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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25 아태지역 이행점검
UNESCAP 지역회의 참가기
김정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는 글*1)
금년 2020년도는 여성계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해로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수립 25주년이자, UN 안보리 결의1325호 수립 20주년이
며,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주년인 되는 해로서, 글로벌
여성의제에 있어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진전을 위한 방향을 전세계 여성들이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와 같이 중요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별/지역별 북경행동강령 이행검토 작업이 이루어
지면서, 각국은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5개 지역권별
로 북경행동강령 이행 점검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의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아시아태평양위원회(UNESCAP)가 개
최하는 지역별 이행점검 회의(2019. 11. 27.~29. 태국 방콕)에 참석하여 한국 및 각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였다. 특별히, 동 지역회의에서 본원은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함께, UN Women과 합동으로 부대행사(2019. 11. 28.)를 개최하였다. 본
부대행사는 “성평등과 온라인 여성폭력: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Gender Equality and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Experiences from South Korea and Asia)”을
주제로 본원의 관련 연구결과1)를 바탕으로 한국의 글로벌 여성의제 이행성과를 발표하였
* 북경+25 아태지역 이행점검 UNESCAP 지역회의를 참석한 본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진으로서 본 고를 공동 작성하였다.
1) 본원은 아태지역 북경 25주년 이행검토 회의를 대비하여 본원 연구적립금 과제로서 「글로벌 여성의제의 국내이행 점검」(장은하 외,
2019)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대행사에서의 본원 발표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북경행동강령,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 SDGs 성평등 목표의 철학과 주요의제를 연속성과 변화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의 분야별 이행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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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한국의 여성가족부 및 UN Women의 온라인 성폭력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성평등 현안을 아태지역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원이 참석한 북경+25 아태지역 이행점검 지역회의 결과를 정리하
고, 본원-여성가족부-UN Women이 공동주최한 부대행사의 내용을 간략히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금년에는 북경 25주년 검토와 관련된 여러 국제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한국
정부 및 여성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만큼, 본고를 통해 북경 25주년 관련 아태지
역 및 국내 차원의 이행검토 결과와 관련 성평등 이슈에 대한 국내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 회의결과
가. 본회의 결과 요약2)
북경+25 아태지역 이행점검회의(Asia-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Beijing+25 Review)는 북경 25주년 준비를 위해 2018년 채택된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ECOSOC) 결의안(E/CN.6/2018/L.6 및 E/CN.6/2018/L.7)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5대
지역권별 회의 중 하나로서, 유엔아시아태평양위원회(UNESCAP)가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본 지역회의는 2019년 11월 27일 부터 11월 29까지 약 3일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으
며, 한국을 포함한 48개 회원국과 7개 참관국, 유엔기관 대표단, NGO 등이 참여하였다.
동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참석 회원국들은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및 SDGs 맥락에서의 성평
등 달성을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들과 도전과제, 이슈들을 공유하고, 성평등 달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그 진전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가졌다.
본회의 내용은 첫째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맥락 속에서 북경행동
강령 이행 가속화를 국별 발표와 함께, 4개 주제분야별 패널토론, 혁신적 기금마련과 관련
된 특별세션으로 구성되었다<표 1>.
우선, 회의 첫째 날(11/27)에 이루어진 국별 발언에서는 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맥락 속에서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정책
적 노력과 성과 및 도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40여개국의 대표들이 발언하

2) 내용의 완결성을 위해 출장보고서 내용과 함께, UNESCAP 북경+25 이행점검 회의 결과보고서(ESCAP/MCBR/2019/2/Rev.1)를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2020_봄호 57

국제리뷰

<표 1> 북경+25 아태지역 이행점검 회의 일정표
첫째 날 (11/27, 수)
09:00-10:00

개회식 (개회사, 회의 의장단 선거, 의제 채택)

10:10-12:00

SDG 맥락 속에서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가속화를 위한 아태지역 진전상황, 도전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 검토

14:00-17:00

SDG 맥락 속에서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가속화를 위한 아태지역 진전상황, 도전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 검토(계속)
둘째 날 (11/28, 목)

09:00-10:25

패널토론 1: 포용적 발전, 공유된 번영 및 괜찮은 일자리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10:35-12:00

패널토론 2: 폭력, 편견(stigma), 고정관념(stereotype)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14:00-15:20

패널토론 3: 책무성, 참여 및 성인지적 제도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15:20-17:00

패널토론 4: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구축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및
기타 이슈
셋째 날 (11/29, 금)

11:00-12:30

특별세션: “지금 이 시간: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과 혁신적 기금 마련”

14:30-17:30

결과문서 및 회의 종료보고서 채택

였다. 동 국별 발언을 통해 일부 국가들은 아태지역 내 북경행동강령 및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에 대한 의지와 함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및 UN 안보리결의안 1325
등에 대한 지지를 재표명하였다. 각국은 성주류화 및 북경행동강령 목표 달성을 위한 법
개혁, 정책, 주요 행동계획, 제도적 매커니즘을 소개하였다. 노약자, 농촌 및 이주여성,
난민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과 더불어 유해한 관습 및 기후변화 등 도전과
제 역시 지적되었다. 한국정부 역시 본 세션에서 한국의 성평등 제도 및 북경행동강령
이해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면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 수립,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운영, 돌봄서
비스 지원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였다.
이후 4개 주제분야별로 이루어진 패널토의 중 첫 번째 패널토의에서는 “포용적 발전,
공유된 번영 및 괜찮은 일자리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을 주제로 여성 경제역량강화와
관련된 선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 세션에서 패널들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여성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 사용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혁신적인 사회담보대출(social bonds)를 통한 잠재적 민간
자원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여성중심의 혁신 허브 구축 및 여성창업의 선순환 구조가
강조되었다. 또한, 여성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유연근무제도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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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폭력, 낙인찍기(stigma), 고정관념(stereotype) 관련 아태지
역 성평등 진전”을 주제로,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와 함께 학교,
직장을 포함한 공공장소에 만연한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중심의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사법체계 및 예방, 그리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법제도, 경찰, 사회 및 보건 부문 등 다
부문 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효과적인 지표의 활용과 더불어, 보다 장기적으로, 성별 임금격차, 여성의
낮은 대표성, 유해한 고정관념 및 남성성과 관련된 구조적 장애요소의 해결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세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책무성, 참여 및 성인지적 제도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을
주제로 각국 및 지역차원의 성주류화 제도화 경험이 공유되었다. 성주류화의 제도화를 위
해 정치적 의지, 여성 리더십 증진,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들과의 지원 및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공유되었다. 또한,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성인지 데이터에 기반한 성인지예산 및 기획, 성인지 모니
터링 및 평가가 강조되었다.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구축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및 기타 이슈”를 주제로,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및 회복력 구축에 여성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이끌어낸 이니셔티브가 소개되었다. 기후변화 관련 행동계획에 성주류화
를 하거나, 성평등 정책에 기후주류화를 통해 여성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참여할 수 있도
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 측정을 위한 질
높은 데이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소외계층 여성의 참여, 재해 이후 급증하는
젠더기반 폭력 및 인신매매에 대한 지역사회 및 관계자들의 인식 제고, 조기경보 체제,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장 등을 통해 여성들이 기후위기 및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회의 셋째 날(11/29)에 진행된 혁신적 기금 마련과 관련된 특별세션에서는 성평등을
위한 혁신적 기금마련을 위한 한국, 캐나다, ADB 등의 경험이 공유되었다. 혁신적인 성평
등 기금 마련을 위해 젠더분석 및 성인지적 지표 마련이 중요함이 지적되었고, 여성의
금융 접근성 제공 자체와 더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에 대한 여성의 이해 및 역량
(financial literacy) 역시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
다. ADB의 경우, 상업은행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인을 지원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여성
가족부 역시 패널로 참석해 한국의 성평등 ODA 공여현황을 공유하였다.
셋째날 오후에는 각국 대표단의 협상 끝에 본회의에서 결과문서가 채택되었다.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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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문서3)는 서문과 더불어 1) 평등하고 포용적인 개발과 공유된 번영·괜찮은 일자리,
2) 폭력·낙인·유해한 고정관념 및 부정적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자유, 3) 참여, 사회적 대화와
책무성 및 성평등 국가전담부처, 4)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5)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구축, 6) 데이터 및 통계, 7) 파트너십과 지역적 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사진 1] 결과문서 채택을 위한 회원국 간 협의 과정

나. 본원 부대행사 내용4)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원은 한국 여성가족부 및 UN Women과 협력하여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글로벌 여성의제에 대한 국내 이행성과를 확산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온라
인 성폭력 문제의 아태지역 현황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부대행사는 “성평등과 온라인
여성폭력: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Gender Equality and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Experiences from South Korea and Asia)”를 주제로, 본회의 둘째 날인
2019년 11월 28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개최되었으며, 70여명의 아태지역 대표단과 참
석자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부대행사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본원과
UN Women이 각각 담당하여 그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본원이 구성한 첫 번째 세션에서
는 아태지역에서의 성평등 달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성과 및 도전과제를 3개 분야(여성과
건강, 성주류화 제도, 여성과 폭력)로 나누어 발표하였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여성가
족부가 UN Women에 위탁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제발표와
함께, 페이스북의 온라인 성폭력 대응 노력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3) 채택된 선언문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접근 가능함: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Draft%20Outcome.pdf
4) 본원 부대행사에서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출장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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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원-여성가족부-UN Women 부대행사 프로그램
일시

구분
개회사

12:00-12:30

사회: Anna-Karin Jatfors, UN Women 아태지역 부소장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세션1: 아태지역에서의 성평등 달성: 한국의 성과 및 도전과제
사회: Anna-Karin Jatfors, UN Women 아태지역 부소장

12:30-13:10

- 여성과 건강 (본원 김영택 연구위원)
- 성주류화 제도 (본원 김경희 선임연구위원)
- 여성과 폭력 분야 (본원 윤지소 부연구위원)
세션2: 연결된 세상에서 온라인 상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기
사회: Anna-Karin Jatfors, UN Women 아태지역 부소장

13:10-13:35

13:35-13:50

- 여성과 온라인 성폭력 Zarizana Abdul Aziz (Due Diligence Project 소장)
- 온라인 성폭력에 대응하는 페이스북 Sandy Kunvatanagarn (페이스북 태국 지사
공공정책 매니저)
질의응답 및 폐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태지역에서의 성평등 달성: 한국의 성과 및 도전과제’를 주제로,
본원이 아태지역 북경 25주년 이행검토 회의를 대비하여 본원 연구적립금 과제로 수행한
「글로벌 여성의제의 국내이행 점검」의 연구결과 중 여성과 건강, 성주류화 제도, 여성과
폭력, 세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첫 번째 발표로는 본원 김영택 연구위원의 여성과 건강 분야에서의 한국의 성과 및 도전
과제가 발표되었다. 동 발표에서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지원, 난임 및 불임
지원, 여성근로자건강 인프라 구축 등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을 수행하고 여성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어 한국의 여성건강 이슈는 여성에게만 발생하거나 여성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나 증상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남녀 모두에게 발생하는 다발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모성건강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일반여성건강 관련 정
책은 정책 비중 및 이행실적이 미약한 것을 한국의 한계점으로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의 도전과제로 청소년·소녀의 성교육, 성 전파성 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주목의 필요성
및 최근에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낙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윤리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조사자료를 활용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안이 필요함
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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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표에서는 본원 김경희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성주류화 주요 정책과 성과
분석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공공정책 성주
류화가 제도화되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이라는 4개 정책
을 도구화하여 여성가족부 주도하에 추진해왔으나, 제도와 현실 간의 격차가 크며, 성주류
화 추진 기구의 권한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주류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가 사무국이 되도록 하여 동 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행점검이 이루어지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에 기초한 성과관리와 정부기
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부처별 성평등 목표 및 성주류화
계획수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인적·재정적 지원, 시민이 참여하는
성주류화 모니터링 활성화 및 거버넌스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본원 부대행사의 첫 번째 세션은 본원 윤지소 부연구위원의 여성과 폭력 분야에 대한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윤지소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지난 10년간 정책 성과로 친고죄 폐지,
성폭력 예방교육의 확대,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사이버
공간 폭력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019년에는 여성폭력
방지법이 제정되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을 포괄하는,
여성폭력 방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나, 법과
제도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한계 및 개선과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이후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범죄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율이 증가하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및
피해자의 입증책임 문제, 신규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보완, 미투운동의 성과의 제도
화 등의 향후 과제가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가해자 처벌이 힘든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디지털 성폭력 및 온라인 성매매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결된 세상에서 온라인 상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기’를 주제로
‘Due Diligence Project(여성인권활동단체)’Zarizana Abdul Aizz 소장과 Sandy Kunvatanagarn
페이스북 태국지사 공공정책 매니저의 발표가 있었다.
동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Zarizana Abdul Aziz 소장이 여성과 온라인 성폭력을 주제
로, 한국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UN Women에서 실시한‘온라인 상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Zarizana Abdul Aziz 소장은 ICT의 급속한 발전은 개인적인 차원
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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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목표(SDGs)에서는 ICT사용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IC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폭력 양상 역시 증가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폭력은 구조적인 차별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문화적인 관념이 온라인상에서 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동 연구결
과에 따르면 온라인 폭력은 여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와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제한하
고 있으나 여성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온라인 폭력을 거의 제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온라인 폭
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마다 각기 다른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는 페이스북 태국지사 공공정책 매니저인 Sandy Kunvatanagarn이 온라인
성폭력에 대응하는 페이스북의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동 발표에서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온라인 경험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도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페이스북은 온라인 성폭력,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여 개의 기관
과 협업하여 정책 및 도구개발, 시스템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다. 파트너십 외에도 페이스
북은 부적절한 그래픽 이미지에서 증오 표현에 이르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모든
것들에 관한 내부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40개 이상의 언어로 공개하여 사용자들의 접근성
을 높였다. 또 사용자 개인이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도구 개발, 24시간
고객지원 센터 서비스 제공,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들이 개인의
온라인 경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Sandy Kunvatanagarn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한 시간 가량 계속된 주제발표에 이어

[사진 2] 부대행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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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각국 정부 관계자, 학생 등 동 행사의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 및 발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3. 나가는 글
본원이 북경+25 아태지역 이행점검을 위한 UNESCAP 지역회의 참석 및 부대행사 개최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본 회의를 통해 아태지
역 각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및 SDG 맥락에서의 성평등 달성을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들
과 도전과제, 이슈들을 공유하고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
한 장을 통해 아태지역 각국은 성평등 달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공동의 고민
을 공유하며, 또 향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또한, 온라인 성폭력,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등 새롭게 등장하는 아태지역
혹은 전 지구적 젠더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지역차원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한편, ‘성평등과 온라인 여성폭력: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을 주제로 개최된 부대행사에
서는 국제사회에서 다뤄지는 여성의제의 분야별 국내이행성과를 확산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아태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대응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 회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여성의제 이행성과뿐만 아
니라 본원의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국가
의 공통된 성평등 현안을 확인하고 동 이슈에 대한 향후 협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러한 지역회의를 기반으로 금년에는 북경 25주년 이행검토를 위한 여러 주요 국제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다. 3월 제64차 여성지위원회(CSW)를 시작으로, 9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북경 2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성평등 국제포럼
이 멕시코와 파리에서 각각 5월과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는 글로벌
여성의제의 진전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팔로우업과 한국의 정부 및 시민사회, 여성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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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y Women,
커피에서 여성 평등을 꿈꾸며
김다영 (재)아름다운커피 지속가능파트너십 디렉터*

5)

2020년 세계 여성의 날, #EachforEqual
매년 3월 8일은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업적을 범세계적으로 기리는 ‘세계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이다. 2020년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은 “Each for Equal”
이라는 테마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평등한 세상은 실현가능한 세상이며, 우리 개개인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편견과 싸우며, 인식을 넓히고 상황을 개선하고, 여성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집합적(Collectively)으로, 우리 각자는 성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모두 함께 평등(Equal)을 위한 서로(Each)가 되자.”

비록 이번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많은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지만, 온라인에서는 “Each for Equal”의 해쉬태그
(#eachforequal)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개개인이 평등의
주체로, 모두(all)가 서로(each)가 되어 참여하는 방식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집합적인 영향(Collective impact)이 확산되는데 효과적이었다. 누구나 개인이 주체가
되는 평등을 위한 참여와 걸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여성의 날 캠페인에 커피업계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성의
날은글로벌 커피 비즈니스 뿐 아니라 한국 커피업계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참여가 눈에

* (재)아름다운커피 지속가능파트너십 디렉터로 국제지역학을 공부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공정무역 커피 생산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
‘베트남 커피 산업의 발전과 대내외적 영향 분석(2009)’ 연구를 시작으로 전세계 커피 생산자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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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nternationalwomensday.com

[사진 1] 커피업계도 ‘여성의 커피’를 주목하고 있다.

띄었다. 이미 국제 커피 시장에서는 다양한 여성의 날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커피 비즈니스
에서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옹호해 왔다. 2018년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는 매년 세계 커피의 날(10.2) 기념 공식 SNS에 커피 산업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여성의 중요성을 알렸다.
국제커피기구(ICO)가 2018년도에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들은 커피생산 노동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생산뿐 아니라 경작, 수확, 가공 등의 과정에서 커피품질을 결정하
는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 대부분을 여성이 책임지고 있다. 여성들이 품질
좋은 커피 생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품질 좋은 커피를 생산하는데
따른 프리미엄은 커녕, 여성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익배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같은 관행은 커피 산업에서 여성의

출처: 커피 리브레 SNS https://www.facebook.com/coffeelibre / ICO SNS ttps://www.facebook.com/ICOcoffeeorg/

[사진 2] (좌) 2020년 여성의날 기념 커피리브레 캠페인 (우) 2018년 ICO 세계 커피의날 기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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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고착시키고 빈곤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커피 산업에서 만성적인 빈곤을 개
선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 고민하던 주체들이 최근에 특히 ‘여성’의 ‘역할’과 ‘성
평등’에 주목하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 기인한다. 이에 최근에 ‘여성의 커피’로 커피 산업에
서 여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아름다운커피의 솔브(Solve)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커피, ‘SOLVE(솔브)’, 안젤리끄의 이야기

[사진 3] 아름다운커피 SOLVE의 로고

한국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처음 시작한 ‘아름다운커피’는 2017년부터 아프리카 르완다
에서 공정무역 방식으로 커피를 구매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르완다 ‘쿵가하라’ 그룹
의 커피를 구매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커피, ‘SOLVE(솔브)’로 출시하였다. ‘쿵가하라’
는 아름다운커피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지원해 온 르완다의 여러 커
피협동조합 중 한 조합의 여성 멤버의 그룹이다.
쿵가하라 멤버로 르완다에서 커피농사를 짓는 안젤리끄(Anjelique Tuyisenge)도 여성
에게 불리한 커피산업의 관행적 역할 분담에 낙담했던 여성 중 한 명이었다. 안젤리끄는
르완다 뷔샤자(Bwishaza) 커피 협동조합의 젊은 여성 농부로, 결혼 하고 아이도 낳아 가정
을 꾸리면서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조합비를 내고 커피협동조합에 열심히 참여
했다. 동아프리카 여느 나라들처럼 르완다에서도 오랫동안 커피는 농부들에게 큰 소득원이
었고, 가정을 지키는 수단이었다. 농부들은 오래전부터 커피를 재배하여 아이들에게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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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고 학교에 보냈다. 1년에 한번 수확하여 판매하는 커피 덕에 농부들은 소를 살 수
있었고, 바나나 등 다른 작물들을 키울 밭을 더 살 수도 있었다.
25년 전 제노사이드가 있기 전부터 커피는 이 곳 르완다 국가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었
고, 안젤리끄의 부모도 커피를 재배하며 그녀를 키웠다. 안젤리끄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커피를 키우는 일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 어머니와는 다른 세대의
여성이고 젊은 여성 농부였다. 안젤리끄는 어머니, 할머니와는 달리 커피협동조합에 조합
비를 내고 직접 조합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조합 안에서 새로 생긴 여성그룹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하며 어떻게 커피로 더 돈벌이를 할 수 있을지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피열매 값은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이전과 다르게 커피가 좋은 소득원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 르완다 커피열매 값은 작년대비 30%가 떨어졌다. 아이 엄마인 안젤리끄는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보다 더 많이 배웠지만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사진 4] 르완다 뷔샤자 쿵가하라 그룹 의장 안젤리끄 투이센지

왜 커피에서 여성이 중요할까
여성은 글로벌 커피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 세계 커피농장의 20~30%는 여성이
운영하는 농장이며, 어떤 지역에서는 커피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의 70%를 여성이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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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여성 농부들은 남성 농부들보다 토
지, 자본, 정보와 같은 중요 자원에서 훨씬 소외되어 있다. 대부분의 여성 농부들은 농장,
밭의 주인으로 법적인 등기를 할 수 없고, 은행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도 없다.
커피 재배와 시장에 대한 교육과 농업보조금은 남성들에게 주어지며, 수확한 커피를 시장
에서 거래하는 일도 모두 남성 농부들이 담당하여 실제 수입은 남성 농부에게 돌아가고
있다. 여성농부가 커피 재배과정에 필요한 70%에 달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시장거래
참여에는 소외되어 있고 이는 다시 정보격차와 소득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남성 없이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농부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https://www.globalcoffeeplatform.org

[사진 5] 커피 가치사슬에서 여성의 역할

커피산업에서 이러한 여성 농부의 소외는 커피산업 발전과 커피 농부들의 만성적인 빈
곤 퇴치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재배기술의 부족과 남성 농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커피 농부들의 빈곤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FAO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여성 농부가 남성보다 20~30% 가량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정보, 자본, 기술 등 주요한 자원에 여성이 접근할 수 없는 환경과,
사회문화적으로 여성들의 낮은 지위로 인해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소외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농부들의 전반적인 역량저하는 소득감소를 초래
하고, 이는 아이들의 영양공급에 영향을 주며, 종국에는 농가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최근의 글로벌 커피산업에서는 가치사슬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커피 농가의 빈곤 퇴치를 위한 지원들이 그간 남성 중심의 지원에
서 여성을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이 국제기구와 비영리단체, 글
로벌 커피회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WCA (International Women’s Coffee
Alliance), Cafe Femenino 와 같은 글로벌 여성 커피농부 지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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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있고, 여성들이 생산하고 가공한 커피가 세계적으로 점차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
다. CQI에서도 여성커피농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SCA에서도
주요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성평
등 개발목표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성 커피농부를 지원하면
여성 커피농부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커피 농부의 빈곤에 대한 접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소비자가 먹고 마시는 커피의 품질은 커피 생두의 품질과 직접 연관되며,
생두 품질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생산지에서 결정된다. 여성이 70%의 노동을 제공하는
커피 산지에서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면 품질에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다수의 여성 농부들은 커피나무의 재배와 관리에 많은 일을 담당하는데, 이는 커피 가공
못지않게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
어 온 워싱스테이션(washing station)과 드라이밀(Dry mill) 등 주요 생두 가공시설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확대되므로 더욱 더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커피 생산에 주요한 노동
력을 제공하는 여성 농부의 전반적인 역량강화는 커피 가치사슬 전반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의 역량강화는 커피 품질 뿐만 아니라 이미 커피 생산에 심각한 문제인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사례로 영국의 Marks and Spencer와
Harrogate & Mattew Algie의 로스터 Taylors는 비영리단체 TWIN과 함께 페루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성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
트는 두 협동조합 1,250명의 커피농부를 대상으로 유기농 비료의 활용 등 지속가능한 다
양한 농업기술에 대해 여성의 참여를 높여 훈련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재배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농부들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여성 농부에 대한 지원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제
고로 이어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커피 농가의 소득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의 경제적 효과로
귀결된다. 단순히 여성에 대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커피 가치사슬의 통합적인 발전에 기여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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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가하라(Kungahara),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Be Rich)
안젤리끄가 속한 르완다 뷔샤자 커피협동조합은 2018년 아름다운커피와 만나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직접 생두를 수출하게 되었다. 뷔샤자 커피협동조합은 이전에는 르완다 내수
커피회사에 커피 파치먼트만 판매하였고, 그 마저도 생두 가격으로 환산하면 국제시장 가
격의 80%만 받는 수준이었다. 2018년 한국 아름다운커피와 첫 해외 거래에서 협동조합은
중간 수수료 없이 100%의 가격으로 받게 되었고, 이에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60% 선급금을 계약금으로 먼저 받음으로써 체리를 수확해 가져온 조합원들에게
체리 값을 바로바로 지불할 수도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여성 그룹의 커피를 수출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안젤리끄가 활동하는
여성 그룹의 이름은 ‘쿵가하라(Kungahara)’, 영어로 번역하면 ‘Be rich’이다. 커피를 통
해 부자가 되고 싶은 여성 농부들의 소망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이 분명하다. 쿵가하라
그룹은 아름다운커피에게 그룹의 여성 조합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생산한 커피를 판매하고
우먼스 프리미엄(Women’s Premium)을 받게 되었다. 한국에 판매한 쿵가하라 그룹의
커피가 한국 시장에서 ‘여성 농부가 생산한 커피’로 소개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안젤리끄는
기대가 컸다. 그리고 쿵가하라 그룹원들은 이 우먼스 프리미엄을 따로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한 끝에 여성 농부의 건강보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로도 우먼스
프리미엄을 받게 되면 여성 그룹원들과 우수농산물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에 관한 훈련을 받아 커피를 더 잘 관리하고 싶은 꿈도 생겼다.

[사진 6] 르완다 비샤자 커피협동조합 쿵가하라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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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리끄는 2019년 지난 11월, 한국을 방문하여 카페쇼(Cafe Show)를 찾았다. 그리고
자신이 키운 커피가 한국에서 아름다운커피 SOLVE로 판매되는 것을 직접 보았다. 커피를
키우는 것 외에는 잘 몰랐던 안젤리끄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커피가 어떻게 소비되고
비즈니스가 되는지 직접 체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키운 커피가 이렇게 많은 사람
들이 즐겨 마시는 상품이 되어 판매되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놀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여성의 커피로 처음 소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시킨 사람도 없었는데도, 르완다 커피와 르완다 여성
을 알리고자 ‘Coffee By Women’ 피켓을 집어 들었다.

[사진 7] 한국 카페쇼에 방문한 안젤리끄

우리는 누가 생산했는지 모르는 커피를 구매하고 마시기도 하지만, 때로 커피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된다. 르완다에서 안젤리끄와 여성 농부들이 정성껏 재배한
커피는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선보여 커피산업에서 여성의 존재를 알리며 안젤리끄
와 쿵가하라 그룹의 희망이 되고 있다. 안젤리끄 뿐 아니라 전 세계 2,500만 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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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생산자 중에 절반 이상인 여성들이 오늘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그녀들은 아이들도 돌보고 가정을 꾸린다.
내가 일상에서 구매하고 마시는 한 잔의 커피에 그녀들의 손길과 대우를 찾아내는 의식
은 그래서 중요하다. 모두에 표기한 ‘Each for Equal’ 캠페인의 메시지 처럼 평등한 세상
이 ‘실현가능’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숨어있는 불평등의 의미를 읽어내야 하며, 또
드러내야 한다. ‘우리 개개인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와 일맥
상통한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편견과 싸우며, 인식을 넓히고 상황을 개선하고,
여성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내 손안의 커피 한잔의 의미도
다시 살피는 인식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개개인의 인식과 선택이 함께 모일 때 그
영향(impact)이 세상을 바꾸고 모두에게 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안젤리끄가 아름다운커피와 한국 고객들에게 보낸 인사로 모두가 함께 이룰 그
평등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맺고자 한다.
“오늘의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내일의 나를 꿈꿀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me who I am today and who I’ll become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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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워 우먼 업데이트:
여성 리더들이 가리키는 변화의 방향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환호 속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를 조망해보면 과연 세상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나 새삼스레 질문하게
된다. 여성들은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평등한 뉴밀레니엄을 상상하지만, 너무
나도 당연한 이 명제는 아직은 멀리 있는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권력은 정치영역에서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닐까 새삼 확인하
게도 된다. 각종 순위를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 포브스Forbes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The World’s Most Powerful Women In 2019’ 목록을 보면 ICT 분야
나 금융 제약 등 글로벌기업 CEO 다수가 상위순번을 차지하고 있는데, 포브스는 이 목록
이 새로운 10년을 정의하는 통찰을 보여준다고 자평한 바 있다.
성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정치 및 고위 의사결정직에의 여성대표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3.8 여성의 날을 맞아 UN WOMEN이 북경여성
회의 이후 25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1) 성별에 따른 ‘권력격차power gap’는 여전하
다. 변화하고 있지만 기대보다 더디고 고르지 못하다. UNDP도 정치 및 교육분야 등의
편견을 분석해서 젠더사회규범지수Gender Social Norms Index(GSNI)을 새롭게 발표
했는데,2) 성별을 불문하고 90% 이상이 여성에 대한 편견 갖고 있다고 한다. 일테면 아직
도 정치지도자에는 남성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다. 여성들
은 명시적인 성차별은 물론 은연중에 작동하는 이런 ‘자애로운 편견benign bigotry’과
싸우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발을 내딛고
있으며, 이것은 젠더쿼터 같은 법·제도의 영향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하고자
1) Annie Kelly & Tina Johnson(2020), GENERATION EQUALITY: WOMEN’S RIGHTS IN REVIEW 25 YEARS AFTER BEIJING, UN WOMEN,
2020. 3. 5.
2) UNDP(2020), TACKLING SOCIAL NORMS : A game changer for gender inequalities,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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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포브스 선정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 상위 20인
순위

이름

나이

국적

직업

1

Angela Merkel

65

Germany

독일연방 총리

2

Christine Lagarde

64

France

EU 중앙은행 총재

3

Nancy Pelosi

79

USA

미국 연방하원 의장

4

Ursula von der Leyen

61

Germany

EU 집행위원장

5

Mary Barra

58

USA

GM CEO

6

Melinda Gates

55

USA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회장

7

Abigail Johnson

58

USA

Fidelity Investments CEO

8

Ana Patricia Botín

59

Spain

Santander Group 회장

9

Ginni Rometty

62

USA

IBM CEO

10

Marillyn Hewson

66

USA

Lockheed Martin CEO

11

Gail Boudreaux

59

USA

Anthem CEO

12

Susan Wojcicki

51

USA

Youtube CEO

13

Isabelle Kocher

53

France

ENGIE CEO

14

Safra Catz

58

USA

Oracle CEO

15

Kristalina Georgieva

66

Bulgaria

IMF 총재

16

Julie Sweet

52

USA

Accenture CEO

17

Emma Walmsley

51

United Kingdom GlaxoSmithKline CEO

18

Sheryl Sandberg

50

USA

Facebook COO

19

Ruth Porat

62

USA

Google CFO

20

Oprah Winfrey

66

USA

방송인

자료: https://www.forbes.com/power-women/#34c64025e252 참조 재구성

하는 여성들의 결단과 용기의 발현으로부터 힘입은 바 크다. 성불평등 문제는 결국 “권력
과 권력없음(power and powerlessness)”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내각 여성참여비율이 40% 이상인 국가는 스페인을 비롯한 21개 국가
이다. 스페인은 2018년 사회노동자당 당대표로 신임총리가 된 페드로 산체Pedro
Sánchez Pérez-Castejón(48세) 총리가 페미니스트 내각을 구성 17명 중 11명을 여성으
로 인선했다. 성평등부를 부활시키고, 부총리 겸 성평등부장관, 국방장관, 경제장관 등이
모두 여성이었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 현대사는 페미니스트 시위가 있기 전과 후로 나
뉘며, 새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참고로 스페인은 2019년
총선에서도 여성의원 비율 4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여성이 정부 최고위직head of government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193개
국 중 10개국이다. 노르웨이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Erna Solberg는 2013년부터 총리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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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성 국가 수장

<표 3> 국가별 내각 여성 비율

(Women heads of state)
순위

국가명

(Women in ministerial positions)
순위

10 / 152 = 6.6%
Croatia
Estonia
Ethiopia
Georgia
Lithuania
Malta
Marshall Islands
Nepal
Singapore
Trinidad and Tobago

head
of
state

10 / 193 = 5.2%

head
of
government

Bangladesh
Barbados
Germany
Iceland
Marshall Islands
New Zealand
Norway
Romania
Serbia
United Kingdom

국가명

여성 비율
(%)

여성 인원
(명)

내각 구성
(명)

64.7

11

17

60 to 69.9%
1
2

Spain
50 to 59.9%
Nicaragua

55.6

10

18

3
4
5

Sweden
Albania
Colombia

54.5
53.3
52.9

12
8
9

22
15
17

6
8

Costa Rica
Rewanda
Canada

51.9
51.9
50.0

14
14
17

27
27
34

50.0

8

16

10

France
40 to 49.9%
South Africa

48.6

17

35

11
12
13

Ethiopia
Seychelles
Denmark

47.6
45.5
42.9

10
5
9

21
11
21

16

Switzerland
Uruguay
Mexico

42.9
42.9
42.1

3
6
8

7
14
19

18
19

Norway
Grenada
Germany

42.1
41.7
40.0

8
5
6

19
12
15

Iceland
Liechtenstein

40.0
40.0

4
2

10
5

* Source: IPU, Women in Politics 2019.
** reflecting elections/appointment up to 1 January 2019

수행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카트린 야콥스도티르Katrín Jakobsdóttir도 1974년으로
40대 총리다. 다만, 10개국이라는 수치는 2014년 당시 15개국이었던 것에 비하면 1/3
가량 뒷걸음질 친 양상이다.
앞선 세계의원연맹 IPU의 자료 이후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3월에는 슬로바키아에서
주사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가 첫 여성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차푸토바는 1973년
생으로 변호사이자 시민단체활동가로 활동했으며, 폐기물 매립에 대항하는 캠페인을 이끌
며 환경운동가로 이름을 알려 2016년에는 환경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
Goldman Prize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스도 2020년 1월초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이 탄
생했는데, 신임 에카테리니 사켈라로풀루Katerina Sakellaropoulou는 판사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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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분야 전문가다. 특히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면서 90%에 가까운 전례 없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3월 취임 예정이다. 그 외에 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ry May
총리가 2019년 7월 사임하면서 현재 G20 국가 중 여성이 정부 최고위직인 사례는 독일
한 곳 뿐이다.

ⓒMichele Tantussi / REUTERS
* 사진설명: 2020년 2월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선 산나 마린 총리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사진 1]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앙겔라 메르켈과 가장 젊은 총리 산나 마린

아마도 최근 정부 최고위직에 선출된 여성 중 가장 주목받은 이는 지난 2019년 연말
1985년생으로 세계 최연소 여성총리가 된 핀란드 산나 마린Sanna Mirella Marin 총리일
게다. 개인적인 가족적 배경 등도 남달랐지만, 세간에서 ‘최연소’에 주목한 것과는 달리
산나 마린 총리는 정치신인은 아니다. 2006년 사회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2012년 27세로
시의원에 당선으로 정치활동 본격화했으며, 총선에서 사회민주당 부대표로서 선거운동 전
면에 나서 승리를 이끌었다. 2019년 6월부터는 내각 교통통신장관직을 맡아 화석연료를
완전히 탈피한 대중교통 로드맵 제작에 힘을 쏟기도 했다. 그녀는 지방의원 당선 이전부터
기후와 환경의제를 주요하게 다루면서 모든 분야의 정책에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해왔으며, 취임 후 첫 국제회의인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도 기후위기에 관
한 현안을 논의했다. 산나 마린 총리 역시 내각 19명의 장관 중 12명을 여성으로 구성했는
데, 부총리격인 재무부장관, 교육부 장관, 내무부장관 등이 모두 30대 초반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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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com / 포브스 웹페이지 갈무리

[사진 2] 포브스 선정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Top 5

포브스의 목록 역시 무게감 있는 상위순번에는 역시 여성정치인들이 자리잡고 있다.
첫 손에 꼽히는 여성정치리더는 단연 독일연방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로,
메르켈은 2011년부터 9년 연속으로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동독 출신으로 대연정
을 이끌면서 2005년 독일 역사상 최초 여성총리가 되었고 현재 4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헬무트 콜 내각에 입성한 이후 1994년에는 환경부장관으로 교토의정서 합의에 기여
했고, 2000년 기독교민주당 대표에 선출되고 연이은 선거 승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새로운 장을 열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 당대표에서 물러났고, 2021
년 임기를 끝으로 총리직을 마무리하고 정계에서 물러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중도보수
파로 현실주의 정치성향이고 페미니스트 정치에는 무심한 편이지만 수평적이며, ‘무티
Mutti der Nation’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극우세력이 지지를 얻으면서 유럽이 난민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메르켈은 “유럽
이 난민 문제에 실패하면 우리가 원하는 유럽이 아닐 것이다 If Europe fails on the
question of refugees, then it won’t be the Europe we wished for”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다.
유럽연합의 리더십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드Christine
Lagarde 총재와 우르술라 폰 데르 레옌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 두 사람의
존재도 중요한데, 유럽의 정치·경제를 이끌게 되면서 남성들이 틀어쥐고 있던 60년 아성
을 허물어뜨렸다.
2019년 여성 최초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된 크리스틴 라가드는 변호사로 매킨지
Baker & McKenzie에서 노동과 독점금지 및 인수합병을 전문분야로 했고 첫 여성 CEO
로 일했으며, 2005년 프랑스 정부 발을 들이면서 경제부 장관을 지낸 첫 여성이기도 하다.
2011년에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IMF 총재에 선임되어 연임에 성공한 바 있으며, 여성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남성 중심의 정책결정을 비판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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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술라 폰 데르 레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2019년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임명
되었는데, 메르켈 내각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으로 일했고 2013년에는 여성으
로서 처음으로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어 5년 넘도록 안보정책을 책임졌다. 동성혼 허용과
최저임금제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보수 그룹 내에서 나름의 진보적 색채를 드러내는 정치
인으로 지지도를 확보해왔다. 집행위원장이 되면서 조직 내 성평등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위원회 인적구성은 역사상 가장 젠더균형gender balance을 이루고 있
다는 평가다. 또한 취임 이후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최근 3월 4일에는 ‘유럽 기후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표 4> 2019년 TIME100 (리더분야 여성)
분야

Leader
(6/26)

이름

나이

소개

Nancy Pelosi

79

미국 연방하원 의장

Greta Thunberg

17

스웨덴 기후정의운동 활동가

Alexandria Ocasio-Cortez

30

미국 민주당 소속 민주사회주의자, 하원의원

Jacinda Ardern

39

뉴질랜드 총리

Jane Goodall

85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리는 영국 동물학자/환경운동가

Leana Wen

37

상하이 출생 의사이자 작가로 성과 재생산 건강 옹호

* https://time.com/collection/100-most-influential-people-2019/ 참조 재구성

매년 그 해의 인물을 선정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의 목록을 발표하는 것으로
는 TIME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시사언론이라는 조건은 비슷하겠지만, 목록의 구성방
향도 포브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권력power people보다는 영향력influential
people을 내걸고 있으며, 분야별로 pioneers, artists, leaders, icons, titans 5개 영역
에 걸쳐 선정한다. 2019년 TIME100 리더분야3)에는 26인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 여성은
6명이다. 미국 연방하원 제52대 의장인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민주당 소속으로
포브스와 TIME 목록 모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을 띄었

3) 참고로, 여성 6명 외에 리더분야에 선정된 남성(20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멕시코 대통령/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201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미치 매코넬 미국 상원의원(공화당 원내대표)/
브렛 마이클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장 이밍 ByteDance 설립자(AI기반소셜미디어기업)/
이회성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 의장/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프란치스코 교황/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로버트 뮬러 前 FBI 국장(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 담당 법무부 특별검사)/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마테오 살비니 유럽의회 의원(前이탈리아 부총리, 북부동맹 대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장 케지안 중화인민공화국 우주관리국장(물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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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선거를 이끌었고, 민주당은 2008년 하원의원 선거 이후 8년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현재 트럼프에 대적하면서 두려움 없이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공공연히 주장
해 온 파리기후협정 탈퇴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데도 역할을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는 도덕적이고 경제적이며 국가안보에
도 필요한 것으로 ‘파리기후협정 탈퇴 제동’법안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창
진행중인 민주당 대선후보경선과 관련해서, 여성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유리 천장이 아니라 대리석 천장This
is a marble ceiling, it’s not a glass ceiling”이라며 여성혐오misogyny에 기인한 것이
라며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Getty Images(https://www.vogue.com/article/nancy-pelosi-rips-up-donald-trump-speech-state-of-the-union)
* 사진설명: 2020년 2월 트럼프 대통령 하원 연설 직후 그의 연설문을 찢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3]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정부 최고위직에 선출된 여성으로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덴Jacinda Ardern도 존재
감을 보여주고 있다. 저신다 아덴 총리는 2017년 총선을 채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당 대표직을 맡게 되었는데, 부진한 당 지지율에도 변화를 기치로 ‘저신다 매니아
Jacindamania’를 만들어내면서 짧은 시간 안에 지지도를 끌어올렸고 총리로 선출되었다.
헬렌 클라크Helen Elizabeth Clark 총리 이후 9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취임 당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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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젊고 진보적인 성향으로 관심을 모았고, 총리직 임기 수행 중에 임신을 경험하고
출산휴가를 다녀왔으며, 총리직에 복귀해서는 3개월 된 딸을 동반해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녀가 총회장에서 연설을 하는 동안 아기는 회의장 한켠에
서 아빠가 안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잡혀 화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리더십이 빛났던
것은 바로 2019년 3월 무슬림테러 참사를 수습하면서였다. 히잡을 쓰고 포옹하는 저신다
총리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벽화로도 새겨졌다.

ⓒGetty / AAP Image
* 사진설명: 사진 속 벽화는 멜버른 북부 브런즈윅에 있는 곡물저장고에 75피트 규모로 그려졌다.
작가 Loretta Lizzio는 벽화를 통해 “환대, 따뜻함 그리고 수용(welcomeness, warmth and acceptance)”을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https://allthatsinteresting.com/jacinda-ardern-melbourn-mural

[사진 4] 테러로 슬픔에 잠긴 무슬림 여성을 위로하는 저신다 아덴 총리과 그 벽화

여성정치의 역할이 권력의 얼굴을 바꾸는 일이고, 권력의 의미가 제도정치가 가진 기득
권이 아닌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영향력에 있다면 아마도 지금 가장 적합한 인물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berg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16세 기후정
의운동 활동가 툰베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 한 사람이자 TIME 선정 2019년 올해
의 인물이고, 노벨평화상 최종후보가 된 가장 어린 후보이기도 하다. 스웨덴정부는 파리기
후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를 위해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Skolstrejk för Klimatet’이
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스웨덴의회 건물 앞에 혼자 앉아서 시작된 그레타의 시위는 소셜미
디어 바이럴을 타고 세계로 확산되었다. UN총회나 EU총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해 발언자
로 나서서 강단 있고 단호하게 “당신네 어른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말한다. 툰베리는 기후위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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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페미니스트로서의 인식도 깊다. 지난해 여성의날에 SNS에 (더) 어린시절 여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feminist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우리
는 항상 뒤에 있는 조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도 않는 소녀들이요. 오늘날 세상 어디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이에요. 누가 돈을 쥐고 있고,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평등을 향한 길은 여전히 멀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수록, 페미니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연구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기후위
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든 젠더all genders의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한
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세계에 살 수 없습니다.”4)

ⓒⓒREUTERS/Andrew Hofstetter/File Photo
* 사진설명: 2019년 9월 UN본부에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는 그레타 툰베리

[사진 5] 눈빛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꾸짖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

UN총회 참석을 위해 혼자서 대서양을 건넌 툰베리를 반갑게 환영한 사람 중에 알렉산
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5)가 있다. 두 사람은 함께 영국언
론 가디언The Guardian과 인상적인 인터뷰를 하기도 했으며,6) AOC는 툰베리의 운동에
공감하면서 버니 샌더스Bernard “Bernie” Sanders와 함께 미국의 경제를 화석연료 중심
에서 재생에너지 중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제안했다.
4)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88298784871277&id=732846497083173
5) 어렵고 긴 이름 탓에 첫 철자를 딴 “AOC”(에이-오-씨 로 발음한다)라는 별칭이 있고, 본인과 언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6)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9/jun/29/alexandria-ocasio-cortez-met-greta-thunberg-hope-contagious-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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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워 우먼 업데이트: 여성 리더들이 가리키는 변화의 방향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다큐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로 유명하기도 한 AOC는 트럼프 대통
령 당선 이후 치러진 2018년 중간선거의 가장 주목을 끌었던 후보다.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서열4위인 거물정치인을 눌
러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뉴욕주에서 80%에 달하는 득표율을 거두면서 1989년생
미국 최연소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의정활동을 통해 그린뉴딜 외에도 Medicare for
All 같은 정책과 풀뿌리조직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자본주의적 입장이 버니 샌더스보
다도 좌파적 성향이 강력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AOC는 젊은 정치신인이었지만, 대학생
때부터 이민국에서 일하면서 정치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해왔고,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샌더스 캠프에서 일하기도 했다. AOC는 여성정치인으로서 미국 주류사회
의 정체성정치에는 비판적이며 계급과 인종정의를 교차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에 서 있다.

ⓒAOC, 2019년 1월 3일자 인스타그램 계정(@ocasio2018) 캡쳐 이미지
* 사진설명: 새해를 맞아 함께 당선된 동료여성의원들과의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던 모습.
AOC는 “We’re in the building. Swearing in tomorrow.”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사진 6]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 -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AOC와 동료들

정치영역은 아직까지 남성적 공간이고 여성정치인들은 이질적인 존재인 ‘공간침입자
Space Invaders’로 존재한다. 하지만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발을 들이고 있고, 많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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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달라진다는 모습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지난 세기처럼 한 손 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만한 여성정치인을 꼽기도 쉽지 않다. 여성들의 리더십을 유형화해서 특정한 이름으
로 명명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여성주의 리더십을 잘 정의하는 것조차 결론에 이르고 있지
는 못한 듯하다. 지금 세계는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고, 그래서 2020년이 중요하다고 강조
되곤 한다. 앞에서 소개한 여성정치인들은 최근들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거
명되고 있기도 하지만, 정치적 스펙트럼도 관심사도 다양하다. 하지만 최소한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정치인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인식 그리고 지구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이들로 찾고
자 했다. 그녀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세계는 더디더라도 조금씩 움직여가게 되지 않을까?
7)

* 저자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상임대표를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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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선 연변대학 여성연구센터 소장*

8)

201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70년 이래, 특히 개혁개방 40년이래,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여성정책과 여성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문맹 퇴치, 빈곤인구의
감소, 여성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여성정책의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5년에 북경 제4차 세계여성학대회를 통해
유엔에서 권고한 성주류화제도를 도입하고 남녀평등을 중국의 기본국가정책으로 지정한
다고 선포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사회는 성주류화정책을 펼치며 성주류화제도를 정착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중국 성주류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주류화 관련 지식생산 현황
중국의 대표적인 학술자원검색사이트인 “중국知网” (https://kns.cnki.net/kns/brief
/default_result.aspx)에서 ‘성주류화’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주제별
로 분류하면 성주류화 259건, 성별평등 70건, 젠더 67건, 성별예산 25건, 남녀평등기본국
가정책 20건, 젠더 분석 18건, 사회지위 16건, 주류화 9건으로 나타난다.

* 연변대학 녀성연구센터 소장이며 연변대학인문사회과학학원 사회학과 부교수.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정책, 여성사회조직, 여성문화이며
주요 저서로 『연변조선족마을 변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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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가 사이트분석 결과를 표로 구성

<그림 1> 연도별 성주류화 관련 연구 건수

<그림 1>처럼 연대별 연구성과를 보면, 성주류화 관련 연구는 2001년에 2편이 나왔고
북경 제4차세계여성대회 10주년이 되던 2005년에 14건으로 많이 늘어났고 15주년을 맞은
2010년에 34건으로 연구성과가 가장 많았던 해로 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사이에 성주류화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은 관련 연구물이 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 성주류화에 대한 기초사회과학연구가 190건, 정책연구가 49건 정도 된다.
성주류화 관련 연구자들로는 류버훙(刘伯红, 8편), 장자이성( 张再生, 5편), 천페이챵(陈
飞强, 3편), 탕야후이(唐娅辉, 3편), 리잉토우(李英桃, 3편), 탄린(谭琳, 2편), 쟝수이화(姜
秀花, 1편) 등 39명으로 집계된다.
연구기관별로는, 전국부녀연합회 산하 부녀연구소 22편, 전국부녀연합회에서 9편, 화
중사범대학 8편, 중화여자학원 8편, 천진대학 8편, 운남대학 7편, 동북사범대학 6편, 무한
대학 5편, 복단대학 4편, 섬서성위 당학교 4편, 남경사범대학 3편, 북경대학 3편, 중남재
정정법대학 3편, 남개대학 3편, 북경외국어대학 3편, 산동대학 3편, 남경대학 3편, 중산대
학 3편, 중국미디어대학 3편, 복건사범대학 3편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40여개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성주류화 관련 지식생산을 했다. 그 중, 북경시에 소재한 연구단위가 가장 많은
데, 이들로는 전국부녀연합회 및 그 산하 부녀연구소, 중화여자학원, 북경대학, 중국미디어
대학, 북경외국어대학 등을 들 수 있다.
연구비 지원기관별로는, 중국국가철학사회과학기금 14건, 중국과학가협회과학보급전
용기금 2건, 천진시과학기술기획프로젝트 1건, 호남성교육위원회 연구프로젝트 1건, 중국
박사포닥과학기금 1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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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별로는, 『부녀연구논총』(妇女研究论丛) 27편, 『중국부녀운동』(中国妇运) 23편,
『중화여자학원학보』（中华女子学院学报）22편,

『산동여자학원학보』(中华女子学院山东

分院学报)19편, 『중국행정관리』(中国行政管理) 5편 순으로 성주류화 연구성과를 게재하고
있다.
학과별로는, 사회학과 148편, 정치학과 82편, 법학과 24편, 교육학과 11편, 공공관리학
과 7편 순으로 성주류화 연구를 진행했다.
자료 유형별로는, 학술지에 실린 글이 238편, 석사학위논문 22편, 국내학술회의 발표문
8편, 박사학위논문 3편 정도가 있다. 이상에서, 중국학계에서 성주류화 지식생산은 고조기
를 거쳐 현재 저조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입수된 성주류화
관련 지식은 중국대학MOOC의 여성학 강좌, 대학강단의 여성학강좌를 통해 대학생집단
에 널리 전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여성/성별연구 발전은 성주류화 운영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와
다양한 조직을 제공
개혁개방 40년(1978-2019년) 이래 중국의 여성/성별연구는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1) 여성연구기관과 학술공동체가 크게 발전
현재 중국 전역에는 110여개 여성연구기관이 있다.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구에 30
여개로 가장 많으며, 상해, 남경을 중심으로 한 화동지구가 30여개로 두 번째로 많으며,
호남성 장사시를 중심으로 한 중남지구에 25개, 동북지역, 서북지역, 서남지역에 각각
7~8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
110여개 여성연구기관 중 30여개가 중국부녀연구회(1999년 설립)와 협력 연구기지로
선정되어 있다. 중국부녀연구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여성/성별연구와 교육양성기지』로는
중앙당학교, 섬서성위당학교, 호남성위당학교부녀간부학교, 요녕성위당학교, 중국사회과
학원, 절강성사회과학원, 운남성사회과학원, 상해시부련회, 천전시부련회, 북경시부녀이
론연구회, 북경대학, 북경사범대학, 남개대학, 천진사범대학, 복단대학, 산동여자학원, 하
북대학, 서북사범대학, 연변대학, 섬서사범대학, 중국농업대학, 하문대학, 중화여자학원,
무한대학, 호남여자직업대학, 운남민족대학, 동북사범대학, 남경사범대학, 중앙민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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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해대학, 산두대학 등이 있다.
여성연구는 각 학과 및 실천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맑스주의, 공산당사,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역사학, 문학, 법학, 관리학, 통계학, 인구학, 체육학, 의학, 지리학,
언어학, 미학, 건축학, 민족학, 신문방송학 등의 학과에서 여성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성/성별연구는 대학 제도 안에 자리를 잡았다. 현재 중국대륙의 100여개 대학의 철
학, 경제학, 문학, 역사학, 법학, 관리학, 교육학, 의학 등 학과에 여성연구방향 학부, 석사,
박사학위가 설치되어 있다. 학부생, 석사생, 박사생 등 각 단계별 여성학 교과목이 전공과
목, 선택과목, 교양과목의 형태로 개설되어 있다.
또 주류 학술연구영역에 진입하여 학술수준이 향상되었다. 중국 국가1급 학술단체인
중국부녀연구회가 중대한 주제를 가지고 학술회의를 조직했다.
<표 1> 1999~2019년 중국부녀연구회가 주도한 학술회의 주제
연도

학술회의주제

2019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총서기가 여성 및 여성사업에 관한
중요 연설을 학습하고 관철하며, 중국부녀대표대회 12차 회의 정신을 관철집행하고, 여성
연구사업의 창신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자

2018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당의 19차대표대회정신을 연구해석하고 개혁개방 40년
이래 중국여성발전의 이론과 실천 성과를 되돌아보고 총결하자

2017

중국특색사회주의 여성이론과 실천의 창신과 발전

2016

신 발전 이념 하에서 여성발전과 성별평등

2015

‘북경+20’ 포럼

2014

가정화합, 사회진보와 성별평등

2013

소요사회의 전면적 건설과 성별평등

2012

사회주의문화 발전 번영과 성별평등

2011

신시대 중국여성발전과 성별평등

2010

‘북경+15’ 포럼

2009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성별평등

2008

개혁개방 30년 중국여성/성별연구

2007

양성평등과 조화로운 사회건설: 다학과와 간학문적 연구

2006

사회주의신농촌건설과 성별평등

2005

‘북경+10’포럼

2004

사회주의남녀평등이론

2003

사회주의초급단계 남녀평등이론 토론회

2002

중국부녀취업포럼

2001

대중매체와 여성발전 토론회

2000

<혼인법> 수정과정에서의 핫이슈, 난점 토론회

1999

중국에서의 젠더와 발전

출처: 저자가 중국부녀연구회 홈페이지 자료를 도표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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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녀연구회에서는 7회 동안 여성/성별연구영역의 우수 석·박사 학위논문을 평가하
고 장려하는 제도를 실행했다. 제1회 우수석박사학위논문 28편, 제2회 21편, 제3회 40편,
제4회 28편, 제5회 37편, 제6회 17편, 제7회 29편을 평가·장려 했으며, 2019년도는 사정
에 의해 취소되었다.
여성/성별연구가 권위있는 국가급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중국국가철학사회과학기금
프로젝트 및 청년 프로젝트에서 여성/성별연구가 주제로 선정된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11년 30개, 2015년 20개, 2018년에는 49개가 선정되었다.

2) 사회문제에 참여함으로써 여성과 사회의 동시적 발전을 촉진
개혁개방 초기였던 20세기 70년 말부터 80연대 초 사이에 중국 학계에서는 “여성은
집으로 돌아가라”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났고 20세기 80연대 말에 다시 한번“여성은 집
으로 돌아가라”는 논쟁이 붙었다. 중국의 여성학자들은 두 번의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목소리를 냄으로써, 중국사회에서 맑스주의여성관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중국의 여성학자들은 여성이론연구를 강화하여 여성운동의 방향을 이끌어갔다. 이들은
여성해방이론, 맑스주의여성관, 중국특색여성리론체계, 중국특색사회주의여성리론과실천
등 이론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또 실증연구를 중시하여 여성문제가 법과 정책에 체현
되도록 촉구했다. 1990년, 2000년, 2010년의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여성사회지위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2020년)에는 제4차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현장연구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지켜냈다. 이를테면 국가자연과학기금 청년프로젝트 신청자격에서 여성 신청자의
연령을 늘리도록 했으며, 농촌여성의 토지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한층 보강했다. 또 두
아이 낳기 정책 실시에 따른 여성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지를 강조했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
를 지지하는 정책이론과 연구방법을 제시했다.

3) 여성학과가 중국 대학 제도 속에 자리잡음
중국 대학교에 1980년대에는 “부녀학” 강의가 생겼으며 1997년에는 북경대학에 여성
학 석사과정이, 2001년에는 중화여자학원에 여성학과가 개설되었다. 2006년 교육부에서
여성학을 학부전공으로 인정하여 중화여자학원 여성학과에 처음으로 4년제 학부생 30명
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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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학자들이 『여성학』 본토 교과서를 편찬했다. 『여성학개론』, 『젠더기초지식』,
『중국부녀운동사』 등 수십 권의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여성학과의 주요 교과목 틀이 형성되었다. 여성학개론, 여성주의연구방법, 여성문학,
여성심리학 등 과목은 여성학 전공 교과목에 계통적인 이론 틀, 개념체계, 연구방법을 제공
했다.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철학, 역사학, 범죄학, 미학, 문학언어학, 건축학, 지리학,
신문방송학, 체육학, 인구학, 통계학, 법학 등 각 학과에 성별연구관점이 기본 방법론으로
도입되었다.
여성사업과 여성의 전면발전을 촉진하는 실천과정에서 여성/성별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여성연구 인재들을 양성했고 선진적 성별문화를 전파했으며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의 생산과 실천을 촉진했으며 성별평등이념이 공교육 시스템
에 도입되는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여성학과 합법성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여성학 연구는 이미 20세기 80, 90년대 이래 탐색상태를 탈피하여 독립적인
본토 지식생산 과정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로는 중국 100년 여성운동사를 새롭
게 발굴, 이해하려 하고, 글로벌 현상이 중국여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반성해보며,
마르크스주의 여성관, 국제사회의 성별과 발전의제 발굴, 여성연구영역의 자본주의, 포스
트모더니즘, 포스트식민주의, 포스트해체주의의 이론시각 등을 모두 지식생산에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여성연구 40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의
경험은, 여성연구는 본토에 뿌리를 내려야 생명력이 있으며 역사를 이탈할 수 없기에, 실사
구시적으로 역사발전의 무대에 여성들의 흔적을 남겨야 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여성/성별연구는 아직도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테면 일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여성학과와 전공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학 학술지를 더
늘려야 하며, 수준 높은 학술성과가 더 전파되고 실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앞으로 중국여
성/성별연구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여성연구 이론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여성과
경제사회의 동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여성발전에 장애가 되는 관념과
악습을 타파하고, 여성발전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창조해 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정책법률에 대한 성별평등평가제도 건설 현황
『중국부녀발전요강(2011-2020)』 ‘여성과 법률’ 영역의 주요 목표는 “정책법률에 대해
성별평등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요강에서 규정한 목표임무를 완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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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2년 3월 강소성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일찍 성별평등평가를 실시했고 뒤이어 북경
시, 절강성, 사천성, 안휘성, 천진시, 호북성, 심천시, 중경시 등 다수의 지역에서도 실시하
여, 최근 몇년간 일정정도의 경험이 축적되었다. 2013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부녀
제11차 전국대표대회와 2018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부녀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
서 중국여성들이 중국공산당의 지도 하에 중화민족의 꿈을 실현하는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
을 발휘할 것을 요구 받으면서, 정책법률에 대한 성별평등평가제도 실시 사업은 한층 탄력
을 받고 있다. 길림성 제12차 부녀대표대회에서는 2020년부터 길림성에서 평가를 시작한
다고 선포했다. 2020년도에는 중국 각 성시에서 모두 성별평등평가제도를 갖추게 된다.
정책법률에 대해 성별평등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1) 중국의 헌법원칙을 체현하는 것이기
도 하고, 2) 법률정책 집행 요구이기도 하며, 3)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이기도
하며, 4) 국내외발전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북경시의 경우, 평가 주체는 정책법률성별평등평가위원회이며 정책법규를 만드는 부문,
실시 부문과 심사 부문으로 되어 있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내무사법 사무실,
정부의 법제 사무실, 부녀아동사업위원회 판공실과 부련회는 당연히 연합하여 정책법률성
별평등평가위원회 구성을 이끌어야 하며 해당 등급 정책법률성별평등평가위원회 역할을
해야 한다. 각 등급별 평가위원회 사무실은 여성아동사업위원회 사무실에 두며 일상 업무
는 여성아동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책임진다. 평가 대상은 지방 법규, 정부의 규정제도와
행정규범성 문건이며 평가 범위는 정책법률의 제정과 실시 전반 과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북경시 부녀연합회의 요청에 근거하여 북경시 부녀아동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리드하여
회의를 하거나, 조사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논증을 조직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성별평등
평가를 실시한다. 규범성문건에 대한 성별평등평가는 자기평가를 위주로 하며 자기평가와
제3자의 평가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 대부분의 성이나 시에서 선후로 정책법률에 대한 성별평등평가제도를 시작했으나
평가제도가 온전하지 못해,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
차원의 공공정책성별평등평가위원회를 성립하여 성별평등평가 절차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현재 중국의 정책법률성별평등평가는 통일된 조직기관이 없다. 북경시에서는 정책법률
성별평등평가위원회 건립, 사천성과 강소성에서는 정책법률성별평등평가자문위원회 건
립, 안휘성, 절강성, 천진시, 호북성에서는 연석회의 통과 혹은 전문가 소조 구성방식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주체가 일치하지 않아 여러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평가사업의 진전이 더딘 경향이 있다.
아직 국가차원의 정책법률성별평등평가제도가 건립되지 않았기에 각 지방의 실천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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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며 평가 틀, 평가 지표, 평가 방법에서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부합되는 평가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평가내용에 있어서도 평가 대상은 주로 성별이
나 여성 권리와 관련되는 공공정책이 다수를 차지하며 정책 전반으로 평가대상범위가 확대
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 각 지역의 성별평가위원회 혹은 연석회의에서는 주로 정책법률의
초기논증 단계에만 참여하므로 평가범위가 제한적이다. 또 현 단계 중국의 사회 대중들이
성별평등평가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참여수준도 낮다.
2005년 이래, 중국은 장가구시, 절강성 온령, 하남성 초작의 3개 도시에서 성별예산실
험을 하였으나 모두 난관에 봉착하여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부련회는 2007년 8월
에 북경에서 제1회 성별예산연수반을 개최하였고 2013년 6월에는 상해시부련회가 주최
하여 중국에서 성별예산의 이론, 방법, 실천 심포지엄을 가졌다. 2016년 11월에 북경에서
성별예산학술회의를 진행하여 성별예산 개념, 중요성에 관한 교류를 진행했다. 이처럼 성
별예산은 중국에서 아직 외국의 사례를 더 많이 학습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중국은 성별재무심사 면에서도 아직은 외국경험을 많이 배워야 할 단계에 있고 실제
운영을 보편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주류화 정책을 실시하는 첫 번째 책임주체는
정부다.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 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할 것을 언급했으며 2019년11월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표대
회에서도 기층의 사회관리체계 및 관리능력의 현대화 실현 요구를 제기했다. 남녀평등은
중국의 기본국가정책으로, 성주류화는 중국 사회관리체계 및 관리능력 현대화의 중요내용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2016년부터 전국부녀연합회 개혁을 진행해왔다. 개혁의 첫 번째 내용은
전국부녀연합회 지도자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각 영역의 기층 여성 중에서 우수한
대표들을 뽑아 지도자직에 임명하는 것이다. 2018년 중국 제12차 부녀대표대회에 새로
참석한 대표, 새로 당선된 전국부녀연합회 집행위원, 전국부녀연합회 상무위원, 전국부녀
연합회 겸직 부주석 등은 모두 기층 각 업종의 우수한 여성대표로 구성되었다. 개혁의
두 번째 내용은 부녀연합회 간부들의 임용방식과 관리제도를 개혁하여 전국부녀연합회가
간부의 여성군중사업능력을 단련, 향상시키는 중요한 진지로 되게 하는 것이다. 개혁의
세 번째 내용은 조사연구를 대량 진행하는 사업방식을 보급하며 간부가 기층 여성들과
소통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전국부녀연합회 기관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지방
정부에서 여성간부 양성 및 여성간부집단 건설에 중시를 돌리며 여성사업과 부녀연합회
사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는데, 중국은 25년 전 성주류화 도입한 후
이론연구, 여성학과 건설과 인재양성, 성별평등평가 제도건설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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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중국 대륙의 각 성, 시에서 모두 정책법률에
대한 성별평등평가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는 성주류화가 중국사회에 천착해 가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이다. 하지만 각 성시에는 정책법률에 대한 성별평등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자
집단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가의 틀,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여러 면에서도 지역
적 차이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별평등평가 전문가집단을 교육 양성하는 일이
급선무로 다가오며 앞으로 수년간 각 성시의 실천 경험을 총화 짓고 점차 국가차원의 성별
평등평가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남녀평등 실현을 기본국가정책으로 견
지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한 여성의 역할 발휘를 강조하는 등 마르크스주의여성관을 견지
하며, 여성의 발전과 남녀평등을 당과 정부 사업의 정책적 주류에 포함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성주류화 목표 달성에서 중국이 가진 제도적 우세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주류화가 중국특색사회주의 성별문화 건설 맥락에 알맞게 변용되어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여전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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