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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치마 속 촬영하면 최대 2년형 징역 처하는 일명 ‘업스커팅 법’ 시행
황 수 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치마 속을 촬영(upskirting) 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최대 2년
징역에 처하는 불법촬영 금지법(Voyeurism Offences Act 2019)이 4월 12일 시행됐다. 영국에서
‘업스커팅’(Upskirting, 치마 속 촬영)으로 더 잘 알려진 불법 촬영은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웠다. 하지만 2017년 여성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치마
속 촬영을 성범죄로 처벌해 달라”는 캠페인을 장기간 펼치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GOV.UK (2019.4.12.)
"Implementation of the Voyeurism
(Offences) Act 2019",
https://www.gov.uk/government/
publications/implementation-ofthe-voyeurism-offences-act-2019
(검색일: 2019.4.15.)

불법촬영 금지법의 핵심은 카메라 등 장비를 사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를
볼 목적으로 옷 속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동법 제정 이전에는
업스커팅이 관음죄(voyeurism)나 풍기문란죄(outraging public decency)에 적용되었는데, 관음죄는
‘몰래 촬영’, 풍기문란죄는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때문에 지하철, 버스, 콘서트장 같은 공공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업스커팅을 처벌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불법촬영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단서 없이도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촬영본을 유포하기만 해도 최대
2년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 Legislation.go.uk (2019)
"Voyeurism (Offences) Act 2019",
http://www.legislation.gov.uk/
ukpga/2019/2/contents/enacted
(검색일: 2019.4.15.)
- Ministry of Justice (2019)
"VOYEURISM (OFFENCES) ACT
2019: IMPLEMENTATION OF THE
VOYEURISM (OFFENCES) ACT
2019”,
https://assets.publishing.service.

피해 여성들의 활발한 캠페인이 불법촬영 금지법 입법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이끈 사람은 27세 여성인 지나 마틴이다. 4월
12일 BBC 보도에 따르면, 지나는 2017년 7월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록밴드

gov.uk/government/uploads/
system/uploads/attachment_
data/file/790549/circularvoyeurism-offences-act-2019.pdf
(검색일: 2019.4.15.)

킬러스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한 남성이 자신의 다리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어
사진을 찍어가는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 발생 뒤 지나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업스커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영국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나는 “업스커팅을
성범죄로 만들어 달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였고, 순식간에 5만 명이 청원에 참가하면서

- BBC (2019.4.12.)
"Upskirting now a crime after
woman's campaign”,
https://www.bbc.com/news/uk47902522
(검색일: 2019.4.15.)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자유민주당 (The Liberal Democrats) 소속인 웨라 홉하우스 국회의원이 이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았다. 입법 추진 당시 의회에서 보수당 소속 의원의 반대에 직면해
입법이 무산될 뻔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5일 정부 입법으로 불법촬영 금지법이 발의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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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14일 왕실 승인을 받으면서 업스커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침내 탄생했다.

성범죄로 만들어 달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였고, 순식간에 5만 명이 청원에 참가하면서

47902522
(검색일: 2019.4.15.)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자유민주당 (The Liberal Democrats) 소속인 웨라 홉하우스 국회의원이 이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았다. 입법 추진 당시 의회에서 보수당 소속 의원의 반대에 직면해
입법이 무산될 뻔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5일 정부 입법으로 불법촬영 금지법이 발의됐고,
올해 2월 14일 왕실 승인을 받으면서 업스커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침내 탄생했다.
영국에서 업스커팅은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으로, 가해자인 남성이 여성을 노린 성범죄다. BBC는
영국 통신사인 언론 연합 (the Press Association)이 정보 공개 청구로 얻은 경찰 자료를 인용,
2015년 4월~2017년 4월 통틀어 영국 전역에서 78건이었던 업스커팅 성추행이 2018년 한
해에만 94건이 발생할 정도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경찰 범죄 통계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국의 아동 및 여성 인권 보호 비영리
단체인 'Plan International UK'가 영국 전역 14~21세 여성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꼴로 업스커팅 성추행을 당했지만,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의 대표인 루시 러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길거리 성추행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 여성들은 부끄러워서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이런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제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CANADA
온타리오 대학생, 학내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에 노출
김 양 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온타리오주의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학내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9일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8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온타리오 소재 대학에 다니는 746,264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대학생들의
성희롱 경험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중 163,777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된 교내 성폭력 실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참고자료
- HuffPost(2019.3.20.)
“Ontario Sexual Violence Survey
Finds 64% Of University Students
Have Been Harassed”,
https://www.huffingtonpost.
ca/2019/03/19/ontario-sexualviolence-survey-finds-64-of-

해당 연구는 성희롱 경험을 13개의 문항으로 이뤄진 성희롱 경험 지표(Sexual Harassment
Experience Index)로

측정하였는데, 이 13개의 문항들은 협의의 직접적인 성희롱, 예컨대 거북하게

느껴지는 신체 접촉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데이트 신청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불편한 성적 농담을 경험 해 본적 있는지 등을 묻는 문항들 외에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 정체성에 비하적인 별명을 붙여 놀리는 행위를 당해 본 적이 있는지,
성 정체성에 관련해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내용들을 가해자가 배포 내지는 전시 한 적이 있는지
등을 폭넓게 묻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중 63.2%, 전문대 학생 중 49.6%가 학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스토킹의 경우, 4년제 학생 중 23.7%, 전문대 학생 중 23.0%가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 환경도 성희롱이나 스토킹에서02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students-have-beenharassed_a_23696067/
- Summary Report of the Student
Voices on Sexual Violence
Survey(2019.3.19.)
https://files.ontario.ca/tcusummary-report-student-voiceson-sexual-violence-surveyen-2019-03.pdf

en-2019-03.pdf

등을 폭넓게 묻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중 63.2%, 전문대 학생 중 49.6%가 학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스토킹의 경우, 4년제 학생 중 23.7%, 전문대 학생 중 23.0%가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 환경도 성희롱이나 스토킹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이다(heartbreaking and disturbing)”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학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이미 있다는 것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더 널리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응답자의 약 60%, 2년제 대학에 다니는 응답자의
48%가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걸쳐 문제를 보고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에 대해 주정부는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캠퍼스 성폭력 방지 대책에 배정된 예산을 기존의 3백만 캐나다 달러에서
6백만 달러로 증강할 것이며, 이 늘어난 재정은 교육훈련, 학내 보안용 카메라 설치, 조명
보강, 온라인 성희롱 방지 앱 계발 등에 쓰일 것이라 발표했다. 주정부는 또한 모든 온타리오의
대학들로 하여금 당장 올해 9월까지 교내 성폭력 방지 TF팀을 꾸려 기존의 성폭력 관련 학칙을
리뷰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앞으로는 매년 대학들이 교내 성폭력 사례 처리 보고서를
주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한편 주정부는 응답자의 성비 등 보고서의 자세한 부분을 조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내부 연구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조사가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지적해온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정부 차원에서 일깨웠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의견도 있으나, 주정부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OECD
OECD, 2019년 ‘사회제도 및 젠더지수(SIGI)’ 결과보고서 발표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OECD는 지난 3월 초 국가별로 성차별적 제도 및 관행을 측정한 ‘2019년 사회제도 및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SIGI는 2009년
처음 시작되어 2012년, 2014년, 그리고 올해 네 번째로 발표된 것으로 크게 (1) 가정 내
차별(discrimination in the family), (2) 신체적 자유 제한(restricted physical integrity), (3) 생산 및
재정 자원에의 접근 제한(restricted access to productive and financial resources), (4) 시민적 자유
제한(restricted civil liberties)의 4분야, 총 16개의 세부지표로 나뉘어 국가별 성불평등 및 성차별
정도를 측정한다. 총 점수(SIGI value)는 퍼센트(%)로 표기되며, 이에 따라 차별 정도가 매우
낮음(very low, 총점 20% 이하), 낮음(low, 총점 20-30%), 보통(medium, 총점 30-40%),
1)

높음(high, 총점 40-50%), 매우 높음(very high, 총점 50% 이상)으로 분류된다. 즉, 점수가 낮은
수치일수록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이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3 중 1위를 차지했다. 덴마크,
2019년 SIGI 보고서에 따르면, 총점에서 스위스가 120개 국가들

참고자료
- Reuters (2019.3.8.),
"Switzerland ranked as best country
for women's rights: OECD,"
https://www.reuters.com/article/
us-global-women-discrimination/
switzerland-ranked-as-bestcountry-for-womens-rights-oecdidUSKCN1QP239
(검색일: 2019.4.7.)
- SIGI,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https://www.genderindex.org/
ranking/
(검색일: 2019.4.7.)
- OECD (2019). "SIGI 2019 Global
Report: Transforming Challenges

index“

높음(high, 총점 40-50%), 매우 높음(very high, 총점 50% 이상)으로 분류된다.1) 즉, 점수가 낮은
수치일수록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이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19년 SIGI 보고서에 따르면, 총점에서 스위스가 120개 국가들 중 1위를 차지했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포르투갈이 그 뒤를 이었고, 상위 10위권은 모두 유럽지역 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는 SIGI 총점이 8.1%점을 기록했는데, 특히 가정 내 차별 분야에서 성차별
수준이 0.1%에 그쳤다. 이는 2위를 차지한 덴마크, 스웨덴이 각 15%, 15.1%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주목할 만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genderindex.org/
ranking/
(검색일: 2019.4.7.)
- OECD (2019). "SIGI 2019 Global
Report: Transforming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
bc56d212-en
(검색일: 2019.4.7.)

신체적 자유 제한의 경우, 스위스가 13.3%로 10% 이상이었고, 캐나다 4.20%, 프랑스 6.00%,
노르웨이 7.00%, 스웨덴 8.10% 정도였다. 세 번째 분야인 생산 및 재정 자원에의 접근
제한에서 스위스는 11.9%로 나타난 반면 덴마크는 4.8%, 스웨덴은 2.1%로 훨씬 낮게 나타났다.
시민적 자유 제한의 경우 스위스는 6.5%로 타 상위권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2019 SIGI 발표에서 한국은 총 점수 23.40%로 51위를 기록해 카테고리 상으로는
‘낮음(low)’으로 분류되었다. 신체적 자유 제한은 17.5%로 그 중 가장 성차별이 낮게 나타났고,
특히 가정 내 차별(21.8%)과 생산 및 재정 자원에의 접근 제한(33.00%)의 차별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카테고리의 세부요소 중 차별 정도가 높은 요소는 가정 내
차별 중 ‘어머니의 유급 근로’ 55%, 생산 및 재정 자원에의 접근 제한 중 ‘매니저의 공유’ 73%,
‘주거소유의 공유’ 71%, ‘농지소유의 공유’91%, 제한적 시민 권리 중 ‘야간 보행 안전’ 81%, ‘여성
리더’ 59% 둥으로 여성이 가정이 아닌 노동시장과 사회적 조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편, 가구 안에서 주거나 농지 소유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매우 느리고, 아직 잔존하는 법적, 제도적,
그리고 관습적 차별 문제들을 지적했다. 현재의 양성평등 실현 진행 속도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5번인‘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권익강화'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최소 20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한국 에서도 정부 및 사회 구성원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원문에서는 차별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0%에서 100%에 이르기 까지 그 수치를 표기함에 따
라, 본 원고에서도 점(예: 50점)이 아닌 퍼센트(예: 50%)로 표기함.

독일 GERMANY
독일, 이주·난민 엄마들의 구직 활동 지원 강화
채 혜 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현재 독일의 엄마들 중 31%가 이주 배경이 있으며, 이 중 48%의 여성이 벌이가 있는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주 배경이 있는 엄마들이 독일에서 취업할 확률은 이주 배경이 없는
엄마들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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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https://www.starkimberuf.de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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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 있는 엄마들의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 https://www.starkimberuf.de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4.3.),
“90 Kontaktstellen bringen Mütter
mit Migrationshintergrund in Jobs”,
https://www.bmfsfj.de/

독일 정부는 현재 이주 배경을 가진 엄마들을 위한 ‘직장 역량 강화(Stark im Beruf)’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주 여성들의 취업률은 낮은 편이지만 일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를 갖고 있고,
고용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 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
취지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전역의 90여 개 기관에서 직업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임금
노동과 연계된 일자리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mfsfj/aktuelles/presse/
pressemitteilungen/90kontaktstellen-bringen-muettermit-migrationshintergrund-injobs/134132
- https://www.genderindex.
org/wp-content/uploads/files/
datasheets/2019/KR.pdf

‘Stark im Beruf’ 프로그램은 구직을 원하는 이주 여성을 위해 노동 시장과 연계된 모든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직업 오리엔테이션→인턴십→직업 교육
등 최종 취업이 되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에 필요한 지역
파트너와의 네트워킹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인적으로는 전문가와의 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상담 및 트레이닝, 언어 지원, 인턴십 과정에 대한 지원과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일과 가족 양립에 관한 조언, 자녀 돌봄 지원 등도 지원한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1만 명의 이주 가정 엄마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중 37%의 참여자가 일을 시작했다(자영업과 직업교육 참여 포함).
또한 프로그램 참여한 엄마들 중 35%가 대학능력시험을 통과하거나 직업학교에 진학했으며,
참여자의 20% 이상이 학사와 석사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Stark im Beruf’ 프로그램의 운영 기금은 독일 연방정부 예산 외에 유럽사회기금(ESF)의 매년
최대 75,000유로(한화 약 9,648만 원)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다. 지난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연방노동청이 새로 협약을 맺은 곳은 베를린에 위치한 ‘Vivantes
Clinic’이다. 이곳은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이주했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엄마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연방 고용청과 지역 고용센터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고용 상담, 언어 교육과 인턴십 지원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동일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가정의 엄마들도 지원한다. 난민 여성의 취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동행 서비스, 중재 및 지원 등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이에 독일 전역의 35개 관련 기관에서는 난민 엄마들의 취업을 위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주(州) 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참여 기관은 공공기관부터 법인, 기업 등 다양하다. 독일 정부는
05 ‘Stark im Beruf’ 프로그램을

(검색일 : 2019.4.29.)

“앞으로 연방 고용청과 지역 고용센터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고용 상담, 언어 교육과 인턴십 지원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동일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가정의 엄마들도 지원한다. 난민 여성의 취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동행 서비스, 중재 및 지원 등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이에 독일 전역의 35개 관련 기관에서는 난민 엄마들의 취업을 위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주(州) 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참여 기관은 공공기관부터 법인, 기업 등 다양하다. 독일 정부는 ‘Stark im Beruf’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 외에 난민 가정 엄마들을 위해 2017년과 2018년, 매년 2만
5천 유로(한화 약 3,216만 원)를 지원했다. 현재 난민 여성을 위한 ‘Stark im Beruf’에는 총 2백만
유로(한화 약 25억 7,292만 원)의 독일 연방 기금과 유럽사회기금(ESF) 기금이 제공되고 있다.

스웨덴 SWEDEN
스웨덴의 성(Sex) 및 성평등(Gender Equlity) 교육 웹사이트 ‘Youmo’
홍 희 정 웁살라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2015년 12월 31일, 독일 쾰른 철도역 광장에서 약 1천 여 명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약 5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며칠 후

참고자료
- https://www.dn.se/
(검색일: 2019.3.20.)

용의자 19명이 특정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10명은 망명 신청자들이었고, 9명은 2015년 9월 이후

- https://www.rfsu.se

독일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의 성평등(Gender

(검색일: 2019.3.20.)

Equlity)

교육1)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나아가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는

- https://www.svd.se/
ensamkommande-bor-fasexualundervisning/om/
overgreppen-under-we-are-sthlm

여성과 아동을 위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검색일: 2019.3.21.)

스웨덴은 이러한 인근 국가의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꾸준히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이민·난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이민자에 의한 성범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다. 당시 스웨덴 성교육 기관인 RFSU (Riksförbundet för sexuell upplysning)는
스웨덴 이민자 중에서 특히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고, RFSU의
대표인 크리스티나 루용로스(Kristina Ljungros)와 사무총장인 마리아 안데르손(Maria Andersson)은
다겐스뉘헤테르(Dagens Nyheter)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 청소년들은 북유럽과 다른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미 성적 학대를 경험했거나, 학교에서 충분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 The Local(2016.1.8.), “Police chief
suspended after mayor's final
blow”,
https://www.thelocal.
de/20160108/po
(검색일: 2019.3.16.)
- The Local(2019.3.28.),
“Huge international interest in
Sweden’s sex education website”,
https://www.thelocal.
se/20190328/huge-internationalinterest-in-swedens-sexeducation-website

많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검색일: 2019.3.22.)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스웨덴은 약 370만 크로나(1 SEK=122.74, 한화 약 4억 5천만원)를
이민자 성평등 교육 관련 예산으로 배분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이민 청소년2) 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웹사이트(https://www.youmo.se, 이하 youmo)를 우선적으로 개설함으로써 이민. 난민을

- The Local(2016.1.18.),
“Teach refugee children about sex:
Swedish campaigners”,
https://www.thelocal.se/voices/
view/swedish-campaignersteach-refugee-boys-about-sex

위한 성 및 성평등 교육을 시작했다.

(검색일: 2019.3.20.)
- https://www.youmo.se/
(검색일: 20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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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성 및 성평등 교육을 시작했다.

(검색일: 2019.3.20.)
- https://www.youmo.se/
(검색일: 2019.3.16.)

[Youmo 홈페이지]

유모(Youmo)3) 는 이민 청소년 13세에서 20세를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건강한 성 생활, 피임,
임신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매매, 인간관계, 스웨덴에서 친구 사귀기, 결혼, 동거, 가족형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익명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웹사이트는 스웨덴어(Swedish), 영어(English),
아랍어(Arabic), 다리어(Dari), 소말리어(Somalian), 티그리냐어(Tigrinya) 등 6개 국어4)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이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개설된 이래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모의 프로젝트 리더인 로타 노르드 루블리스(Lotta Nordh Rubulis)는 더 로컬지(The Local)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 이미
우리가 몇 몇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 청소년 중에는 성별로 매우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스웨덴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웨덴 사람과
격리된 체 살아가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스웨덴에서 살아가기 위해 스웨덴 친구를 만나고
우정을 쌓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상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유모
웹사이트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이 웹사이트는 스웨덴 내 이민 청소년들을 위해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동 국가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IP를 근거로 발표한 방문자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8년 유모에 가장 많이 접속한 국가는 이란이며 약 261,234명이 접속했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 125,175명, 미국 66,066명, 이집트 61,144명, 사우디아라비아 38,434명,
아프가니스탄 36,806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상위 12개 국가를 꼽았을 때 중동
문화권 국가가 총 7개국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동 문화권 국가에서
접속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유모 프로젝트 리더인 로타 노르드 루블리스(Lotta Nordh Rubulis)는
“중동 문화권에서 성은 금기시 되고, 학교 교육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국어로 지원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찾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유모가 개설된 후 막대한 세금을 들여야 할 정책이 아니라고 비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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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때문에 모국어로 지원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찾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유모가 개설된 후 막대한 세금을 들여야 할 정책이 아니라고 비난했고,
또한 유모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이민 남성으로 하여금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으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모 웹사이트를 이용한 이민 청소년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전문가와 함께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사이트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1) 성(Sex) 교육 포함
2)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인식이 낮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특징이 있음
3) 기존 스웨덴 청소년 클리닉으로 불리는 UMO(Youth Reception on the Net)의 자회사 임.
4) 다리어(Dari)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되며, 티그리냐(Tigrinya)어는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사용되는 언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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