-jamstalldhetsto
rget-i-almedalen (검색일: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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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2), 임산부 및 육아휴직자의 법적 고용 보호 기간을 2년 → 2년 6개월로
확대
영국에서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임산부 및 육아휴직자가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간을 2년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했다. 평등인권위원회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가 2016년 발간한 '임신 및 육아
휴직과 관련된 차별과 불이익: 주요 결과 요약본’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 4명
중 3명꼴인 77%가 출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차별을 받았거나 직장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 9명 중 1명(11%)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떠나
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를 영국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매년 54,000명
여성이 임신과 육아로 인해 해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셈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이“여
성 육아 휴직자뿐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자, 자녀 입양 때문에 휴직을 한 여성들도 복직한
뒤 최대 6개월간 해고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여성 권리
보호단체들은 단순히 부당 해고 보호 기간만 늘리는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해고를 불법으로 만들어 고용주를 처벌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참고문헌 ∙
GOV.UK (2019.7.22) “Pregnant women and new parents to get enhanced redundancy
protections”,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egnant-women-and-new
-parents-to-get-enhanced-redundancy-protections (검색일:2019.8.7)
GOV.UK (2019.1.24) “Plans to boost protections for pregnant women and new parents
returning to work”, https://www.gov.uk/government/news/plans-to-boost-prote
ctions-for-pregnant-women-and-new-parents-returning-to-work (검색일:2019.8.7)

영국, 대표적 음악축제에서 뮤지션 성별 균형 고려 등 업계의 남성중심적
구조 해소 노력
영국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성차별 철폐 움직임이 영국의 대표적 음악 축제인 글라스
턴버리 페스티벌(Glastonbury Festival)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스티벌의 간판 무대
공연을 남성 뮤지션이 독식하다시피 해 여성 뮤지션이 페스티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
2) 작성 :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88 젠더리뷰

해외

리가 나오면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페스티벌 주최 측이 남녀 뮤지션의 성별 균형을
50대 50으로 맞추기 위해 힘쓰는 등 음악계에서도 성별 균형 맞추기가 큰 숙제로 떠올랐
다. 남성중심의 공연문화는 영국 음악축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BBC는
2017년 6월, "영국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들의 라인업을 보면 모두 남성 일색"이라며 "주요
출연자 10팀 중 8팀 꼴로 모두 남성"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글라스턴버리 페스티벌 측도
뮤지션의 남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남성 중심적인 음악계의 구조적 문제
가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획자인 에밀리 에비스(Emily
Eavis)는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뮤지션의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라이브 음악계 자체가 매우 남성 중심적이다.
나 역시 남성으로 둘러싸인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어떤 남성들은 여성인 나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 참고문헌 ∙
The Guardian(2019.6.30) “Glastonbury urged to boost number of women in headline slots”,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9/jun/30/glastonbury-gender-balanceperformers-headline-acts-men(검색일: 2019년 6월 30일)
BBC (2017.6.22) “Festivals dominated by male acts, study shows, as Glastonbury begins”,
https://www.bbc.com/news/uk-england-40273193(검색일: 2019년 6월 30일)

영국 방송광고위원회, 성 고정관념 광고 규제 규정에 따라 방영 금지 조치
미국 식품업체인 몬델레즈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의 방송 광고가 전통적
남녀 성역할을 고착화한다며 8월 14일 영국에서 처음으로 방영 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이를 규제하는 새 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의 광고 규제 기구인 광고심의기구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이하 ASA)는 올해 6월부터 남녀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을 담은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방송광고위원회(the Broadcast
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 규정 4항 14조에 따라 ASA는 ‘유해한 성 고정관
념(harmful gender stereotypes)’ 또는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불쾌감(serious or
widespread offence)’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광고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방송
광고뿐 아니라 온라인, 소셜미디어 광고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몬델레즈의 필라델피
아 치즈 광고는 식당 컨베이어벨트에 실수로 아기를 방치하는 ‘애 못 보는’ 남성의 모습을,
폭스바겐 차량 이골프(eGolf) 광고는 모험을 좋아하는 남성과 유모차 옆에 앉아있는 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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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광고 규제 대상이 됐다. 성 고정관념을 고착화한 광고에
ASA가 엄격한 규제를 들이대면서 광고 금지 대상이 된 두 업체는 광고 내용을 대폭 수정해
야 한다. ASA는 8월 14일 발표한 심의 판결문을 통해 “성 고정관념, 전통적 남녀의 성역
할, 이러한 성역할을 대조하는 내용을 광고에 담아선 안 된다. 해당 광고들은 수정이 불가
피하다”고 못 박았다.
∙ 참고문헌 ∙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2017.7.13) “ASA Ruling on Mondelez UK Ltd”, https://
www.asa.org.uk/rulings/mondelez-uk-ltd-G19-1023670.html (검색일: 2019.8.19.)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2019.8.14) “Qualitative Research For Gender Stereotyping
In Advertising”, https://www.asa.org.uk/asset/A397D8C9-F641-4EF2-948F37E1
D20F958F (검색일: 2019.8.19.)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2019.8.14) “ASA Ruling on Volkswagen Group UK Ltd”,
https://www.asa.org.uk/rulings/volkswagen-group-uk-ltd-g19-1023922.html (검
색일: 2019.8.19.)
BBC (2019.8.14) “Philadelphia and VW ads banned for gender stereotyping”, https://www.
bbc.com/news/business-49332640 (검색일: 2019.8.19)

영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재판 과정 익명 보장 검토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영국에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와 사이버 플래싱(cyber-flashing) 등 디
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성폭행과 같은 기존의 성범
죄 피해자들처럼 디지털 범죄 피해자들도 재판 과정에서 익명을 보장하는 법안을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법무부는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 사이버 플래싱과 같은 디지
털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요청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해당 법안의 피해자 보호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GOV.UK (2019.6.26.) “Law around non-consensual taking, making and sharing of sexual
images to be reviewed”, https://www.gov.uk/government/news/law-around-nonconsensual-taking-making-and-sharing-of-sexual-images-to-be-reviewed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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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2019.7.18.)
The Guardian (2019.6.26.) “Revenge porn and cyber flashing laws go under review”, https:
//www.theguardian.com/law/2019/jun/26/revenge-porn-and-cyber-flashing-la
ws-go-under-review (검색일:2019.7.18.)
BBC (2019.6.26.) “Revenge porn: Government to review image-based sexual abuse law”,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8760051 (검색일:2019.7.18.)

프랑스, 여성살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 발표3)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 7월 6일, 여성살해(femicide) 및 여성을 목표로 하는 젠더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규탄하고, 법적 제도의 개혁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개최되었다. 이번 시위에는 피해자 가족들, 일반 시민, 시민활동
가, 프랑스 여배우 쥘리 가예(Julie Gayet) 등이 참여했으며 약 1,200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이제 그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파리 도심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이번 시위 직후, 프랑스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정부에서는 오는 9월부터 여성살해 감소 및 방지를 위해 범국가적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
다고 발표했다.
또 9월 3일부터는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3919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 시위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사회적 협의와 캠페인을 계획했다는 점은 긍정적
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9월 이후 프랑스에서 여성살해 및 젠더기반폭력에 있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부는 좀 더 시간과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 참고문헌 ∙
France 24 (2019.7.8.), “‘A culture of domestic violence’: France’s femicide problem”, https:
//www.france24.com/en/20190708-culture-domestic-violence-france-femicide
-problem (검색일: 2019.8.10.)
RFI (2019.7.7.), “France to launch debate to address ‘flagrant’ femicide figures”, http://en.
rfi.fr/france/20190707-french-government-announces-national-debate-address
-femicide-rates-france (검색일: 2019.8.10.)
The Local (2019.7.11.), “Domestic violence: ‘A woman is killed every three days’ in France”,
https://www.thelocal.fr/20190711/domestic-violence-a-woman-is-killed-every
-three-days-in-france (검색일: 2019.8.10.)

3) 작성 :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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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중앙은행 여성 수장 최초 임명4)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및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에서
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수장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들 기구에서는 기구 수립 이래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성이 수장직에 오른 적은 없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연합 공동
체와 관련된 입법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이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화를 사용
하는 유로존 통화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는 지난
7월, 사상 최초로 여성 집행위원장이 선출되었다. 바로 독일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국방부 장관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에 선출된 사람은
바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총재였던 프랑스 출신 크리스
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이다. 여성이 한 조직의 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양성평등
이 진일보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핵심 기구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와 유럽중앙은행(ECB)에서 설립 이래 처음으로 여성이 수장으로 임명되어 조직을 이
끌게 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BBC (2019.7.16.), “Von der Leyen elected EU Commission head after MEPs vote”, https:
//www.bbc.com/news/world-europe-49010801 (검색일: 2019.8.19.)
Independent IE (2019.8.11.) “European Central Bank bosses approve nomination of Chris
tine Lagarde”, https://www.independent.ie/world-news/european-central-bankbosses-approve-nomination-of-christine-lagarde-38345527.html (검색일: 2019.
8.19.)

유럽, 성별 고정 관념을 고착화하는 성차별 광고 규제 강화5)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성차별 광고를 없애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먼저 영국은
지난 6월 14일부터 젠더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국가 광고 감시기구는
젠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담은 광고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포부와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4) 작성 :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5) 작성 : 채혜원 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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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성의 모습이나, 여성이 청소하는 동안 남성은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 등의 광고
이미지가 금지된다. 가이 파커 영국 광고심의기구(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고정관념이 담긴 광고의 일부 묘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영국 결정에 이어 독일에서도
성차별 광고를 금지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독일에서
연방 차원의 움직임은 없지만 도시별로 공공장소에서 성차별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뮌헨과 울름, 브레멘, 포르츠하임 등이 있다. 뮌헨에서 이뤄지
는 광고 계약서에는 성차별 광고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성차별 광고’의 기준은
1987년 당시 오스트리아 총리실의 ‘반(反) 성차별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성이나 남성의 ‘성적 매력’이 제품의 ‘사실적 연관 관계’ 없이
사용되면 ‘성차별 광고’로 본다. 예를 들어 반쯤 벗은 여성이 식기세척기나 노트북을 광고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광고에서 여성은 ‘고정관념에 국한한 역할’ 또는 ‘남성에
게 종속되어 있거나 의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광고에서 모욕감
과 비웃음은 물론 여성을 상품처럼 획득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 참고문헌 ∙
Pinkstinks. “Ein Gesetz gegen sexistische Werbung”,
https://pinkstinks.de/sexismus-in-der-werbung (검색일: 2019.6.19.)
Deutsche Welle(2019.6.14.), “UK bans gender stereotypes in ads”,
https://www.dw.com/en/uk-bans-gender-stereotypes-in-ads/a-49196042 (검색일:
2019.6.19.)
Humanistischer

Pressedienst(2019.3.8.),

“Keine

sexistische

Werbung

mehr

auf

öffentlichen Flächen”,
https://hpd.de/artikel/keine-sexistische-werbung-mehr-oeffentlichen-flaechen16576 (검색일: 2019.6.19.)

유네스코, 인공지능(AI)의 여성 목소리 서비스가 성별 편견을 고착한다고
지적6)
여성 목소리를 내는 스마트폰 음성 인식 서비스와 스피커 등 AI 기능이 탑재된 많은
제품이 성별 편견을 더 고착화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6) 작성 :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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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역할’을 하는 AI에 여성 목소리를 사용해 친절하고, 순종적인 여성상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2019년 5월 발표한 ‘I’d blush if I coul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비판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애플사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인 시리(Siri)가 당황스
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I’d blush if I could)”라
고 부끄러운 여성처럼 반응하는 것에 빗대 활용한 것이다. 보고서는 애플사의 시리뿐 아니
라 아마존 사의 AI 스피커 알렉사(Alexa), 구글사의 스피커 구글 홈(Google Home) 등
세계적인 IT 업체가 개발한 제품이 여성 목소리를 사용해 순종적이고, 친절해야 하는 여성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I가 여성 목소리를 장착하도록 개발된 원인
으로 남성 중심의 IT 업계 문화를 지목했다. IT 업계에 종사하는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아 IT 제품을 만들 때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이나 성적인 농담에 대해 AI가 응답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
다. 또 “대부분 음성 서비스가 여성 목소리고, 기계의 전원을 켜거나 끝내는 명령어가
‘hey’ 또는 ‘okay’다. 이는 마치 여성이 유순하고 다루기 쉬운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AI 개발자들이 음성 지원 서비스를 만들 때 성 중립적인
음성을 사용하고, 성차별적 농담이나 욕설을 저지할 수 있도록 음성 지원 서비스를 프로그
래밍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참고문헌 ∙
UNESCO (2019) “I’d blush if I could: Closing Gender Divides in Digital Skills Through Education”,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67416.page=1(검색일: ’19.6.15)
BBC (2019.5.21.) “Female-voice AI reinforces bias, says UN report”,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8349102 (검색일: 2019.6.15.)

독일7), ‘민트와 함께 하자(Komm mach MINT)’ 추진 등 STEM 분야
여성비율 제고 노력
최근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여성 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보조금 확대’, ‘연구 분야 고위직 여성 확대’, ‘청소년기 성평등한 직업교육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는 STEM 분야 여성 비율이

7) 작성 : 채혜원 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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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보도했다.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여성 과학 연구자는 전 세계 과학 연구자의 3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수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영역에서 고위직을 맡는 일이 적으며, 남성 동료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성이 남성보다 파이프라인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큰 이유로 ‘고용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 ‘여성 스스로 갖는 자기 고정 관념’, ‘임신 및 출산’
외에도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공학·의학 국립
아카데미 자료는 STEM 분야 여성 연구자가 부족한 원인 중 하나로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
는 여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는 MINT(수
학, 정보통신, 자연과학 공학) 분야 여성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 과정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기술 직업군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니셔티브 ‘민트와 함께 하자(Komm mach MINT)’는 여성이 학교나 회사 등에서
MINT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 교육 연구부는 ‘민트와 함께하자’에 매년 약 3백만 유로(한화 약 39억 6,291만
원)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연과학과 공학 영역의 1학년 여학생 비율을 5%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Die Bundesregierung, “Frauen in MINT-Berufe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
-de/themen/bildung/frauen-in-mint-berufen-437948(검색일: 2019.7.6.)
Deutsche Welle(2019.6.17.), “Women are less visible in STEM: Why?”, https://www.dw.
com/en/women-are-less-visible-in-stem-why/a-49235781(검색일: 2019.7.6.)

독일, 독일여성이 직장 내에서 겪는 다양한 성차별 경험 조사결과 발표
독일 여성이 직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언론 ‘디차이트’는 지난 3월부터 약 1,5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직장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영역의 직장에서 다양한 나이대의 여성이
남성 동료보다 임금을 적게 받거나 임신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여러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설문 내용을 보면, 여성이 직장에서 겪은 차별 유형에 관해 묻는 질문(총
1,346명 참여, 중복 선택 가능)에 ‘성별 임금 격차’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임신·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대한 차별(37%)’, ‘성희롱(31%)’, ‘차별 대우(21%)’, ‘채용 과
정에서의 차별(19%)’ 순으로 나타났다. ‘디차이트’는 직장에서 여성으로서 차별을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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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응답자의 나이(총 1,228명 참여)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21~30세’가 540명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1~40세’ 536명, ‘41~50세’ 129명 순으로 나타났다. ‘16~20
세’에 차별을 경험한 여성은 47명, ‘50세 이상’은 36명이었다. 설문에 응한 여성들은 법률
사무소와 여행사, 수공업, 자동차 그룹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또 교수와 교육자,
엔지니어 또는 의사 등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이들이 많았다. 직위도 다양했는데
직업훈련 중인 여성도 있고, 수년간 해당 영역에서 일했거나 고위직인 여성도 있었다. ‘디
차이트’는 여러 여성을 심층 인터뷰했으며, 그 내용 중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 참고문헌 ∙
ZEIT (2019.8.14.). Was Frauen im Job erleben. https://www.zeit.de/2019/34/diskriminie
rung-arbeitsplatz-frauen-job-sexismus-gleichberechtigung (검색일:2019.8.21.)
ZEIT (2019.8.15.). “Wenn du schwanger bist, bist du eh nichts mehr wert”. https://ww
w.zeit.de/arbeit/2019-08/diskriminierung-ungleichheit-arbeitsplatz-sexuelle-bel
aestigung-gender-pay-gap-elternzeit (검색일:2019.8.21)

캐나다8) 여성부, 남성의 성평등 인식 강화 프로그램 확대
지난 8월 16일 캐나다 여성부(Status of Women)는 어떻게 소년들과 남성들을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에 동참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 “남성들과
소년들의 참여를 요청한다—우리가 들은 것: 성평등 진전을 위한 남성과 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보고서(Calling Men and Boys In What We Heard: Report from
the Roundtables on Engaging Men and Boys to Advance Gender Equality)”와
이에 따른 재정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캐나다 여성부가 토론토와
위니팩 등 캐나다 전역에서 지역별로, 또한 테마별로 약 200여명의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
가, 기업 및 지역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포커스 그룹 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젠더 불평등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면서, 남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모두에게 해로운 구시대적인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게 할 수 있을지가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
는 남성 페미니스트들을 양성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남성
리더들 간, 또한 그들과 여성단체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8) 작성 :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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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와 정책적 지원 관련하여 8월 15일 토론토 스타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여성부
장관은 “성평등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 성평등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관계, 덜 스트레스
받는 강한 가족, 더 생산적인 일터를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더 강한 캐나다를 만든다”며,
지원을 받게 된 프로젝트들이 남성들의 성평등 인식 향상에 기반이 될 것이라 밝혔다.
∙ 참고문헌 ∙
Toronto Star (2019.8.16), Ottawa kick-starts push to bring men and boys into fight for
gender equality, https://www.thestar.com/politics/federal/2019/08/16/ottawa-kick
-starts-push-to-bring-men-and-boys-into-fight-for-gender-equality.html (검색일:
2019. 8. 19)
Catalyst, https://www.catalyst.org (검색일: 2019.8.19.)
FOXY, https://arcticsmash.ca (검색일: 2019.8.19.)
Alberta Council of Women’s Shelters, https://acws.ca (검색일: 2019.8.19.)
Next Gen Men, https://nextgenmen.ca (검색일: 2019.8.19.)

캐나다 밴쿠버주 칠리왁 교육청, 젠더중립적인 복장 규정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5월 캐나다 밴쿠버주 칠리왁 교육청(the Chilliwack School District)은 관내
학교들의 복장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포용적이고
(inclusive) 젠더 중립(gender neutral)이어야 하며 단정함보다는 안전에 중점을 둘 것
(safety over modesty)’을 모든 칠리왁 학교들에서 따라야 할 복장 규정 원칙으로 정했다.
칠리왁 교육청의 행보는 최근 몇 년 간 캐나다에서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여학생들의 목소
리, 즉, 학교의 복장 규정이 여학생들에게 차별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응답이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에서는 학교에 어깨가 끈으로 된 민소매나 배꼽이 드러나는 상의 혹은 레깅스
를 착용한 여학생들에게 학교 측에서 복장규정을 적용하여 제재 한 것에 대해 여학생들이
단체로 짧은 반바지와 배꼽티를 입고 등교 하는 등의 단체행동을 한 사례가 몇 차례 있어왔
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학생들이 주장해온 바의 요지는 남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은 희소하고 여학생들에 대한 금기사항만이 즐비한 학교의 복장규정이라는 것이 교육
환경에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사실은 여학생들의 몸과 자기표현에 대한 통제를 하는 차별
적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칠리왁 교육청은 그간 개별 학교들의 복장 규정들이 끈 민소매나
치마 길이 등에 치중함으로써 여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수업을 빠지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 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관내 학교들의 복장 규정이 여성들의
몸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은 또한 학생들이 복장규

2019_가을호 97

국내･외 여성통신

정을 어길 경우 이를 대처 하는 방식이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칠리왁의 학교에서 학생이 그날의 학업에 적절치 못한 의상을 착용하고 등교하는
등 해당 학교의 복장규정을 어긴다 해도 이에 대해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해당 학생의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징벌적 방식으로 제재해서는 안되다. 지난 3월 칠리왁 교육청
에서 이 사안이 발의된 이후 5월에 최종 결정이 있기 까지 교육청 내외에서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결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 참고문헌 ∙
Gender neutrality part of new student dress guidelines for Chilliwack schools, CBC, http
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gender-neutrality-part-of-newstudent-dress-guidelines-for-chilliwack-schools-1.5154784
Motion to change school dress codes in Chilliwack faces backlash, City News, https://w
ww.citynews1130.com/2019/03/12/chilliwack-school-board-trustees-debate-dr
ess-code-motion/
Mum’s plea for girls to ditch leggings sparks protests, BBC, https://www.bbc.com/news
/uk-47738053

스위스, 기업 임원직의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상위직 여성 대표성 확대
노력9)
지난 6월 19일, 스위스 상원의회는 기업 임원직에서의 여성 할당제 도입안을 가결하였
다. 이는 작년 6월 하원에서 통과해서 상원에 상정된 지 1년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 내 대기업들은 향후
5년 내에 이사회(boards of directors) 30 퍼센트를, 10년 내에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s) 20 퍼센트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10) 이번 도입안이 실제 발표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 스위스 내 기업들은 약 200에서 25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위와 같은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안이 상원 의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작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2008~2018년 기간 동안 약 90만여 개의 스위
스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직 참여에 관해 연구한 결과,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을 맡는 직급에 있는 경우가 약 23.6 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
9) 작성 :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10) 각 사회의 맥락이나 기업 경영구조에 따라 번역되는 바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 본 원고에서는 boards of directors를 이사회,
executive boards를 집행이사회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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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사회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약 16.68 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사장
인 경우는 그보다 더욱 낮은 수준인 8.9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로는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 이번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안이 스위스 사회에서 실질적
으로 이행될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문헌 ∙
Schlaeppi, F., Berent, J., Skumiewski, A. (2018). “Swiss company leadership and the ge
nder divide 2008-2018: A comprehensive analysis of 900,000 Swiss companies”,
Business Monitor report, https://s3-eu-west-1.amazonaws.com/business-monit
or-production/reports/2018_Swiss-company-leadership-and-the-gender-divide
_Business-Monitor.pdf (검색일: 2019.6.23)
Swiss Info (2018.6.14.), “Parliament approves gender quotas for big business”, https://w
ww.swissinfo.ch/eng/equal-representation_parliament-approves-gender-quotas
-for-big-business/44192496 (검색일: 2019.6.23)
Swiss Info (2019.6.19.), “Parliament approves quotas for women on company boards”,
https://www.swissinfo.ch/eng/minimum-representation_parliament-approvesquotas-for-women-on-company-boards/45042736 (검색일: 2019.6.23)
The Local (2019.6.19.), “Swiss senate green-lights quotas for women at top levels of
business”, https://www.thelocal.ch/20190620/swiss-senate-backs-quotas-forwomen-at-top-levels-of-business (검색일: 2019.6.23)

네덜란드, 에인트호벤 공대 여성만 지원가능한 교수 채용으로 여성교원
비율 증대 노력11)
지난 6월, 에인트호벤 공과대학교(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는 앞으로
최소 약 18개월 동안 여성만 지원할 수 있는 교원 공개채용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
다. 이는 바로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이렌 큐리 펠로우십(Irène
Curie Fellowship)이라 불린다. 현재 에인트호벤 공대 정교수(full professor)의 약 16퍼
센트, 부교수(associate professor)의 약 15퍼센트, 조교수(assistant professor)의 약
29퍼센트가 여성이다. 에인트호벤 공대는 앞으로 5년 동안 새로 임명되는 부교수의 최소
50퍼센트, 그리고 부교수 및 정교수의 경우 여성 교수 비율이 최소 35퍼센트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인트호벤 공대는 그동안 남녀 교수 비율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

11) 작성 :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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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에 이른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18개월 이후, 이번 정책의 성과 여부에 따라
여성만 지원 가능한 공석 비율은 조정될 예정이다. 에인트호벤 공대는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공과대학으로, 1956년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약 80여개 이상의 국가
에서 온 약 1만1천여 명의 학사 및 석사과정 학생이 수학하고 약 1,800여명의 교수 및
연구 인력을 갖춘 공립대학이다(2017년 기준). 이제까지 약 4만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했
는데, 83퍼센트 가량이 남성, 17퍼센트 정도가 여성이라고 한다. 이번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에게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 참고문헌 ∙
Dutch News (2019.6.18.), “Eindhoven University opens academic jobs to women only”,
https://www.dutchnews.nl/news/2019/06/eindhoven-university-opens-academic
-jobs-to-women-only/ (검색일:2019.7.18.)
Ei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공식 웹사이트, https://www.tue.nl/en/ (검색일:2019.7.18.)
The Quardian (2019.7.18.), “Top engineering university to open jobs exclusively to women”,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19/jun/18/top-engineering-universityto-open-jobs-exclusively-to-women (검색일: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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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12)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 및 예방
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함. 이번 조사는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여부 항목과 2차
피해 경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직장(학교)에서의 불이익
경험 항목과 그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와 그
이유, 새롭게 달라진 성폭력 정책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08.2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95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진행 필요
▪여성가족부가 250여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8.2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9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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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시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여성가족부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법
률 제16275호)이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힘[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7.1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5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인공지능(AI)이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의 유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7월 22일(월)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재)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
용[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7.2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63

첨단 기술,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의 열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과 정
보통신기술(ICT)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기술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확
산하기 위한 컨퍼런스 개최[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6.2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1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 상반기 피해영상물 4만6천여 건 삭제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2019년 상반기(1.1.~6.30.)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총 49,156건의 지원 실시[여성
가족부 보도자료, 2019.08.2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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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팀 구성 및 실태파악 추진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과 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체계 점검 예정[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7.0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43

공공기관 고위관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매년 증가…부진기관은 176곳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2018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점
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함.
-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해왔으
며,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기관장이 99.8%, 공공부문 관리자가 88.1%로 고
위직의 참여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장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위직 참여율 50% 미만인 176개 부진기관의
경우,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등 관리 강화 예정임[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07.0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41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여성·청소년 안전 강화에 중점 두고 2020년 예산편성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돌봄과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반 구축, 위
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1조 1,191억
원 편성[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8.2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01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시행[여성가족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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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20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과거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
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 및 운영하고, 그 결과를 7월 5일(금) 발표[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07.0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40

다양한 가족을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 개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기반 국민 소통 공간인 ‘세상
모든가족함께 플랫폼(‘www.families.kr’또는 ‘www.세상모든가족함께.kr’)’ 개통[여성
가족부 보도자료, 2019.08.2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04

성평등 역량강화 위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대상 교육 실시
▪8개 정부부처(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대검
찰청, 경찰청)에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 전담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실시[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8.2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02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지난 2018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법령‧사업 등 33,195건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계획 8,835건을 수립하고, 2,613건 개선 완료[여성가족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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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료, 2019.08.2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99

매출액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3.6%
▪여성가족부가 ㈜시이오스코어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해당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3.6%로, 여성 임원의
수와 비율이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07.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68

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 광역 44.4%, 기초 39.1%
▪정부가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 내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07.2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71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성의 모습을 부문별로 조명하는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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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7.0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32

성평등 채용, 책자로 쉽게 확인한다
▪여성가족부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참여 10개 경제단체는 2019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 채용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성평등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를 제작·배포[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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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35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결정과 추진과정 공개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한부모가족 지원, 성폭력 실태조사, 학교밖 청소년 지원확대 등 국민 관심도가 높고 국
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 25개를 ‘2019년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선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6.2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16

[보건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서비스의 통합 지원 기관인 「아동권리 보장원」이
7월 16일(화) 출범
-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
무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신설되는 기관으로,
요보호아동지원(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요보호아동자립지원(아동자립
지원단, 디딤씨앗지원단), 아동돌봄(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실종대응(실종아동전문기관) 업무를 통합
적으로 수행[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7.16.]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
ge=2&CONT_SEQ=350180

보건복지부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및 표준보육비용 계측결과 발표
▪부모가 선호하는 최우선 육아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5.9%)으로 나타났으며,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기준 1,017천 원으로 3년 전보다 22% 증가함.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 이상 확충 등 조사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 계획임.
-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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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이 5번째 조사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6.20.]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
ge=3&CONT_SEQ=349832

아동권리보장원 출범(7.16.)에 맞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사업 등 규정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로 입양,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 업무 등을 아동권리보장원 사무로 정하였고, 나머지 지원
업무는 시행령에서 반영[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7.09.]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
ge=1&CONT_SEQ=350088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 계획 발표
- 9월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
(`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7.22.]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
ge=1&CONT_SEQ=35024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보건복지
부 보도자료, 2019.07.04.]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
ge=2&CONT_SEQ=3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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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
▪국가인원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결정례 및 관련
통계자료를 수록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7.10.]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
=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296

성범죄 신고 여중생 사망까지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여중생(만12세, 이하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이 신고한지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직권
조사한 결과, 피해자 신고이후 사망까지 피해 아동의 안전에 대하여 살피는 노력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고 판단,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기
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 권고[국가인권위원
회 보도자료, 2019.07.18.]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
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321

[고용노동부]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2019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20.7%는 남성이었으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
휴직자는 1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56.2%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2019.07.29]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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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
‘월 50만원×3개월”출산 급여 지급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2019년 7월 1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06.24.]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28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지난 1년간 717건
▪2018년 3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운영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직장인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상급자·노동자(구직자 포함)
및 고객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06.20.]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17

[통계청]
통계청,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발표
▪2018년(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1,224만 5천 가구이며, 이중 맞벌이 가구는 567만
5천 가구로 전년대비 21만 9천 가구(4.0%)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자녀 및 초·중·고등
이상 재학자녀가 있는 25~49세 유배우 여성가구는 447만 5천 가구로, 이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9%로 나타남[통계청 보도자료, 2019.06.25.]
∙ 참고문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5
478&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
&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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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9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에 등
장한 젠더 이슈들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짚어보고, 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날짜?)
- 지난 2년, 20만 명 이상 동의 얻은 국민청원 40%가 젠더 이슈
그 중 여성폭력 이슈 63%로 가장 많아…
약자 대상/권력층 연루 성범죄에 대한 공분 반영
∙ 참고문헌 ∙ http://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4351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포럼,
대검찰청과 공동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은 검찰의 사건 처리 자
료를 통해 성폭력 무고죄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수사사건 처리 실제 사례를 통해 무고사건
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등을 짚고, 새로운 성폭력 범죄분류안을 통해 사건처리
의 적정성을 높이는 논의를 위해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에 대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함(날짜?)
- 성폭력 무고 비율 매우 낮은 수준(0.78%)13)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무고 고소, 대부분 불기소(84.1%)로
∙ 참고문헌 ∙ http://kwdi.re.kr/plaza/press.do

13) 2017~2018 검찰에서 처리한 전체 성폭력범죄 피의자수는 80,677명인데 이중 타관이송의 경우 일부 중복이 있을 가능성을 염려하여
관련 명수 8,937명을 제외함. 실제 단순 성폭력무고에 대한 기소사건 비율은 0.68%에서 0.78% 사이일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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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6월 25일(화) 베트남 하노이 소재 베트남여성발전센터에서 2019년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을 개최하였다. 베트남여성연맹과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베트남의
여성과 아동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법·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젠더폭력 대응 체계와 지역사회 기반
관련 사업을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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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은 7월 19일(금)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에 대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검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통해 성폭력 무고죄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수사사건 처리 실제 사례를 통해 무고사건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등을 짚고, 새로운 성폭력 범죄분류안을 통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높이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제118차 양성평등정책포럼] 미투 이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8월 20일(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미투 이후,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 운영과 향후 과제”에 대한 제118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투운동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들 중 사회분야별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운영 성과와 한계, 향후
개선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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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8월 21일(수)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 이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구제시스템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방지 정책의 개선과제를 모색하고
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다음 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다문화 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헌정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공동으로 8월 22일(목)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다음 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다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학자와 전문가, 정책담당자,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다문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기국회에 필요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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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여성분과세션] 한반도 평화경제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8월 29일(목)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와 여성”을 주제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여성 분과세션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평화경제와 한반도의 번영”을 대주제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
기 위해 개최하는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내 1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주관 분과세션 중 여성분과의 일환으로 진행
되었으며, 남북여성교류협력 등 향후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에 있어 남북한 여성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2019 여성가족패널조사 학술심포지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9월 6일(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2019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엄을 개
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여성의 경제생활, 가족생활, 건강과 삶의 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학술적으로 교류하
고 여성·가족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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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투고 및
자료구독 안내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여성연구｣ 논문투고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원고투고 및 정기구독 안내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젠더리뷰」는 국내외 여성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특집기사 기획 및 쟁점도출과 새로운 연구주제
및 정책개발 홍보를 위한 정기간행물로서 연 4회(봄, 여름, 가을, 겨울) 발간하고 있습니다. 젠더
리뷰는 각계에서 활동하는 여성관련 전문가나 일반대중과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원고를 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여성･가족정책과 연구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젠더리뷰가 더욱 알찬 계간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고 내용
여성･가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동향(기획특집), 여성관련 현안에 대한 진단(이슈브리프),
국외 정보(국제리뷰), 정책 현장에 대한 조명(정책현장탐방) 등 부문별 원고
투고 요령 및 발간 예정일
원고지분량은 A4용지 7매(11pt, 줄간격 160, 좌우스페이스 30) 내외로 하되 10매를 초과할 수
없음(상시 투고 가능).
･ 기획특집 원고 : 10매 내외(원고료 편당 30만 원)
･ 이슈브리프, 국제리뷰 원고 : 7매 내외(원고료 편당 20만 원)
계간지 발간일이 3월, 6월, 9월, 12월 말임을 감안하여 발간일로부터 최소 45일 이전에 원고를
제출해야 해당 월에 게재될 수 있음.
투고 관련 사항
 기고자의 자격은 별도로 제한 없음.
 기고된 원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함.
 게재되는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원고 제출 시 반드시 원고작성자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원고 작성 시 참고문헌 등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젠더리뷰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음.
원고 제출처
 주 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행물발간 담당
 전 화 : (02) 3156-7288
 E-mail : journal@kwdimai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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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여성연구」 2019년 제4호
논문투고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여성연구」는 여성정책관련 기초이론을 탐색하고, 한국의
여성문제 및 현안해결에 기여할 연구 동향과 새로운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입니다.
「여성연구」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여성연구」 2019년 제4호(통권 103호)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게재 논문 공모 내용
 여성･가족문제 및 정책과 관련되는 학문분야의 논문으로서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춰 작성된 연구 논문에 한합니다.
(단,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함.)
여성연구 투고 요령
 ｢여성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관리 시스템(http://kwdi.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직접 논문 투고.
 논문의 분량은 인쇄쪽수 20쪽 이내(요약, 참고문헌 포함)로 하되, 최대 B5 30쪽을 초과할 수 없음.
 원고 편집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상시안내정보 중 ‘학술지 원고작성요령’
참조(www.kwdi.re.kr), 또는 위의 ｢여성연구｣ 온라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논문유사도 종합검사결과서 제출(유사도 10% 미만을 ‘접수’ 기준으로 함. 10%이상인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투고 자격
 여성･가족문제 및 여성정책 관련 연구자
접수 마감일
 2019년 10월 15일 (2019년 12월 31일 발간 예정)
논문 관련 문의
 전 화 : (02) 3156-7288
 E-mail : journal@kwdimai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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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관련된 정책자료, 기초연구자료, 학술지, 통계자료, 여성 관계자료
등 매년 30여 종의 각종 연구보고서와 「젠더리뷰」, 「여성연구」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여성정책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각급 도서관 그리고 여성문제
연구자 등이 우리원에서 생산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자료구독회원으로 등록하시어 우리원 자료를 계속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종류 및 연회비
 기관회원 : 우리원에서 발간한 모든 자료 제공 단, 대외배포를 제한한 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제외(연/150,000원)
 개인회원 : 우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연/100,000원)
회원 특전 및 유효기간
 회원이 되시면 우리원의 여성정보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음.
 회원에게는 우리원의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함(회원가입 시 꼭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람).
 회원에게는 우리원 자료 구입 시 우송료를 면제.
가입 방법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람(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 사본을 통보해 주시기 바람).
 회비납부
우리은행 : 019-219842-01-006(예금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로번호 : 694403(MICR)
문의처
 주 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관리 담당
 전 화 : (02) 3156-7283
 E-mail : kdata@kwdimail.re.kr
*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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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판매’ 서비스 안내
자료 판매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의 저변 확대와 사회 일반의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정책 관련 연구자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원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에
대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상 자료
 본원에서 발간･제작한 연구보고서 자료(용역과제 제외)
판매 방법
 전화 주문 판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관리 TEL. (02) 3156-7283
 E-mail 주문 판매 : kdata@kwdimail.re.kr
 자료 구독 회원가입 및 주문 판매 : 본원 홈페이지 참조(www.kwdi.re.kr)
판매 대금 납부
 온라인 입금(우리은행 019-219842-01-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문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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