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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투(#Me too)
담론의 파급 양상 분석
초록
■ 게시글

분석 결과 첫째, 젠더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보다는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사실을 “폭로” 혹은 “고발”하는데 초점이 있음. 둘째, 페이스북의 특성 상 직장
내 미투보다는 “스쿨미투”의 비중과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공유·댓글 내용 분석 결과 첫째, 게시글과는 달리 댓글에서는 “미투”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혼재되어 있으며

대립적인 양상이 나타남. 둘째, 여성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역시 직·간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층위의 차별과 역차별이 논의됨.
■ 파급력을 기준으로 영향력자 1000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성향을 근거로 4개 집단으로 분류함. 이들의 소셜액션

특성을 보면 4월 이후 집단2(온건한 지지)의 비중이 낮아지고, 집단4(과격한 반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문유경·전기택·김영택·정성미·배호중·정희태·김유정(2018).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I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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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미투”운동은 소셜네트워크의 전파력이 기폭제가 되어 발생했음.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 역시
소셜네트워크와 미디어에 의해 전개되었음. 그러나 초기 일방적인 찬성과 지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론이 제기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임. 이 연구에서는 미투
담론이 온라인의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어떻게 파급되어 갔는 지를 분석함.

2.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자료수집과 기초분석은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아르스 프락시아에 의뢰하여 이루어짐.
분석대상은 페이스북 공개게시물이며 수집 대상기간은 2018년 1월에서 8월까지임. 검색어는
“미투”로 한정하였으며, 페이스북 공개게시물 중 본문에서 “미투”를 언급한 본문 및 댓글, 공유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음. 분석 방법은 데이터의 파급력(potential page view) 지표를 산출하여
파급력이 큰 게시문과 댓글의 내용을 분석하였음.

게시글 분석결과
▶ 지난 8개월 간 수집된 공개게시글은 총 2,415건이며, 하루 평균 10.41건, 월 평균 301.88건임. 월별
분포를 보면 3월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4월 이후 감소하여 월별 평균 200건 미만으로 유지
되고 있음.
[그림 1] 일별/월별 게시글 수
월별

일별
3월 22일 ~ 23일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2018분 이어말하기’

3월 5일
이윤택 ‘미투‘
피해자 기자회견
안희정 성폭행 폭로

8월 14일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1월 29일
서지현 검사 폭로

8월 18일
안희정 1심 판결
규탄집회

월별 게시글 수
일별 게시글 수

출처: “미투담론의 파급양상 분석을 위한 소셜데이터”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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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의 내용 분석 결과 첫째, 젠더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보다는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사실을 “폭로” 혹은 “고발”하는데 초점이 있음.
둘째, 페이스북의 특성 상 직장 내 미투보다는 “스쿨미투”의 비중과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전체 게시글 2,415건 가운데 “직장”이 언급된 게시글은 130건으로 “학교”가 언급된
게시글 332건 대비 2.5배 가량 더 많음.
▶ 각 대학교 대나무숲(일종의 익명게시판)을 포함하여 10대~20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개페이지가 많아 학내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존재함. 직장미투는 직장 내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페이스북 내에서 거의 부재하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온라인 미투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그림 2] 게시글의 개념에 대한 내용 분석

Graphic by Optimind 2.0

출처: “미투담론의 파급양상 분석을 위한 소셜데이터” 원자료

공유, 댓글 분석 결과
▶ 월별 공유 및 댓글 데이터 빈도수와 파급력 점수를 보면 페이스북의 소셜 액션(social action)
빈도수는 3월에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댓글과 댓글이 지니는 파급력은 8월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이는 8월에 등장한 “미투” 관련 이슈가 페이스북 상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음을 의미함. 8월에
안희정 전지사의 무죄판결에 댓글 및 재댓글이 집중되어 전체 의미망에서 두드러지는 결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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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댓글, 공유글, 재댓글의 월별 빈도수와 파급력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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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과 재댓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투를 지지하고 있는 게시글과는 달리 “남자”
또는 “남성”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짐. 성범죄의 (잠재적)가해자로서의 남성, “폭력”과 “권력”의
주체로서 남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짐.
▶ 다른 한 편에서는 남성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성범죄의 직접 피해 뿐만 아니라
“무고”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지적함. “꽃뱀”은 가장 극단적으로 위와 같은 남성의 시각을
드러내는 단어임. “펜스룰” 역시 게시글에서는 없었던 남성들의 방어적 태도를 보여줌.
▶ 전체적으로 댓글과 재댓글의 내용은 “미투”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혼재되어 있으며 대립적인
양상이 나타남. 여성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역시 직간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층위의 차별과 역차별이 논의되고 있음.
[그림 4] 댓글, 공유글, 재댓글의 내용분석

Graphic by Optimind 2.0

출처: “미투담론의 파급양상 분석을 위한 소셜데이터”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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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자의 소셜 액션 현황
▶ 영향력자는 소셜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 생산된 정보프레임이
시청자 혹은 독자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소수의 영향력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영향력자의 선정은 특정 계정의 친구 수가 많을수록, 해당 게시글의
공감수나 댓글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용자들이 접할 가능성이 높아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가정하에 파급력 지표값을 기준으로 하여 1,000명을 선정하였음.
▶ 상위 1,000개 이용자 계정의 소셜 액션 현황을 보면 계정수는 8.84%이지만, 이들의 댓글 및
재댓글 수는 3,256건으로 전체 댓글 및 재댓글 수(14,168건)의 22.98%를 차지하여, 영향력자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이 드러남.
[그림 5] 전체 데이터 중 영향력자의 비중

3,256
1,000

22.98%

8.84%
영향력자

10,312

10,912

계정 수

댓글/재댓글 수

비영향력자

출처: “미투담론의 파급양상 분석을 위한 소셜데이터” 원자료

영향력자의 성향 분류와 분포
▶ 영향력자의 성향에 따른 파급양상의 차이를 보기 위해 두 개의 축을 사용하여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함. 하나의 축은 “미투”운동에 대한 긍정 또는 지지를 하는 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의 축은
표현 상에 혐오표현이 있는 지임. 위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상위 1,000위 이내의 영향력자의
성향을 분류하면 아래의 <표 1>과 같음. 성향의 분류가 어려운 집단5을 제외하면 집단2(미투를
지지하고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음)가 전체의 35.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집단3(미투의 지지를 유보하지만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이 9.8%로 그 다음으로 높음
<표 1> 영향력자의 미투에 대한 성향 분포
구분

성향

계정수

비율(%)

구분

성향

계정수

비율(%)

집단 1

미투 지지, 혐오표현 사용

65

6.5

집단 4

미투 지지유보/반대, 혐오표현 사용

46

4.6

기타 의견 및 노이즈

193

19.3

집단 2

미투 지지, 혐오표현 비사용

354

35.4

집단 5
공유글만 존재하여 입장 파악 불가

244

24.4

1,000

100.0

집단 3

미투 지지유보, 혐오표현 비사용

98

9.8

합계

출처: “미투담론의 파급양상 분석을 위한 소셜데이터”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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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자 성향을 도형화하면 (재)댓글을 통해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영향력자들의 75%는 “미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25%는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임. 협오표현을 사용하는 공격적
거부집단과 옹호집단은 11.1%로 사실상 소수에 불과하나, 이들 집단은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각종
혐오표현을 사용하면서 남녀갈등의 양상을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음.
▶ 집단 2와 3의 경우에도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①/② 영역),
집단 3에는 부분적으로 “미투” 자체에는 동의하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③ 영역).
[그림 6] 영향력자의 미투에 대한 성향
혐오표현 사용

집단1
"공격적 옹호"

집단4
"공격적 거부"

미투운동
지지유보
/반대

미투운동
긍정/지지
집단3
"유보적 판단"

집단2
"공감과 분노"

혐오표현 비사용
출처: “미투담론의 파급양상 분석을 위한 소셜데이터” 원자료

▶ 영향력자 성향별 집단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댓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7]과 같음.
[그림 7] 영향력자 집단별 핵심 메시지
혐오표현 사용
집단4

· 미투운동을 페미니즘의 연장선으로 보면서 여성만이 피해자
이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한다는 주장에 반감을 표출함
· 무고로 인한 피해자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도 군복무, 남성에
대한 역차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거칠게 표현함
· '꽃뱀', '뷔페미니스'등 으로 이성이 '불리할때만' 약자임을 자치

미투운동
지지유보
/반대

하고 역으로 남성을 이용하려는 이중잣대를 지적함

· 남성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미투
운동이 지나치게 여성 중심적으로 경도되는 것을 경계함
· 극단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집단1
· 이성에 대한 '피해자' 및 '약자'의 프레임이 강함
· 반대로 남성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강자'의 프레임을 가지면서
여성들에 대한 일체의 억압을 거부함
· 남성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남성들의 여성혐오 표현을 '미러링'
하여 갈등적인 대립양상을 가중시킴

· 미투운동과 폭로로 드러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투운동
긍정/지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감을 표현함
· 가해자들과 이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 특히 안희정 무죄 판결에
대해 분노하여 피해자 노출에 따른 2차 가해와 미투를 비꼬거나

· 따라서 무죄추정원칙에 근거한 사법공정성과 무고죄 처벌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폭로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유행처럼 소비되는 현상을 경계함
· '이화여대 성폭력 근절 행진'에 대한 지지가 두드러짐

집단2

집단3
혐오표현 비사용
출처: “미투담론의 파급양상 분석을 위한 소셜데이터”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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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자의 댓글과 재댓글 분포 양상을 보면, 4월이후 집단2(온건한 지지)의 비중이 낮아지고,
집단4(과격한 반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표 2> 영향력자의 월별 집단별 (재)댓글 빈도수
전체

영향력자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1월

136

6

0

4

1

0

1

2월

1,404

270

31

117

39

2

81

3월

7,896

1,798

342

649

290

211

306

4월

1,613

210

16

117

10

2

65

5월

759

252

51

17

12

86

86

6월

273

80

2

22

19

7

30
168

7월

1,103

342

42

56

27

49

8월

984

298

47

128

62

50

11

합계

14,168

3,256

531

1,110

460

407

748

출처: “미투담론의 파급양상 분석을 위한 소셜데이터” 원자료

3. 정책 제언
미투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구조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속적인
대결구도는 소모적일뿐 아니라 갈등이 심화되어 폭력성을 띠게 됨.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미투운동을 남녀대결 프레임보다 비대칭적인 권련관계에 의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미투운동은 기존의 사법체계가 성폭력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해주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축적되었던 성폭력사건들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임. 정책적으로는 사법적 공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페이스북의 미투와 관련된 많은 담론들은 사법적 판단을 중요시하고 있음.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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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초록
■본

연구는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검토하고, 판결문 조사, 언론보도사례 검토, 피해사례와 현황파악, 피해실태조사 및
피해자 심층면접을 통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의 양상과 유형을 제시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과 관련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유경희(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9

1. 연구 배경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의 증대는 시공을 초월하여 무한한 정보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 피해 발생이 심각하고 다양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음.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온라인
이용을 기피하게 만들며, 나아가 인간관계를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관계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점
파악과 함께 대응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온라인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한 고통과
두려움은 피해자 지원 기관에 신고된 일부 사례나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온라인 성폭력 제반의 피해율이나 발생 경로, 피해 유형, 피해자 인식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부족한 실정임. 기존의 연구들은 표본수가 너무 적거나 조사 문항이 일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면밀히 파악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음
법·정책적 관점에서 법적인 규정은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다양한 범죄유형을 규율하고 있으나,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처벌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자신들도 피해라고 여기지 않거나 상담소 등이 오프라인의
성폭력상담만을 예정하고 있어 상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이것을 삭제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도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분석 결과
온라인 성폭력 개념 및 관련 법·정책 현황
▶ 온라인 성폭력 개념
-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과 관련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오프라인과 대비되는 온라인은 우리와 친숙하고 일상적인 환경인데 여기서 일어
나는 성폭력을 정확하게 찾아 내고 그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전이 증진되고 피해자
보호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바꿔 가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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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삭제지원 및 성폭력
행위자 구상권 행사조항을 두고 있으며, 동 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지원되고 있음.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
- 2017.9.26. 교육부를 비롯한 13개의 정부 부처(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인사처, 방통위, 관세청, 경찰청, 방심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 및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분석
▶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 온라인 성폭력 피해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명으로 검색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360건을 대상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가해자, 피해자, 유포범행 및 처벌형량을 분석하였고, 2011년∼2016년 4월까지의
통계와 비교분석하였음.
- 지하철 등에서의 불법촬영은 줄고, 집 등에서의 비동의 성적 촬영물 (소위 ‘리벤지포르노’)의
유포가 늘어났으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는 경우보다 유포한 경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음.

<표 1> 유포 여부
(단위 : 빈도, %)
[2011년~2016년 4월]

[2017년]

유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없음

1,467

95.8%

322

90%

있음

64

4.2%

34

10%

합계

1,531

100.0%

356

100%

- 1심 선고형량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비율은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5.3%→11.1%)하였고, 벌금형은
감소(72.0%→54.1%)하였음. 징역형량은 이전 기간과 유사하게 6월에서 1년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음. 벌금형은 이전 기간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80.1%였고 2017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53.5%, 300만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벌금형이 47%에 이르러 이전
기간에 비해 벌금형의 액수가 다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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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형벌 종류
(단위 : 빈도, %)
[2011년~2016년4월]
1심 형벌종류

빈도

백분율

[2017년]
빈도

백분율

징역

82

5.3%

41

11.1%

벌금

1,109

72.0%

200

54.1%

집행유예

226

14.7%

103

27.8%

선고유예

115

7.5%

22

6.0%

전부무죄

9

0.6%

4

1.1%

합계

1,541

100.0%

370

100.0%

피해유형별 언론보도사례 분석
▶ 검색어 ‘음란물’을 넣어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된 주요 일간지나 인터넷 뉴스 등 2018년
1년간 언론기사를 검색하였음.
▶ 언론보도 사례를 통한 온라인 성폭력 피해유형을 보면, 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문자, 영상 등을 전송하는 피해유형, ② 상대방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 협박을 빌미로 또 다른 성폭력이
발생하는 피해유형,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편집기술이 발달하면서, 음란한 영상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후 조롱하는 글과 함께 게시하거나,
이러한 편집영상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의 피해유형, ④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또 다시 신체사진을 전송받는 피해유형, ⑤ 피해촬영물이 인터넷 음란사이트,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되는 피해유형 등이 있음.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및 피해지원 실태
▶ 온라인 설문조사
-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전국의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 경험(매체, 가해자, 방법 등 피해 유형), 후유증(자타해 위험성
등), 인식(온라인 성범죄의 범위, 대처 및 지원 방안),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였음.
- 전체 2,000명의 조사 대상자 중 촬영, 유포협박, 유포·재유포 피해없이 온라인 성적
괴롭힘만 경험한 피해자는 1,648명(82.4%),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352명(17.6%)이었음.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중 촬영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324명
(16.2%), 유포협박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96명(4.8%), 유포·재유포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57명(2.9%),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106명(5.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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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중복피해 포함).
- 그 중 촬영피해의 발생 경로와 피해유형을 보면, ‘나도 모르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나의 신체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경우가 110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나의 사진, 영상물을 내 의사에 반하여 상대가 보유’하는 경우
101명(31.2%), ‘나도 모르게 내가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경우 84명(25.9%),
‘나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신체 일부/나체가 강제로 촬영’된 경우
29명(9%) 순이었음.

<표 3> 촬영 성폭력의 발생 경로와 피해 유형
(단위: 명, %)
합의하에
촬영

가해자가
나 몰래 촬영

제 3자가
몰래 촬영

강요·협박하여
촬영

전체

0(0.0)

64(58.2)

46(41.8)

0(0.0)

110(100.0)

나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신체 일부·나체가 강제로
촬영

0(0.0)

0(0.0)

0(0.0)

29(100.0)

29(100.0)

나도 모르게 내가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장면이 촬영

0(0.0)

41(48.8)

43(51.2)

0(0.0)

84(100.0)

나의 사진·영상물을 내 의사에
반하여 상대가 보유

13(12.9)

49(48.5)

22(21.8)

17(16.8)

101(100.0)

전체

13(4.0)

154(47.5)

111(34.3)

46(14.2)

324(100.0)

구분
나도 모르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나의 신체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

성적 수치심이 드는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예방 대책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모두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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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온라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
(단위: 명, %)
구분

성적 괴롭힘

촬영

유포 협박

유포·재유포

그루밍

온라인 성폭력 대응 방안(매뉴얼)
개발·홍보

79(4.8)

15(4.6)

7(7.3)

6(10.5)

13(12.3)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규제 강화

1,023(62.1)

210(64.8)

44(45.8)

30(52.6)

60(56.6)

246(14.9)

40(12.3)

16(16.7)

11(19.3)

14(13.2)

36(2.2)

11(3.4)

7(7.3)

5(8.8)

2(1.9)

222(13.5)

42(13.0)

19(19.8)

4(7.0)

16(15.1)

42(2.5)

6(1.9)

3(3.1)

1(1.8)

1(0.9)

1,648(100.0)

324(100.0)

96(100.0)

57(100.0)

106(100.0)

온라인 게시물, 댓글에 실명제
적용하기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
기구 마련
온라인 성폭력 감시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인권 및 온라인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활성화
합계

▶ 심층면접
-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은 무제한의 복제가능성으로 인하여 1회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해가 지속되며,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는 피해의 사소화, 피해자
비난으로 인하여 피해 경험을 드러내는 것부터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유포 이전에 유포 협박 단계에서는 오직 유포를 막는 데 목적을 두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를 할 수 없고, 유포된 이후에는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대응을 하게 되며, 신고나
지원 요청은 곧 촬영물 유포 피해를 확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개인정보를 남기고 피해 입증을 해야 한다는데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사비를 들여 민간 기업에 의뢰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촬영물이 민간 기업에 집적되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가 된 사례가 있음.
- 온라인 성폭력, 특히 촬영물 유포의 피해자는 일상이 파괴되고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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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외국 법·정책사례
▶ 미국의 경우 성범죄 문제로의 접근보다는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과 정책이 마련되었음.
▶ 영국은 성범죄의 관점에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음. 영국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
홈페이지에서 유의미한 내용은 위스퍼 컨택이 가능한 것임. 자신을 알리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나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피해자중심의 관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님. 가해자의 행위중심으로 규정하면서도 피해자의 피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이
호주의 이미지 기반 학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은 한국에 비해 처벌규정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일본의 「사적 성적 영상물 제공 등에 따른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이 사생활의 침해를
보호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일본법제는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3. 정책 제언

지금까지 살펴 본 온라인 성폭력 피해양상과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근거로 온라인 성폭력 피해의
사각지대를 규명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온라인 성폭력 처벌의
사각지대 해소

경찰신고 관련 대응방안 제고

•이미지 촬영, 촬영물 편집·합성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 개선 필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법촬영물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적극적 수사 확대
•경찰서 내 피해자 진술공간 및
환경 개선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 관련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온라인 성폭력피해자 지원방안
실효성 제고

온라인 성적 괴롭힘 규제방안 모색

•불법촬영물 유포 전 단계에서의
신고 두로움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

•음란한 내용의 문구 전송 등의
처벌가능성 인식 유도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 방안 마련

•삭제와 그 외 지원업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 단속 및

원스톱서비스 방안 모색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고려할 필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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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폭력 대상 엄중한
선고형 부과

과도한 언론보도 지양

성 평등한 온라인 문화정착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불법
영상물 유포에 대한 과도한 선정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대상
법정형을 고려한 선고형 부과
유도

보도 지양

•수사기관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

•언론보도의 2차 피해 가능성
근절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청소년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자화
예방 및 피해해소방안 모색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방안 마련

보도지침 활성화

성인지적 감수성 교육,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도입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온라인
성폭력범죄행위 예방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수법의 사전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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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지원 요구
● 전국단위 실태분석 결과, 진로교육 내 성차별과 성편견 내재화, 성평등 관점 결여되어 있어
● 특히, 학교밖 체험 등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성희롱에 대해서는 안전공백 상태
● 교사, 강사, 멘토들의 낮은 성평등한 진로의식과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전략 필요
● 지원요구로는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자 인식 제고 요청이 가장 높아

초록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가 근본적으로는 직업과 진로의 선택에 좌우되고 있음에도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은 부재하다는 인식하에 성평등 관점이 배제된 진로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성별 편견이 없는 진로선택을 위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진로교사와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를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시도한 결과, 진로교육 과정에서

여전히 교사에 의한 성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학생 스스로도 성 편견에 갇혀있으며, 무엇보다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체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성차별 및 성희롱 등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부재한 것이 확인됨.
또한 현장에서는 교사와 체험처 담당자들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역량 부족, 예산 부족 및 매뉴얼 부재 등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대표 프로그램

개설과 시행, 관련 주체들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의식 및 역량 제고,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환류체계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였음.

성평등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사와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요구도 우선순위
학교

센터

3.23

3.18

3.08

3.31

3.25

3.24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재,
워크북, 동영상 등 다양한 교수자료의 개발

1위.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재,
워크북, 동영상 등 다양한 교수자료의 개발

2위.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제공

2위.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제공

3위. 해당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전문강사 양성

3위. 학교장 대상 성평등한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최윤정·정해숙·장희영·이현주(2018). 성평등한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실태 분석 및 정책 방안.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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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여학생들의 학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학업성취도가 남학생을 능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로선택에서의 성별 분리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업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는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침.
지난 2015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여학생들의 수학성취가 남학생들을 따돌리고 있음에도
여학생들의 공대 진학률이 여전히 18.4%에 머무르는 현실은 남녀학생의 진로선택이 개인의
적성과 자질이 아닌, 사회적 편견과 성별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훌륭하고 똑똑한 여성들을 힘껏 육성하고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우리나라 인적자원
전략의 한계를 보여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과 시행,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확대와 각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하게
확대된 진로교육 영역에서 성평등한 관점이 배제된 현실을 들여다보고, 남녀학생이 편견 없는
진로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둠.

2. 조사결과 및 국내외사례
성평등한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구분

내용
●

●

실태조사
●

●

●

FGI
●

대상 : 전국 중학교 진로교사 623명,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106명
표집방법 : 지역별·학교특성별 비례 할당 후 분석표본 수는 총 623개교, 진로체험지원센터는 218개 기관 중 149개 기관 무작위추출
조사기간 : 6월 29일~7월 20일(학교), 7월 10일~8월 3일(센터)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omputer Assisted Web)
대상 : 진로교사 5명,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4명, 직업체험강사 5명, 중학생 10명 등 총 24명
조사기간 : 6월~10월

▶ 진로교육 관계자들의 성평등의식 부재와 진로교육 현장에서의 성차별
- 진로교사를 비롯하여 일반 교사,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학부모, 직업인 멘토 등 진로교육
현장의 당사자들 자체가 진로와 직업에 대한 성별 분리적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진로교육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FGI 결과, 담임교사가 네일아트 체험을 한 남학생을 비웃고, 상담교사가 ‘여자는 예뻐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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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발언을 하는 등 학생들의 성향의 변화와 다양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편견 없는 진로를 장려해야 할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성차별의 가해자가 되는 현상이 목격됨.
- 학교의 9.6%, 센터의 12.3%가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에서 성희롱적, 성차별적 언행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성차별적, 성희롱적 언행을 한 사람으로는 진로체험처
멘토가 가장 많고, 학부모와 일선교사도 적지 않았음. 센터 대상 조사에서는 진로교사 또한
체험처 멘토와 학부모 못지 않게 성차별, 성희롱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희롱, 성차별을 경험한 학교의 45.0%, 센터의 23.1%가 특별한 대응 없이 넘어갔다고
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임.
- 성평등한 진로교육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진로교사의 72.7%, 센터
담당자의 75.5%가 ‘남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직업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담당자들(학교 27.0%, 센터 24.5%)은
여전히 ‘남녀학생에게 동등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기회의 평등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었음.
- 이는 진로의 최전선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체자들의 성별 이분화 된 직업관과
낮은 젠더 감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체험처 멘토들의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다양한 진로에 대한 욕구
- 남녀학생들이 가장 많이 체험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직업체험 선택에 성별 이분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유아기부터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학생들의 의식 속에 이미
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개인의 자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선택을 강조해야할 교육이 이에
대한 아무런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76.2%의 학교와 77.4%의 진로체험센터에서는 타 성별이 다수인
직업에 관심을 둔, 다시 말해 성별 비전통적인 직업에 관심을 둔 학생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남학생 등 FGI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성역할을 거부하고 비전통적인 직업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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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한 진로교육 운영 실태
- 초중등 진로교육에서 성평등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학교 75.4%, 센터
70.8%)은 높은 수준이나,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62.6%인 반면,
센터는 20.8%에 그쳐 상당한 차이를 보임.
- 학교와 센터 모두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교재와 매뉴얼 부족(학교
76.2%, 센터 53.8%)을 꼽았음. 센터의 경우 담당인력 부족도 56.4%에 달해 센터에서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실시한 비율이 낮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음.
- 교육 방식의 한계 또한 확인됨. 성평등한 진로교육이 대부분 강의와 특강 방식으로 이루어져
체험, 상담, 견학 등의 활동이나, 다양한 방식 간의 연계 비율은 여전히 낮음.
- 성평등한 진로교육 추진 시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비율(학교 69.0% 센터 36.4%)이 낮지 않은데,
많은 교사들이 외부강사를 섭외할 때 지인의 소개에 의지하는 등의 애로가 있어 일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공급체계의 마련이 시급함.
- 성평등 진로교육의 지속적인 질적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후평가 또한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진로교육 사후평가에 성희롱·성추행 여부 및 대응이 포함된 비율은 학교
23.7%, 센터 28.1%였으며, 성평등한 진로교육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비율은
학교 25.3%, 센터 18.8%에 불과함.
▶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시도와 의미
-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장의 의식 부족과 지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 안팎에서 성평등한
진로교육활동을 시도하는 경우가 소수 있는 것으로 발견됨. 진로교사가 진로교과수업에서 직접
진로 및 직업에서의 성평등을 내용으로 수업하거나,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젠더와 직업’이라는
진로강좌를 마련하여 사회과 연계수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진로상담을 통해 비전통적
분야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을 격려한 사례, 비전통적 직업에 대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례, 직업인 멘토나 학부모 진로코치단에게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함.
- 이처럼 진로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참여 경험을 분석해 볼 때,
성평등한 진로교육은 첫째, 학생들이 성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업과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둘째, 비전통적 진로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잠재된 관심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셋째, 소수의 비전통적 진로분야에 대해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거 해도 괜찮다!’고 말해줌으로써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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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학생들의 직업선호는 자신의 직업세계 인식과 개인의 고정관념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세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성평등한 진로프로그램은
편견을 깬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직접적 계기가 될 수 있음.
▶ 성평등한 진로교육 지원 요구
-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평등한 진로교육에 대한 진로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기타 일반교사들의 인식
개선, 성평등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다양화, 성평등한 진로교육 전문강사 양성,
직업체험 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음.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성평등한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와 담당자들의 지원요구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진로교사의 경우에는 교재, 워크북, 동영상 등 다양한 교수자료의 개발(3.23점, 센터
3.31점)을, 센터의 경우에는 성평등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제공(3.25점, 학교 3.18점)을
강하게 요구하였음. 그 외 요구도가 높은 내용으로는 학교는 해당 내용을 강의할 전문강사의
양성(3.08점)을, 센터는 진로체험처 멘토 대상 성평등한 진로교육 인식 제고(3.20점)와 학교장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인식 제고(3.24점)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보다 본격적인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꾸준한 프로그램 및 교수자료의 개선과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전문성 있는 교수자의 발굴과 풀(pool) 구축 및 공유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학교 및 센터에서 실시한 성평등한 진로교육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만족도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90%를 상회한다는 결과는 성평등한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으며 공급 또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강화해나가야 할 시기임을 보여줌.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국내외 사례
▶ 국내 사례
- 정부사업인 케이-걸스데이(K-Girls’ Day)는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산업기술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진로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성평등 관점이 적용된 사례임. 기업과 연계하여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R&D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
- 서대문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여학생에게는 남성 다수 직종을,
남학생에게는 여성 다수 직종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완화하도록
안내함. 학부모 요구조사와 전문가 협의, 학교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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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 진로코치단 양성 과정 내 학부모들의 성평등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젠더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대중문화의 성차별적 요소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 등 주로 토론 중심으로 진행함.
▶ 해외 사례
- 독일의 걸스데이(Girls’Day–Madchen-Zukunftstag : 소녀들을 위한 미래 전망의 날)는 5학년부터
10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기업이
연계하여 여학생들에게 남성 다수 직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 독일 걸스데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과는 걸스데이가 단순한 학생들의 직업진로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턴
등 실질적인 취업의 통로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임. 참여 기업의 삽분의 일(32.7%) 가량이
걸스데이를 통해 지원서를 받고 있고, 실제 참여자의 오분의 일(21.3%) 이상이 걸스데이를 통해
해당 기업 채용에 참여한 적이 있음. 이는 기업과 학생이 상호 유익을 얻는 통로로 걸스데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영국은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를 통해 성
고정관념을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교수자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음. 다양한 학습자료뿐
아니라 PPT, 시청각자료 등을 다운로드 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음. 더 나아가 2018년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교육 및 직업연수 종사자(교사, 교직원 등)의
진로교육 법정지침을 지정하면서 성 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함.
- 프랑스 교육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는 전국의 모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Avenir
(Future) Course(장래 탐색과정)’를 시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에서는 ‘에튀스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교육자료를 제공하는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진로교육자료를 별도로 제작,
배포함.
- 오스트리아는 2012년 진로교육에 ‘IBOBB(Information, Beratung und Orientierung fur Bildung
und Beruf: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조언 및 오리엔테이션)’라는 개념을 도입했음. 여기에
성인지적인 진로교육 지침을 마련,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진로교육의 필수
조건으로 포함하도록 함.
- 아일랜드 정부는 ‘2016-2019 교육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for Education)’을 발표하고,
여기에 성불평등 감소 등의 내용을 포함함. 학부모, 진로교육 카운슬러, 고등교육기관, 학생 각
차원에서 이 계획이 이행되도록 협력하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VHTO(이공계 여성 전문가 기관)와의 협력을 통해서 성평등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교사 대상 연수를 진행하고, 종사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성 고정관념이 진로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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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성평등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준 마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로교육법 내 성평등한 가치를 강조
하기 위한 개정(안) 제시(진로교육법 제4조 개정)
▶ 아울러 영국이나 오스트리와 같이 진로교육에서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기준과
내용을 담은 「(가칭)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한 운영 안내」를 발간 제안
▶ 현장 교사 및 체험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이 시급함. 또한
개발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꿈길」 내 「성평등한 진로교육 핸드북」사이트를 개설,
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개발 및 축적
▶ 현재 안전공백 상태에 있는 진로교육 내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배포
성평등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시행
▶ 독일 걸스데이와 보이스데이와 같이 각 지역별로 시행하면서, 남학생까지도 포괄하는 「(가칭)
성평등한 진로체험의 날」 제안
▶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청소년층으로 확대, 「(가칭) 청소년 여성
인재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성평등한 및 여성 리더십 육성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현재 산업통상부가 운영 중인 케이-걸스데이에 대해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등 교육적 기능 강화
다양한 주체들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의식과 역량 제고
▶ 진로교육에서의 성희롱, 성차별적 언행들이 체험처 멘토와 학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의무화
▶ 성평등한 진로교육 추진에 있어서 교사들의 역량 부족이 걸림돌이 되는 만큼 진로교육 양성과
정 내 포함하는 방안이 시급(현재 자격 연수 700시간 동안 성평등 교육 전무)
▶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을 통해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DB 구축 「꿈길」 내 설치
▶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학부모 대상 성평등한 진로의식 고취를 위해
안내문 정기 발송, 온라인교육의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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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진로교육의 환류체계 강화
▶ 시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시 진로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진로교육인증제 평가지표에 성인지적 관점 포함
▶ 매년 실시되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도 관련 조사문항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주체들의
관심 환기
정책방향

정책방안
1) 진로교육법 개정(제4조 개정)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한
기준 마련

2)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한 지침(가칭 「성평등한 진로교육 운영 안내」) 마련
3) 풍부하고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꿈길 내 「성평등한 진로교육 핸드북」 사이트 개설
4) 진로교육 내 성차별·성희롱·성폭력 가이드라인 개발 및 「안전한 진로교육 체험 핸드북」에의 반영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대표
프로그램 개설과 시행

1) 남녀학생을 위한 성평등한 진로체험의 날 지정 및 추진
2) 「(가칭)청소년 여성인재아카데미」의 개설 및 운영
3) 케이-걸스데이(K-girl’s day)의 교육적 프로세스 강화

1) 체험처 멘토 및 학부모 진로코치 대상 성평등한 사전교육 의무화
다양한 주체들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의식 및 역량 제고

2) 진로교사 양성과정에서 및 관리자 교육에서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의무 포함
3)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전문강사 양성 및 풀(pool) 구축
4) 학부모 대상 성평등한 진로의식 제고

1) 시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시 진로교육 포함 의무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환류체계 강화

2) 진로교육인증제에서의 평가지표 포함
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내 조사문항 포함 및 성별 분리 분석 실시

참고 자료
1)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2018.05.20.).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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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안)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이 왜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자료분석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해 여성임원 확대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여전히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존재하고, 많은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으로 인해 과장급 이상의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겨우 살아남은 여성들도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인사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등 여성임원 비율이 확대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적 개입과 기업의
노력 없이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여성임원 비율이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이런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기업의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공식적 체계 마련,
투자지표 활용 등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교육 및 네트워크 확대, 여성인재아카데미, 여성인재
DB 등 기존 정책의 적극적 활용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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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강민정·문지선·권소영·김양희·방세린(2018).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위한 전략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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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영역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은 3% 미만으로 저조
임원급에서의 여성비율 수준은 단순히 성평등 달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이슈’로서의 의미가 있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비율이나 관리직의 여성비율과는 달리,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의사결정직에서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적인 확대를 넘어 기업의 구조와 조직문화 변화를 포함한 기업 혁신의
주요 과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특히 민간부문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임원) 중 여성비율은 구성원의 성별이 균형을 이룰 때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임원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와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참고하고,
여성관리자에서 여성임원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인과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정책의 개선과 여성임원 할당제와 같은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
등 단기·중장기적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특히 기업 내 보이지
않는 유리벽, 유리천장, 여성들의 자의적·타의적으로 낮은 경력열망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해외사례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 취업율은 남성 88.5%, 여성 63.3%로, 1995년 대졸
여성 취업률이 14.7%였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양적 확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3%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의사결정 지위에서 여전히 여성 대표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분석을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보완한 CEO스코어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여성 비율은 2017년 기준 24.4%이며, 여성임원
비율은 3.0%로 나타났음.
여성임원 수에 따른 조직성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임원 수와 영업이익 간에는 비선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임원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영업이익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여성임원의 효과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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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여성임원 수와 조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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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N= 292개 국내외 기업 대상.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17년 사업보고서(CEO스코어) 원자료 분석.

여성임원 후보군 대상 FGI 결과, 임원승진에 대한 장애요인은 조직적 차원의 요소가, 경력 유지
요인은 개인적 차원의 요소가 강했지만, 임원승진에 대한 장애요인 중 ‘피상적인 리더십 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는 정부 정책적･제도적 차원인 리더십,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이 발견되었음.
2015년 현재 이사회 여성할당제를 입법화한 유럽연합 회원국은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슬로바니아,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프랑스 등 11개 국가이며,
회원국이 아니면서 할당제를 입법화한 나라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임. 독일도 2014년 여성임원
30%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영국은 여성 등기임원 25%를 목표로 100대 상장기업에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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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조치는 필수적임. 둘째, ‘여성임원
비중’은 당장 산술적으로 여성임원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기업 역시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함. 셋째,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조치를 시행하되, 무조건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기업이 여성을 채용하고 여성임원을 육성하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함. 넷째, 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그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다섯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여섯째, CEO와 인사권을 가진 임원들을 변화시켜야 함. 일곱째,
여성리더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역할 모델과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여덟째, 여성임원, 여성리더십 등 시장에서의 여성 대표성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자료가 축적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정책들의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교육과 문화조성을 통한 환경변화가 필요함.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장기적 플랜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음.
[그림2]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중장기적 전략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중장기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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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인

개인적
차원

· 육아병행의 어려움
· 네크워킹의 어려움

· 육아에 대한 지나친 책임과
욕심 내려놓기
·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 1세대 여성임원과의 단절
· 성별과 연령의 이중적 차별

가족의 적극적 지지
· 전문분야에 대한 적극적

· 마이너리티라는 정체성으로
인한 부담과 지나친 관심
· 자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노력과 의지
· 실무에 유리한 전공분야
· 다양한 업무경험

못하는 성향

· 여전한 남성 중심 조직문화
·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경영진의 낮은
의지
· 인사권자의 대부분이 남성
조직적
차원

정책·
제도적
차원

성공요인

· 능력보다 관계 중심의 인사관리방식
· 여성임원 후보군 부족
· 여성은 가장(家長)이 아니라는 편견
· 역할 모델의 부재
· 외부영입을 통한 여성임원 숫자 늘리기
· 인력의 노령화로 인한 승진적체

· 기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정책
· 지속적인 경기침체
· 여성리더에 대한 불신과 오해
· 일시적이고 보여주기식 관련정책
· 성별임금격차, 성별직무분리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성차별
· 전통적 성역할 분리(여성만 사용하는
육아휴직 등)
· 임원승진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

정책과제

· 과장급에서의 미취학 아동의 육아,
차·부장급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 경감 등
각 경력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 자신의 전문분야 및 외부 네트워크 기회 확대
· 청년기부터 리더십 및 경력개발에 대한 교육
필요

·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자신만의
장점을 활용한 리더십

· 친목도모 아닌 공식적
기구로서의 여성위원회 및
멘토링 운영
· 능력중심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CEO

· 경영목표 및 CEO·경영진 평가에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관점 도입
· CEO가 여성인력육성에 관심 갖도록 인센티브/
패널티 부여
·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유도

· 전문경영인 체제
· 모성보호제도, 유연근무제도
등 일·생활균형제도 활용
· 인사담당 여성임원의 존재
·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 기업 전체 뿐 아니라 각 계열사 및 부서별
여성인력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공식적인 여성위원회 운영
· 전폭적인 교육훈련 및 외부활동 지원
· 성별 및 세대 간 갈등 해소

· 여성임원 육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
· 여성인재아카데미
· 일·생활균형제도 강화 및 확대
· 근로시간 단축정책
·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장기 정책계획 수립 및
추진
· WIN 활성화 및 내실화, 민간여성 네트워크와의
연계
· 여성인재아카데미 홍보 강화
· 여성임원 비율 정기적 공표
· 정책 수립 시 여성임원 적극적 활용
· 다양성 교육 의무화
· 대출이나 투자 등 기업의 중요한 경영 관련
항목에 여성인력 활용지표 포함
· AA 결과공표에 여성임원 비율 포함(기업명 공개)
· 대학의 고위자과정(AMP)에 여성인력 활용에
관한 내용 포함
· 여성임원과 기업성과 관계 분석 연구 지원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중장기 계획 수립
▶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수립
▶ 여성임원 육성을 위한 기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 여성임원-기업성과 관련 연구축적
기업의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공식적 체계 마련
▶ 여성위원회 운영 확산 및 내실화
▶ 여성임원의 지속성을 위한 멘토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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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참여 유도
▶ 투자지표에 여성임원 지표 포함
▶ 여성임원 비율 공표 방안
▶ 청와대 또는 부처 초청 여성임원 간담회 실시
교육 및 네트워크 확대
▶ 온라인을 활용한 여성 대상 교육 기회 및 지원 확대
▶ 성별·세대 간 갈등 해소,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성 교육 의무화
▶ 여성들을 위한 네트워크 기회 확대
기존정책 개선 및 적극적 활용
▶ 여성인재아카데미
▶ 여성인재 DB
▶ 가족친화인증제도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관계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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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노동권과 돌봄권 보장을 통한 저출산대응전략 모색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전략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만혼과
비혼을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주목하였으나 만혼과 비혼현상의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변화와
성평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였음. 전통적 가족주의의 약화, 가족의 제도성 약화, 가족구성 다양성에
대한 요구 증가, 젠더역할의 변화와 성평등사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가족구성의 다양성과 선택권 보장, 노동시장내
성격차 해소, 돌봄 연속성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1. 배경 및 문제점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만혼과 비혼을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만혼과 비혼현상의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변화와
성평등 요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였음.
최근의 연구들은 젠더역할과 젠더관계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 연구들은 선진국에서의 출산율
반등은 노동시장과 가족내 성평등이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여성들의 가치관과 태도, 행동은 변화되었지만 여타의 사회제도나 가족제도, 가족관계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평형상태가 와해됨. 이들의 확산이론에 따르면 성평등주의가
확산되면 성평등을 수용하는 집단이 늘고, 결과적으로 출산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함(McDonald, 2000;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등).
한편, 노동시장내 성격차, 성별 임금격차, 여성의 경력단절 등의 이슈는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를 제한하게 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유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여성들은 결혼과 가족을
선택하는 대신 일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로 귀결됨.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전략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홍승아·최인희·김난주·김지미 (2018).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대응전략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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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일본의 제도특성 및 평가
우선 양국은 저출산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을 보육정책에서 시작했으며, 또한 그동안의
정책추진이 보육정책 혹은 자녀양육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추진되어 왔다는 공통점이 있음. 한국은
보육비지원제도를 확대해 왔고, 일본은 대기아동 해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가족변화와 관련하여 양국에서 수용하는 변화의 범주와 내용은 크게 다름. 한국의 경우 선언적
차원에서나마 3차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가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미혼모, 동거, 비혼출산의
문제까지 처음으로 정책범주로 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정상가족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변화와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에서 양국은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크게
부족하였음. 한국의 경우 1~3차 기본계획에서 여성인력을 ‘잠재인력 활용’ 차원에서 접근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추진이 미흡하였고, 적극적인 여성경제활동 지원보다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아베노믹스 기조 하에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나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이 많아서 여성고용의 질 개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였고 일본의 성장전략에 동원된 여성 경제활동으로 평가됨(오사와 마리, 2014:52~53;
Shin, 2017). 특히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나 세제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기반하고 있어서
‘보조소득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여건이
되고 있음.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 일하는 문화 개선을 수년간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와 캠페인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후생노동성의 “이쿠멘 프로젝트”를 통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강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사업장 현장에서의 변화속도는 빠르지 않음.
돌봄과 관련된 젠더역할 분담은 양국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음. 한국과 일본의
남성 돌봄참여 시간은 여성의 각각 1/5과 1/6정도에 불과함.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가족내
젠더관계의 변화를 기획하기보다는 최근 ‘3세대 동거’ 지원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돌봄의
가족주의 방식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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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과일본2040세대의가족,일,삶가치관조사:설문조사와 FGI 분석결과
서울과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5세~44세, N=2,000)와 FGI(30대,
N=28)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가족구성과 가족 내 젠더관계
▶ 가족구성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2040세대는 규범화된 결혼에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음. 구체적으로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한국 여성 61.4%, 한국 남성 43.8%,
일본 여성 62.4%, 일본 남성 48.7%)고 응답하고 있음.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한국 여성 48.8%, 한국 남성 33.4%, 일본 여성 53.0%, 일본 남성 38.0%)로 응답함.
‘결혼은 부담이다’ (한국 여성 64.0%, 한국 남성 55.2%, 일본 여성 32.3% , 일본 남성 39.9%),
‘결혼보다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한국 여성 44.4%, 한국 남성 33.0%, 일본 여성
28.2% , 일본 남성 27.2%),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한국 18.8%, 일본 27.4%) 등의
결과를 보면 결혼과 자녀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특히 한국여성이 결혼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며,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 대한 거부가 더 강하고, 자기 자신의 성취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동시에 한국과 일본 모두 비취업, 임시/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나 자영업/무급종사자에 비해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노동시장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계층에서는 더욱 가족을 구성할 의향이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가족 내 젠더관계와 관련하여,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족돌봄자 모델’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의도가 매우 낮은 가운데, 일본여성은 한국여성보다 동의도가 높음(한국 여성
7.4%, 한국 남성 11.4%, 일본 여성 19.2% , 일본 남성 17.2%). 남성의 육아참여에 대한 동의도도
한국 응답자가 일본 응답자에 비해 남성 육아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양국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음(한국 여성 96.0%, 한국 남성 87.6%, 일본 여성 86.3% , 일본 남성 76.7%).
▶ 규범화된 결혼에 대한 태도, 자녀의 필요성, 가족내 젠더관계 등에서 한국 여성의 태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음. 즉 한국 여성이 가족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동시에
강력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한 것임.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전통적인 가족관, 가족내 젠더관계에 대한 변화요구 역시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음. 반면 일본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개인수준에서는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사회적인 수준으로까지 공론화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개인차원에서의 수용성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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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여성들의 강력한 변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성별분업은 온존하고 있음.
FGI에서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독박육아’, 과도한 교육열, 사교육비,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사회현실 등 다양한 문제가 나왔음. 결과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기회에 제약이 된다’(한국 여성 77.2%, 한국 남성 65.0%, 일본 여성 35.6% , 일본
남성 23.7%)의 결과를 통하여 여전히 여성의 취업에 자녀양육은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여성의 동의도가 일본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요약하면, 한국과 일본 모두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동의도는 매우 낮지만(의식
수준), 현실에서는 여전히 자녀양육은 취업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고, 가족내 성평등한
육아분담이 작동되지 않고 있음. 특히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국 여성이 가장 저항수준이
높고, 일본 여성은 자녀양육 부담을 한국 여성보다는 덜 제약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는
일본사회내 여성 경제활동을 2차소득자, 피부양자의 범주로 규정하여 양육자로서의
여성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
[그림 1]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견해: 국가, 성별 비교(매우+대체로 그렇다 응답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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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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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남성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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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남성도 육아휴직을
해야한다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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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단절
▶ 본 조사결과 남성응답자들은 현재의 배우자/파트너 혹은 미래의 배우자/파트너가
‘결혼해서도 계속 일을 하는 형태’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한국: 42.0%, 일본: 39.9%).
이는 안정된 고용과 표준화된 생애전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성들 역시 전통적 방식의 가족
만들기를 주저하고 있는 한 형태로(김경희·홍지수, 2013: 207) 이해할 수 있음.
▶ 노동시장내 종사상지위는 양국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주평균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한국
45.8%, 일본 31.8%로 나타났음.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는 ‘좋은 일자리 찾기’, ‘생계꾸리기의
어려움’. ‘승진, 업무배치에서의 직장 내 성차별’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성들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과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측정한 결과, 육아와 관계없이 계속 취업을 원하는 희망에 비해 실제로는 출산육아기의
경력단절을 수용하거나 혹은 비혼으로 계속 일하는 방식, 두가지의 선택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함. 남성과 달리 여성은 결혼, 출산,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력단절을 경험할 위험이
높음.
3) 장시간근로와 일생활균형
▶ 기혼 응답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일본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7.2%가, 일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0.4%가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음. 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양국 모두
소득이 적어서(한국: 22.1%, 일본: 39.8%)가 공통적인 이유였고, 한국의 경우 ‘노동시간이
길어서’(24.7%),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18.2%)라는 응답이 많았음.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과로사를 초래하는 장시간근로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되고 있는 측면과 연결됨.
일본에서는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에 입사한 뒤 월 105시간 초과근무를 한 끝에 자살한
다카하시 마쓰리의 사례가 초과근무,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1) 한국 역시 한
방송사에서 청년 PD를 혹사하여 약 3달간의 평균 수면시간이 1일 4~5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과로를 강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음2) 양국 모두 장시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있었고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1) 연합통신(2016). “월 105시간 초과근무... 일본 광고회사 덴쓰 신입사원 자살 파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5/0200000000AKR20161015025900073.HTML (2018.8.20.접속)
2) 경향신문(2017). “청년 착취해 만든 즐거움을 끝내야...TVn 혼술남녀 신입 PD 사망사건에 각계 성명 잇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11908001&code=940100 (2018.8.20.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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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GI에서도 일생활균형과 관련하여 적절한 노동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음.
이들은 승진을 위해 회사에서 야근에 혹사당하며 회사인간으로 살기보다는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자는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음3) 어차피 본인이 만족할만한 충분한
소득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적은 소득을 받으며
일하고, 일과 후에는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기시간을 가지면서 사는 삶의 방식을 원하고
있음.
▶ 한편, 남성 역시 상당수준의 일·가족양립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줌.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한국 남성(11.2%, 한국
여성 6.1%)는 경험과 ‘직장에서 업무처리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한국 남성 10.7%, 한국
여성 8.9%)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가족 내 성평등한 역할분담과
함께 일·생활균형정책 확산을 통해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기혼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측정한 결과,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21.7%가 ‘안 되고 있다’(매우 안 되고 있음+잘 안 되고 있음)고 응답한 반면, 일본의 경우 10.2%로
나타났음.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일·생활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양국 모두 가족 내 성평등한 역할분담, 일 중심적인 사회문화 개선, 일하는
방식의 개혁 등으로 조사되었음.
3) 프레시안(2018) “소확행, 촛불 이후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프레시안, 2018.3.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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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화의 열망과 변화 가능성
▶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서 살펴본 주요 결과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전통적인 가족모델의 해체, 가족내 성평등한 젠더관계에
대한 요구,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한 노동시간, 적정수준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요구들에 비해서 현재 자신들의 삶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성 생계부양자가족을 전제로 한 가족내 소득구조, 자녀양육
주책임자로서의 여성, 일중심적인 기업문화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와 ‘현실적인 삶’의 형태 간에는 괴리가 큼.
▶ 계층사다리 기능 약화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이 있음. 젊은 세대들이 신계급사회를 수저계급론으로
비유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력을 통한 계층상승에 대하여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다음
세대의 계층상승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증대하고 있음(이병훈, 2017). 특히 30대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나4), 사회이동성이 어려워지면서 출산의향과 기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노후와 관련된 불안감(예: 노후준비 부족, 노후 돌봄의 공백,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 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FGI에서도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에 대한 토로가 많았는데,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결혼이나 출산, 자녀양육을
생각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선택의 폭은 넓지 않음. 이들은 현재의 불안정한 일자리, 충분하지 않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현재와 미래의 궁핍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소비생활이 되지 못하는 현재
생활에 대한 불만족 등이 컸음. 이러한 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났음. 더욱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의 조건이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가나 제3자가 이들에게 출산을 강요하기는 어려움.
▶ 이상의 결과는 현재 한국의 2040세대는 가족구성과 유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가족돌봄,
노후생활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문화로 인하여 결혼 이후 부당하게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임. 이러한 현실에서 가족의 생계부양 책임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남성과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가진 여성들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예측한 신경아(2014: 182)의 분석처럼 본 조사에서도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젠더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성평등한 일·생활균형 정책과 성평등 문화의 확산,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미래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전 제시 없이는 저출산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저출산정책은 성평등정책, 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과 연동하여 추진해야 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줌.
4)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2018.10.2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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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출산 인식과 태도
▶ 국가수준의 저출산 문제는 개개인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일단 한국과 일본의 응답자
대부분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한국 84.8%, 일본 78.7%). 반면 저출산
현상이 응답자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한국: 62.2%, 일본: 62.4%) 국가수준의 위기의식보다는 낮게 나타났음.
▶ 한편, 저출산 현상의 원인(1순위)은 양국 모두 ‘고용, 경제 불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한국: 24.3%, 일본: 28.0%). 한국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17.7%),
‘미혼, 비혼의 증가’(12.6%), ‘일·생활균형 어려움’(9.1%)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일본에서는
‘미혼, 비혼의 증가’(22.7%), ‘일·생활균형 어려움’(11.6%)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유사하게,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여건(1순위) 역시 양국 모두 ‘고용안정’(한국:
25.4%, 일본: 2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지원
확대’(16.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지원’(15.1%)이라는 응답이, 일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지원’(11.7%),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9.4%)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한 관점에서 고용안정과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함.

[그림 3] 저출산 해결 위한 사회여건(1순위, 상위 6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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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일 기혼여성 행복 결정요인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les)와 일본 게이오대학의 일본가계패널조사(KHPS/JHPS)를 이용하여 유배우 여성의
행복 결정 요인 분석을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연령, 학력 변수는 한국에만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고용형태도 한국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정규직, 비임금 취업여성의 행복 수준이 비정규직 취업여성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행복 수준은 낮아지는 음(-)의 영향을 미쳤음. 한국과 일본 모두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횟수는 유배우 취업여성의 행복 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쳤음.

5. 정책 제언
사회적 시민권 보장
▶ 사회적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 제고
▶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 보장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
▶ 가족내 성평등한 역할분담
▶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가족평등지수 개발
▶ 출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노동시장 내 성격차 해소
▶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 장시간근로 해소를 통한 가족시간 확보
돌봄 연속성 강화
▶ 가족내 평등한 돌봄분담
▶ 정부-지역사회-학교-가족의 연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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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실태와 가족갈등 양상
초록
■ 외국

출신 아내와 한국 출신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서는 성별 역할 분리 등 보수적인 성별 질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가사, 돌봄 노동 등 가족생활의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된 반면 여성의 권한은 크게
제한되어 있는 등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외국출신

아내의 취업, 사회활동 증가로 가사·돌봄 노동 분담 요구는 높아지나, 다문화가족의 현실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어 여성이민자의 이중 부담은 가중되고 부부갈등도 심화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를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1. 배경 및 문제점
젠더구조는 가족관계의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전반을 이해하고
가족생활 중에 당사자들이 직면하는 문제, 가족원들 간에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 등에 접근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간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은 공백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흡했음. 기존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사와 자녀양육 등 가내 영역에 국한하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활성화되지 못함.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사회 활동 확대와 더불어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변화 요구가 부상하고 이를 둘러싼 가족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과제조차 구체화하지 못한 실정임.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실태와 이와 관련된 가족갈등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정책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이선·최진희·황정미(2018). 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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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결과, 해외사례
여성이민자의 가족 내 위상: 가사·돌봄 부담의 집중과 제한된 의사결정권, 자녀교육영역에서의
주변화
▶ 베트남, 필리핀, 중국 출신 아내 500명과 들의 한국출신 남편 2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외국 출신 아내와 한국 출신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서는 성별 역할 분리 등 보수적인
성별 질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가사, 돌봄 노동 등 가족생활의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된
반면 여성의 권한은 크게 제한되어 있는 등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가족생활 사안별 ‘아내’ 의사결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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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일반적으로 자녀교육 영역은 여성이 권한도 있고 부담도 지는 ‘여성의 영역’인데
비해, 여성결혼이민자는 학교 등 가족 외부와 관계된 자녀교육에서는 부담도 적지만 권한도
적은 상황으로 다소 주변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인터뷰 결과, 여성에게 가사와 돌봄 노동 부담이 집중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가족의 경제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는 지속적인 취업을
통해 가구 경제에 기여하였고 가족들도 그 점을 인정하는 일부 여성이민자들은 상당한 권리를
발휘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들의 경제권은 크게 제한된 실정임.
▶ 인터뷰에 응한 한국인 남편들 역시 불평등한 가족생활에 대한 아내의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밖에서’ 돈 버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을 쉽게 바꾸기 어려워서, 부모님 앞에서는 집안일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등의
이유로 변화에는 미온적임. 일부 남편은 ‘예전보다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이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말 안 하면 하지 않는’ 식의 간헐적이고 비자발적인 행위일 뿐 일상에 뿌리내린
성 불평등 질서의 변화로 체감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처럼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가사나 아이 돌봄 분담에서는
다소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반면, 경제권 문제에서는 변화의 여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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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들은 현재와 같은 경제권의 소재가 ‘외국 출신 아내의 부족한 역량’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함. 경제권 이외에 자녀교육에서도 아내의 ‘부족한 역량’은 문제시되고 있으며, 외국
출신 아내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앞서 제시한 ‘자녀교육에서 외국 출신 어머니의 주변적 위치’는 외국 출신 아내의
역량에 대한 남편의 낮은 평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외국 출신 아내들은 가족생활의 부담은 혼자 떠안고 있으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권한은 갖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불평등의 원인도 자신의 부족한 역량으로
돌려지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음.
여성이민자의 취업과 일-가정 양립 현실
▶ 젠더 질서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취업은 가족생활 상 젠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됨.
▶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취업이 여성의 권한 측면에서는 불평등한 관계 개선에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나, 가내 역할 면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즉,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사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전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임.
<표 1> <외국출신 아내 취업 여부별 ‘아내’ 의사결정 비율/ 가사·돌봄부담 아내 집중도 ‘상’비율(%)>
‘아내' 의사결정 비율
생활비 지출

저축·대출 등
재산관리

취업

30.7

미취업

20.6

가사·돌봄 부담 아내집중도 '상' 비율

나의 부모지원

자녀양육·
교육

18.3

33

8.8

17.8

가사부담

일상적 돌봄 부담

교육적 돌봄 부담

36.1

47.4

53.8

21.8

37

44.3

67.2

15.2

▶ 가사·돌봄 부담과 취업의 필요성 사이에서 여성들은 아이 돌봄이 집중된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연기하더라도 가사와 돌봄 부담의 양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양립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식으로 그나마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음.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안
없이 마련된 자구책만으로는 완벽한 일-돌봄 양립이 불가능하며 나름대로 정교하게 조직한
이중부담체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쉬움.
-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는 ‘워킹맘’ 여성이민자들은 아이 돌볼 시간이 부족해서, 집안일 해줄
사람이 없어서, 돌봄을 우선시하라는 남편의 태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특히,
대도시 거주자, 전일제 취업자의 일-가족 양립 부담이 큼. 반면, 부부간 가사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일-가족 양립 부담은 낮아짐. 시부모가 아이 돌봄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을
먹거나 남편과 시가의 허락으로 친정의 도움을 받게 된 이들은 일-돌봄 양립의 고비를 넘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일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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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외국 출신 아내(403명)의 36.7%가 가사와 돌봄 부담으로
취업을 중단한 적이 있을 정도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이중부담으로 인해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음.

‘친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불평등성
▶ 출신 가족과의 관계에 성 불평등 문제가 개입되는 바도 이번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임. 국제결혼 부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는 출신 국가에 있는 아내의 ‘친정’에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국에 있는 ‘친정’보다는 같이 살거나 바로 옆에 사는 ‘시댁’에
용돈이나 가사, 돌봄 등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친정’에는 일부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가사나 돌봄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식으로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그림 2] 아내, 남편 부모에 대한 지원 제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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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부부의 출신 가족과의 관계는 다분히 불균형적이며 여성의 가사, 돌봄 역할이 외국에
있는 ‘친정’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도 ‘친정’을 경제적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는 것은 남편 출신 가족보다 아내 출신 가족에 현저히 부정적
가치가 부여되고 외국 출신 아내의 ‘친정’은 더욱 부정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다층적인
불평등 문제의 단면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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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질서의 변화를 위한 협상의 시도와 ‘한국식’이라는 장벽
▶ 이번 연구의 인터뷰에 응한 여성 이민자들은 자신이 직면한 현실의 부당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변화의 필요성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출신 문화의 정당함에 대한 확신으로
이들의 문제의식과 변화의 요구는 더욱 강력할 수 있음. 출신 사회에서 기대했던 가족생활과
비교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가사와 돌봄 부담을 지우고 경제생활이나 운전 등 삶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형성한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는
남편에게 가사와 아이 돌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젠더 질서 재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던 경험이 있음.
▶ 그러나 이들의 요구에 대해 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관심과 명백한 거절 또는 미온적 비협조
뿐이었음. 더욱이,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로 그 질서가 ‘한국식’임을 강조하며 따를 것을
요구하는 시부모의 등장과 함께 부부간 젠더 협상을 겨냥한 시도는 시부모의 며느리 가르치기
국면으로 전환됨.
▶ 성 평등한 가족생활을 요구하는 여성이민자들에게는 ‘한국식’을 앞세운 여성에 대한 제약과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동화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 것임.
▶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가족생활의 짐을 지우는 불평등한 가족생활이 ‘한국식’ 질서로
포장되어 한국어, 한국문화처럼 한국 생활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강요되는
상황에서 젠더 질서 변화를 위한 협상은 진전되지 못한 채 중단되는 경향이 짙음.

‘성 불평등 문제와 가족 갈등
▶ 가족원들의 일상을 구성하던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찾아가야 하는 젠더
협상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결과,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국출신 아내와 한국출신 남편의 성역할 의식 차이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부부간 의식 차이가 커지면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아내가 취업한 경우, 사회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부부간 의식 차이가 더 큰 상황임.
▶ 여성의 취업 및 사회 활동과 관련해 가사와 돌봄 분담,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권 등의
변화 요구가 부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안을 조정해 가야 할 당사자들의 성 역할 의식 차이가
오히려 커진다면 원활한 조정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가족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음. 이번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는 여성이 가사와 돌봄 부담을 많이 지는 집단에서
부부갈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결과 외국 출신 아내는 비교적 유연한 성역할 의식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인 남편의 의식은
보수적인 ‘아내만 평등’형이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고 부부 갈등 경험은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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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부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별 부부갈등 경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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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결과

▶ 이러한 결과는 불평등한 가족생활의 부담이 성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큰
외국 출신 아내에게 전가되면서 가족갈등이 불거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된 인터뷰 결과에서는 여성의 본격적인 취업과 함께 이중부담이 심각해지는데도
가사와 돌봄 분담은 진전되지 않은 채 부부간 현실의 차이가 극명해지면서 가족 갈등이 한층
심화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그 가능성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정책제언
정책 현황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다문화가족 정책의 접근 현황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어서 성 평등한 가족생활이 정책
의제로 채택된 것처럼 보이나 막상 다문화가족에서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점이 문제시되어 어떤 방향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실제 정책 추진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는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대신 ‘안정적 가족생활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을 뿐임 .
▶ 성 불평등 문제는 가족관계와 미래 가족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에서는 이에 관한 의제가
구체화되지 못한 채 관련 정책이 공백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성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직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만이 기본계획상의 과제로 제시되어 있을
뿐으로,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의 젠더구조에 대한 접근은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문제에 초점을
둔 ‘우편주문신부’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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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의 한계
▶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관한 정부의 유일한 조치는 201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
3)임. 그런데 ‘성 평등’ 영역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여러 사업 가운데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현재의 ‘성 평등’ 영역은 프로그램 목적도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고 방향성도
구체화되지 못해 현장에서 일정한 방향성과 내용을 갖춘 프로그램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임. 현재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향성과 질적 수준은 센터의 담당자와 강사 등 현장 인력
개개인의 관심과 인식에 의존하는 구조이지만, 현장 인력들이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성 평등 의식과 성 인지력을 갖출 기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센터 인력의 이해 부족, 강사 활용 가능성의 제약,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 평등 의식 고취’와는 거리가 먼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 개선 내지 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성 불평등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려면 다문화가족의 요구도 높고
센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주요
서비스와 교육 전반이 성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고 성 평등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점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상담 등을 통해 몰성적(gender-blinded)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성 평등한 가족생활과는 모순된 메시지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우려도
있음. 일례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육 교재의 내용은 여성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가사와 돌봄 등 가내 역할에 한정하고 시가와의 불평등한 관계의 질서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큼.

정책 제언
성 평등한 가족생활을 지향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 수립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 해소, 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정책 과제, 세부 조치 포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성 평등성 확보를 위한 현장 인력 역량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의 성 평등 의식, 성 인지력, 성 평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교육과정 개발, 시행
▶ 한국어 강사, 상담사 등 핵심 전달인력의 성 평등 의식,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훈련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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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점검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행
▶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정립 및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전면 개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프로그램 전반의 성 평등성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향한 젠더 협상을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이주여성 네트워크의 지지력 확대
▶ 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남편/아버지 프로그램 활성화
▶ 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향한 부부 참여 프로그램 개발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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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젠더 협상과 한국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
초록
■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의

성 불평등 문제는 인권침해문제에 한정되어 접근되어 왔음. 그런데, 이민자 가족 문제를 앞서
경험했던 서구, 일본 등지에서는 이민자 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폭력 피해 문제로 제한되어
접근됨으로써 이주여성과 주류집단 여성은 젠더 질서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음. 이러한 경향은 결국 해당 사회의 여성 일반이 직면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의제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 연구 결과, 여성이민자들은 가족생활 상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도 관심이 높지만, 젠더 질서에 있어 ‘한국인’ 여성과 자신들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으며
성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인식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 역시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에서 이주여성이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성 평등 실천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정책 의제로 채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이선·최진희·황정미(2018). 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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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성별에 따라 서로 구분된 역할과 태도를 규정하고 의무와 권한을 부여, 제한하는 젠더 구조는
가족관계의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 국제결혼 부부를 위시한 다문화가족에서도 구성원들의
관계성과 위상을 구성하는 데 젠더 질서가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다문화가족의 생활 전반을
이해하고 가족생활 중에 당사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 가족원들 간의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 등에 접근하려면 젠더 질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 부부의 가족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가족생활에서의 젠더 질서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제한되었으며 가사와 돌봄 분담,
의사결정 권한의 소재, 출신 가족과의 관계의 균형성 등 가족생활에서의 젠더 질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음.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본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사자 개인이나 해당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 차원에서도 비판적으로 고려될 소지가 있음.
▶ 이민자 가족 문제를 우리보다 일찍 경험했던 서구, 일본 등지에서는 이민자 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폭력 피해 문제로 제한되어 접근됨으로써 이주여성과 주류집단 여성은 젠더
질서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결국
해당 사회의 여성 일반이 직면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의제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가 간과되는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다문화가족은 성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 전반의 실천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불평등 문제를 둘러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협상 전개 양상을 포착하고
다문화가족의 젠더 협상과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의 관계성에 접근하였음.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통합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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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결과, 해외사례
다문화가족의 젠더 구조 변화 가능성
▶ 베트남, 필리핀, 중국(한국계 제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500명과 그들의 한국출신 남편
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보수적인 성 역할 의식이 강할 뿐 아니라 여성이 가사와
일상적 자녀 돌봄은 전담하고 경제권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크게 제한되어 있는 등 사회
일반보다 가족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가족생활 사안별 ‘아내’ 의사결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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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내부에서는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변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변화과정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 젠더구조를 둘러싸고 외국 출신 아내에게 중층적 압력이 부과되는
가운데 일상에 뿌리내린 가족생활의 질서는 여성의 취업, 남편의 실업 등 당사자들의 상황이
전면적으로 변화되어도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보임.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좀처럼 변화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젠더 질서에 변화의 가능성도
커지기 시작하고 있음.
- 결혼생활 초기 여성이민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불평등한 가족생활이 ‘한국식’임을
내세우며 ‘한국에서 살려면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시부모의 강력한 영향력은 분가나
시부모의 노화 등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음.
- 불평등한 가족생활에 대한 여성이민자의 변화 요구에 대해 기껏해야 미온적으로만 반응하던
남편들에게도 변화의 기미가 생겨나고 있음. 이제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집안일에 충실한
여성’, 경제권을 나눠 갖기 어려울 만큼 ‘역량이 부족한 외국인 아내’라는 구도만으로는
가족들이 앞으로 넘어야 할 생활의 고비를 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자신과 아내의
역할, 외국 출신 아내의 역량 평가와 권한 등 전반적인 젠더 질서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임. 일부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자신과 부인의
관계도 재정립해 가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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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불평등한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요구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에 둘러싸여
좌절해 있던 여성 이민자들에게도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음.
- 극심한 이중부담에 직면해 젠더 질서 변화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변화 요구를 지지하는
‘내 편’이 등장했음. 현재로서는 젠더 협상에서 이주여성 네트워크의 지지는 정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주여성단체 활동 참여자, 이주여성 지원기관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공통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한다면 젠더 협상에
임하는 여성들에게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지지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임.
다문화가족의 젠더 협상과 사회 전반에서의 성 평등 실천
▶ 본 연구의 인터뷰 참가 여성이민자(22명) 사이에서는 자신과 ‘한국인’ 여성들이 출신 배경은
다르지만 여성으로서 가사와 돌봄 부담, 권한 등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려움.
- 오랜 한국생활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시누이 이외의 ‘한국인’ 여성들과는 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제한된 기회를 통해 발견한 한국인 여성들의 삶은 자신의 처지와는
사뭇 다른 것처럼 다가올 뿐임.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나 부부간 연령 차이, 친정의 지지와
사회적 자원 동원 가능성 등에서 자신들과는 비교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들은 가사와 돌봄 부담에서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들보다 많은 권한을 누리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짙음.
- 또한 ‘한국인’인 시부모나 남편처럼 ‘한국인’ 여성들은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식’ 젠더
질서를 내면화하여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함.
- 여성이민자들이 여러모로 자신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인’ 여성들에게서
‘한국식’ 젠더 질서에 대한 자신들의 문제 제기를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갖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젠더 질서를 둘러싸고 ‘외국인 아내’에게 중층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출신 배경이 서로 다른
여성들 간에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신 배경은 서로 다르더라도 한국 사회의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형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여성이민자들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베트남, 필리핀, 중국(한국계 제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 중 38.4%만이 여성가족부를 인지하고 60% 이상은 여성가족부의
존재를 알지 못할 정도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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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성결혼이민자의 여성·가족정책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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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일본 등지에서 이주여성이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으로부터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임. 성 평등 실천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정책 의제로 채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정책제언
현행 양성평등 정책에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위상
▶ ‘국민’만을 양성평등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현행 정책의 한계
- 헌법상의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대상을 ‘국민’으로
명시하고 ‘국민’만이 양성평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 사회의 구성원 중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성 평등한 생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않는 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 조항의 적절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
특히, 다문화가족처럼 구성원 중 일부는 국민이나 또 다른 일부는 국민이 아닌 이들이 가족을
이룬 경우에는 양성 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 양성 평등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의
관계가 모호함.
- 외국 출신 아내가 직면해 있는 ‘여성’ 불평등 문제와 ‘외국인’ 차별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음.
▶ 이번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보수적인 성 역할 의식이 강할 뿐 아니라 여성이
가사와 돌봄 부담은 전담하고 경제권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크게 제한되어 있는 등 사회
일반보다 가족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만 양성평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현재의 법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 성 평등 실천의 집단 간 격차 문제에 대한 본격적 접근이 제한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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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여성에 대한 ‘우편주문신부’ 접근의 한계
- 현행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이주여성은 심각한 폭력,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와 관련해서만 문제가 제기되고 정책 방안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이들이 직면한
불평등한 가족생활에 대한 문제의식,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은 찾아볼 수 없음. 이주여성과 성
불평등 문제를 심각한 인권피해 문제에 한정시켜 다루는 전형적인 ‘우편주문신부’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주여성에 대한 현행 정책의 ‘우편주문신부’ 접근은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인권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발전시킨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 차원에서는 한계가 명확함. ‘우편주문신부’에 치중한 접근은 젠더질서에 있어
이주여성과 주류집단 여성의 차이를 부각시켜 결국 해당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일반이
직면한 공통적인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를 발전시킬 가능성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이주여성이 성 평등 실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문제 이외에 광범위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다문화가족이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출신 배경은 다르더라도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 간에 공통의 젠더 의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양성평등 정책의 향후 방향
▶ 다문화가족을 통합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 확립
-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양성평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여성’ 불평등과 ‘외국인’ 차별이 동시에 작동하는 중층적 차별 문제를 양성평등 정책 의제로 채택
-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양성평등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문제 이외에 가족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 이중부담 등 일반적인
젠더 의제에 이주여성 통합
-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여성이민자의 인식 제고
-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여성들의 젠더 의제에 관한 소통, 연대 기회 마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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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
보호와 지원 위한 정책 강화 필요
초록
■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미혼모 다수는 임신기와 출산 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해당 시기

미혼모 다수는 두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고, 가족 등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주요 지지 기반을 상실함.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건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부실한 산전후 관리로 이어져 신생아 자녀와 산모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에 대한 단편적 보도와 자료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심층적
자료가 부족함. 본 연구에서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 의료서비스 접근 및 비용
부담, 관련 정책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미혼모 기초
통계 및 지원기준 확립, 임신기·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건강지원 강화, 임신기·출산 후 미혼모 지원 정보 전달
체계화, 주거지원 강화를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음.
병원비
병원비
부담으로
부담으로
병원에
병원에
가지가지
못한못한
미혼모
비율비율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에 가지 못한 임신기 및 출산후 미혼모 비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태아검진

전체

741

10대

39

41.0

17.9

46.2

20~24세

134

50.7

28.4

45.5

25~29세

172

59.9

41.3

64.5

30~34세
양육수당

185
양육수당

55.1

33.5

57.8

35~39세

135

48.9

31.9

50.4

40대이상

76

48.7

32.9

60.5

52.9

자녀진료

33.2

출산 후 본인진료

55.5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미정·정지연·구미영·정수연·김희주·박종석 (2018).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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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지난 10년 동안 미혼모의 양육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미혼모 양육을 지원하는
관련 정책도 확대됨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안 시행 이후 미혼모 양육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권리로 폭넓게
수용되었음.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산부와 산모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미혼모 다수가 임신기와 출산 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 베이비박스를 통한 영아 유기 현상은 임신기와 출산 후 취약한 상황에 처한
미혼모 지원 공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많은 미혼모가 해당 시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의 어려움에 대해 언론보도나 사례연구가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부족함
본 연구는 임신기와 출산 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접근 정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원활한 정책
서비스 전달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였음. 원가족과의 관계, 임신기와 출산 후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 및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 산후 건강관리를
조사하여, 임신기와 출산기 미혼모 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미혼모 관련 지원 법·정책 검토
▶ 우리나라에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은 없고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미혼모 복지와 양육, 생계 지원을 하고 있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 서비스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도가 있고, 생계지원 등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아동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음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은 지역사회 미혼한부모의 의료 및 생활과 관련하여 긴급 상담과
지원 제공함. 주거지원가 관련된 사업은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
국민임대 우선공급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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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실제 이용률이 낮음. 생계지원은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혼모 관련 특례조항이 필요함. 양육비 이행 신청 자체의 어려움이
개선되어야 함.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제한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려움. 시설
거주 미혼모의 경우 입소자의 경제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이들의 자립준비를 가로 막는
요인임.
임신기 및 출산후 미혼모 생활실태조사
▶ 미혼모 대부분이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 단절(94.4%)과 학업 중단(68.9%)을 경험함. 42.0%의
미혼모가 출산 후 편견과 차별로 인해 취업을 거부당함.
▶ 임신 이후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임신 5개월 후 최근까지 미혼모가
머물렀던 경험이 있었는가 여부를 조사 결과를 보면 찜질방(15.0%), 모텔·여관(18.9%),
고시원(8.1%)인데, 특히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높음.
<표 1> 임신 5개월 후 최근까지 머물렀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찜질방

모텔/여관

고시원

전체

(741)

15.0

18.9

8.1

10대

(39)

15.4

20.5

0.0

20~24세

(134)

16.4

23.1

6.7

25~29세

(172)

22.7

23.8

9.9

30~34세

(185)

11.4

15.1

8.1

35~39세

(135)

11.1

15.6

8.1

40대 이상

(76)

10.5

14.5

10.5

주 :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서 거주했던 곳을 의미함

▶ 아이 아빠의 90.4%, 어머니의 67.5%, 아버지의 58.0%가 임신 사실을 인지하는데, 이에 대해
부모의 부정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산전후 시기 아이 아빠와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음. 반면, 미혼모 부모는 임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산전후 시기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데 미혼모의 58.7%가 어머니로부터, 47.3%는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았음.
▶ 임신 인지 후 낙태를 고려한 미혼모는 37.2%, 입양을 고려한 경우 25.4%로 큰 혼란에
직면하였음을 보여줌. 임신기부터 30대 후반 이상 연령 집단에서 양육 의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남.
▶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있어 연령이 낮은 미혼모의 경우 병원 접근성의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남. 병원비 부담은 국민행복카드, 가족 지원, 본인의 돈의 순으로 해결하였으며, 아이
아빠의 지원은 미미함. 미혼모임이 노출되는 것,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설명 부족, 의료진 및
직원의 불친절,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의료서비스 불만족의 주된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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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인지 후 미혼모는 아이 아빠에 대한 미움, 부모와 형제자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지인과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함. 절반 이상 미혼모가
임신기와 출산 후 마음을 터놓고 상의한 사람이 없다고 함.
▶ 병원비 부담으로 임신기와 출산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미혼모 건강과
관련하여 미혼모 27.8%가 임신 기간, 42.6%가 출산 직후, 40.4%가 출산후 1년 시점에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함. 임신기간 영양 섭취와 산후 몸조리는 임신기와 출산후 자녀와 미혼모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침.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임신기간 64.2%, 산후 64.5%, 현재 38.3%로
임신기와 출산 직후에 높게 나타남. 영양 섭취, 아이 아빠의 폭력성, 어머니의 출산 반대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큼.
▶ 임신기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에 못 간 경우가 52.9%, 출산 후 진료비 부담으로 자녀 진료로
병원에 못 간 경우가 33.2%, 출산 후 병원비 부담으로 본인이 병원에 못 간 경우가 55.5%임.
25~29세 연령 집단에서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진료 받지 못한 비율이 가장 큼.
<표 2>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태아검진

자녀진료

출산후 본인진료

전체

(741)

52.9

33.2

55.5

10대

(39)

41.0

17.9

46.2

20~24세

(134)

50.7

28.4

45.5

25~29세

(172)

59.9

41.3

64.5

30~34세

(185)

55.1

33.5

57.8

35~39세

(135)

48.9

31.9

50.4

40대 이상

(76)

48.7

32.9

60.5

▶ 신생아 몸무게별 신생아 건강을 살펴보면 출산 직후 자녀 건강이 나쁜 비율은 2kg 미만에서
높고, 건강이 좋은 비율은 2.5kg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3> 신생아 몸무게별 신생아 자녀 건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나쁨

보통

좋음

합계

전체

(741)

10.7

26.3

63.0

100.0

2kg 미만

(13)

53.9

23.1

23.1

100.0

2~2.5kg 미만

(55)

29.1

29.1

41.8

100.0

2.5~4kg 미만

(640)

8.4

25.9

65.6

100.0

4kg 이상

(33)

6.0

30.0

63.6

100.0

▶ 임신기간 영양섭취와 산후 몸조리는 산후 우울증에 큰 영향을 미침. 영양섭취가 나쁜 경우
미혼모 74.4%가 산후 우울증을 경험했고, 산후 몸조리를 잘 못한 경우 73.2%가 산후 우울증을
겪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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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임신기간 영양섭취·산후몸조리에 따른 산후 우울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임신기간
영양섭취

산후 몸
조리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은
않다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100.0

(741)

7.3

10.4

17.8

31.6

32.9

나쁨

(414)

4.3

7.5

13.8

32.6

41.8

100.0

보통

(188)

5.3

12.8

25.0

32.4

24.5

100.0

좋음

(139)

18.7

15.8

20.1

27.3

18.0

100.0

못했음

(515)

4.5

8.7

13.6

34.4

38.8

100.0

보통

(138)

9.4

13.0

31.9

26.1

19.6

100.0

잘했음

(88)

20.5

15.9

20.5

23.9

19.3

100.0

▶ 시설 입소 경험은 산전후 지원 시설 45.9%, 미혼모공동생활가정 40.0%, 모자원 20.4%로
나타남. 40대 이상 미혼모와 서울 지역에서 시설 입소 거절을 당한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시설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 시설에서 산후 몸조리를 잘 하지 못했고, 프로그램 참여
선택권이 부족하고, 사생활 보장 문제와 외출 제한이 제시됨.
▶ 출산과 양육 관련 정보 검색 수단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83.8%로 제일 높음. 기관 접촉
비율은 구청과 주민센터가 70.2%로 높게 나타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얻으려는 정보는
출산후 지원 정보가 79.1%, 핫라인과 기관을 통해 얻고자 한 정보는 영유아 양육 지원 정보가
71.9%로 가장 비율이 높음.
▶ 국민행복카드, 영유아무료예방접종에 대해 미혼모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서비스, 입양숙려기간 산후지원서비스는 인지도는 절반 이하이며 그 이용
비중도 미비함.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양육비 청구절차와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높게 나타남.
▶ 복지지원 서비스 체계에 대한 의견으로는 서비스 청구절차와 수급자격 인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양육비청구절차의 어려움(74.9%),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려움(72.9%), 서비스 제공방식의 복잡함(61.8%), 수혜 자격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움(60.4%) 등으로 지원 서비스가 있어도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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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복지지원 서비스 체계 및 접근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④+⑤

1)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움

32.0

18.8

50.8

2) 서비스 제공방식이 너무 복잡함

34.8

26.9

61.8

3)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의 자격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움

32.4

28.0

60.4

4) 미혼모시설 입소자격이 너무 까다로움

22.6

15.8

38.4

5)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너무 까다로움

28.8

29.7

58.5

6) 양육비청구절차가 너무 어려움

24.1

50.9

74.9

7)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움

22.3

50.5

72.9

8) 기관종사자가 불친절함

19.8

21.1

41.0

9) 주민센터 및 구청 공무원이 불친절함

19.7

21.3

41.0

▶ 출생신고시 해당 기관에서 미혼부모 지원서비스에 대해 안내 받았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함.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11.8%),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16.9%)에서 안내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표 6> 출생신고시 미혼부모 지원서비스에 대해 안내 받은 비율
(단위 : 명, %)

연령

지역

구분

사례수

그런 편 ④

매우 그러함 ⑤

④+⑤

전체

(741)

13.5

7.7

21.2

10대

(39)

25.6

10.3

35.9

20~24세

(134)

19.4

11.9

31.3

25~29세

(172)

12.8

4.7

17.4

30~34세

(185)

12.4

8.1

20.5

35~39세

(135)

10.4

7.4

17.8

40대 이상

(76)

6.6

5.3

11.8

서울

(165)

14.5

5.5

20.0

부산울산경남

(91)

16.5

9.9

26.4

대구경북

(72)

12.5

6.9

19.4

인천경기

(201)

8.0

9.0

16.9

광주전라제주

(75)

24.0

6.7

30.7

대전충청강원

(137)

13.1

8.0

21.2

임신기와 출산 전후 미혼모의 경험: 심층면접 자료 분석 결과
▶ 임신 인지 후 미혼모 대부분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혼란, 두려움,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함.
출산과 낙태,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가족과 아이 아버지 혹은 지인들로부터 낙태와
입양을 권유 받기도 함.
▶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는 산전후 건강관리의 어려움,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단절, 병원과
관공서에서의 차별, 시설에서 어려움을 경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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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이용 경험 : 심층면접 자료 분석 결과
▶ 베이비박스 이용 미혼모들은 이곳 이외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이곳을 찾았다고 말함.
출산을 준비하며 미혼모 시설에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베이비박스를 찾게 되었다고 함.
▶ 베이비박스에서 미혼모와 영아 자녀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들에게 적절한
거주공간이 될 수 없음. 출산으로 예민한 산모와 아기가 거주하기 불편하며 자립을 준비할
만큼 장기간 머물 수도 없음.
▶ 양육 결정 이후 베이비박스에서 후원하는 아기용품 등의 물품은 미혼모들의 양육에 큰 도움이 됨.
복지서비스 정보수집과 양육준비 : 심층면담 자료 분석 결과
▶ 미혼모들은 임신기와 출산 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부족, 출산 후 양육준비의 어려움, 주거 및
취업의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음.
▶ 인터넷 검색으로 미혼모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찾기 어렵고, 주민센터 담당자는 미혼모 지원
서비스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도움을 잘 받지 못한다고 함. 출생신고시 아버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미혼모를 곤혹스럽게 함. 주위 돌봄 자원이 부족한 미혼모들은
출산직후 지원 관련 서비스 청구 등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처리함. 아이 아빠와의 갈등으로
양육비를 청구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 주거불안정 상황에서 시설 입소를 시도하지만, 이에 실패하는 경우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움.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은 미혼모들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이유임. 또한 자녀를
혼자 돌보아야 하는 특성상 적절한 자녀 돌봄 서비스 없이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임.
▶ 미혼모는 고운맘 카드, 보건소 서비스, 긴급생계비, 한부모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를 자립과
양육 준비를 위해 신청하는데, 정보 접근성과 이용 자격에 따라 이용 정도는 상이함.
▶ 미혼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전달하기, 미혼모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저소득 미혼모 임산부를 위한 카드 금액 증액, 부성책임 강화, 미혼모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아기용품 지원 확대, 주거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정책제언
미혼모 기초 통계 및 지원기준 확립
▶ 미혼모의 정의와 정책지원 대상 : 과거 혼인 여부가 있는 미혼모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함
▶ 미혼 한부모에 대한 신뢰도 높은 포괄적 통계를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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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출산후 태아와 산모의 건강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나 미혼모의 임신기·출산후 의료비 부담의 실질적 경감
▶ 태아·신생아·산모 건강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 개선 : 기존 위기지원 사업 홍보 및 전달 개선, 사업 예산 및 개소수
확대, 예산규모와 운영기관 수의 확대가 필요함
▶ 미혼모 욕구에 적합한 시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를 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는 전반적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해야 함
임신기·출산후 미혼모 지원 정보 전달 체계화
▶ 주민센터의 정보전달 기능 강화 : 출생신고 시 담당자는 미혼모에게 복지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한부모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 : 미혼한부모를 위한 별도의 회선 및 인력 확보, 홍보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 민간 미혼모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제공
주거지원 강화
▶ 미혼모의 주거 불안정을 고려한 양육 미혼모 주거지원 강화
▶ 정부 주도하에 민간 후원을 통한 미혼모 주거지원 사업 전개
부성 책임 강화
▶ 양육비 이행 지원의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의료진과 공무원 인식 개선
▶ 정부 차원에서 의료진과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안내 자료 배포
원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 공적 지원을 통한 원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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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통계로 본 가족에 의한 여성노인의
학대 실태와 정책과제
●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대 피해를 경험하는 노인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실제 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 피해자 10명 중 9명 이상은 가족이

학대 행위자임. 그 중에서 6명은 배우자, 아들임. 문제는 학대 피해자의 50% 이상은 학대 가해자와 동거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

초록
■ 우리나라

노인의 10명 중 1명은 가족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육체적, 언어적, 정서적 및 성적, 혹은 방임 등

학대를 경험하고 있고, 그 피해 비율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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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동식·김둘순·동제연·정다은·전경숙(2018).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II): 노인 돌봄과 학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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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의 절대적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노인학대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하고 있음.
학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본노인학대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4명 중 1명은 가족돌봄 과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함. 여성노인은 노년기에도 가족 내 돌봄노동의 주체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들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상당수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모두 약하여 돌봄의
강도가 높은 배우자나 부모로서 돌봄 과정에서 부부간,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과
불화, 그에 따른 학대 피해를 경험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여성노인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돌봄의
주체로서 역할 부여는 여성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나
여성노인은 어느 생애 보다 배우자 및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가족에 의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움 상황임.
노인학대 피해자 중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은 크게 높아지지만,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에서는 젠더 관점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임. 그 이유로서 하나가 노인학대에 대한 성별
분석의 부재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구축한 노인학대현황통계 중 최근
5년(2012~2016년)의 노인학대 성별 통계 분석자료를 담당 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았고, 부족한
건강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생산하여, 여성노인의 학대실태 및 관련 정책방안을 모색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2012~2016년 신고·접수된 전체 피해 사례 중 노인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함. 또한 전체 노인학대
피해 사례 중 여성 피해 비율이 남성 피해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75~79세의 학대 피해 비율이 20% 이상으로 남녀 모두에서 높음. 성별로 보면, 여성은
2012~2016년 85세 이상 학대 피해자가 19~2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69세
이하에서 19~22%의 높은 비율을 보임. 즉, 고령 여성의 학대 피해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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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 학대 피해 건수 및 비율(2012~2016년)

[그림 2] 성별 연령대별 학대 피해자 비율(2012~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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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피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63~66%) 피해가 가장 높음. 특히 여성 피해자의
중복학대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학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남성은 방임이나 자기 방임,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음.
[그림 3] 성별 중복학대 피해 비율(2012~2016년)

[그림 4] 성별 학대 유형별 피해 비율(2012~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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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자가 학대 행위자와 동거하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높음.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학대 행위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 학대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큼.
학대 피해자 동거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은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시설·병원 거주 비율도 여성에 비해 높음. 여성은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고 며느리, 딸과 동거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 학대 피해자 가구 형태는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최근에는 노인부부
가구 비율도 증가함. 남성은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이 여성에 비해 10%p 이상 높고 여성은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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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별 학대 피해자의 학대 행위자와 동거 비율(2012~2016)

[그림 6] 성별 학대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2012~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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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보면 20%대이며, 학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로 살펴볼 때는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학대 피해자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피해 경험자 비율도 높은데,
특히 여성에게서 이러한 특징이 더 뚜렷함.

[그림 7] 성별 학대 피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12~2016년)

[그림 8] 성별 학대 피해자의 교육정도(2012~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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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노인학대 행위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60% 이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연령별로는 40~59세 비중이 가장 높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70세 이상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노(老老)학대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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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성별 학대 행위자 수 및 비율(2012~2016년)

[그림 10] 성별 학대 행위자 연령별 분포(2012~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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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대 행위자 중 노노학대 비율은 2012년 34.1%, 2013년 34.2%, 2014년 40.3%, 2015년
41.7%, 2016년 43.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노노학대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2012~2016년 72~75.7% 수준으로 높음. 즉, 노노학대의 경우 남편에게서 이뤄진 여성 노인학대
피해가 아내에게서 이뤄진 남성 노인학대 피해보다 더 많이 발생함.
<표 1> 노노학대 건수 및 학대 피해자·행위자 성별 분포(2012-2016)
(단위 : 건, 명(%))
구분
노노학대

노노학대
피해자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1,312

1,374

1,562

1,762

2,026

비율1)

34.1

34.2

40.3

41.7

43.7

남성

367
(28.0)

352
(25.6)

415
(26.6)

454
(25.8)

493
(24.3)

여성

945
(72.0)

1,022
(74.4)

1,147
(73.4)

1,308
(74.2)

1,533
(75.7)

남성

835
(63.6)

907
(66.0)

966
(61.8)

1,050
(59.6)

1,355
(66.9)

노노학대 행위자
여성

477

467

596

712

671

(36.4)

(34.0)

(38.2)

(40.4)

(33.1)

주 : 1) 전체 학대 행위 중 노노학대가 차지하는 비율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가족이나 주변인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여성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학대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해, 그리고 학대 경험자 내에서도 단일
학대경험자 보다는 복수 학대경험자에서의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을 비롯하여 의사진단의
만성질환 수, 우울증 및 자살생각 등의 건강위험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같은 단일 혹은 복수
학대 경험자 내에서도 여성피해자의 건강 취약성(위험성)은 남성 피해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 여성노인의 학대 경험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

(단위: %,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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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비경험

학대 경험

특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건강

68.5

55.5

60.9

47.8

불건강

31.5

44.5

39.1

52.2

2.27

2.97

2.68

3.58

정상

90.5

88.8

81.2

75.8

우울

9.5

11.2

18.8

24.2

X2/F
(p)

1개 학대 유형 경험

복수 학대 유형 경험

남성

여성

남성

여성

65.6

51.4

44.0

33.3

34.4

48.6

56.0

66.7

2.62

3.44

2.90

4.16

128.86
(***)

86.8

80.1

61.1

58.3

13.2

19.9

38.9

41.7

X2/F
(p)

주관적 건강

의사진단 만성질환
수(개)

197.85
(***)
162.10
(***)

223.39
(***)
100.63
(***)

우울증
217.13
(***)

자살 생각

전체

예

5.0

5.7

16.4

19.6

16.9

28.9

29.8

95.0

94.3

83.6

80.4

242.93
(***)

12.9

아니오

87.1

83.1

71.1

70.2

293.23
(***)

3,876
(100.0)

5,205
(100.0)

409
(100.0)

582
(100.0)

10,073
(100.0)

319
(100.0)

467
(100.0)

90
(100.0)

114
(100.0)

10,073
(100.0)

***p<0.00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 노인건강 중점과제 내 노인학대 추가

3. 정책제언
▶ 노인학대는 노인건강의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결정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 내 중점과제에서는 노인학대에 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
해 학대 문제는 중요한 위험 요인인 만큼 노인건강 중점과제에 노인학대 관련 지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30」에는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이때 지표는 성별 구분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노인학대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노인학대 추가
▶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위험이 높은 만큼, 치매 예방-조기 발견-치료·관리-돌봄체계
내실화 전반에 노인학대 의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를 활용하는데, 이때 노인학대 피해자 발굴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의 안전 및 권리의 보호 강화 측면에서 낙상방지 등 생활안전교육 등의 확대와 시설 내
학대 방지를 위한 ‘안전지킴이’ 운영이 추진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부분은 제외되어 있음. 노인의 안전과 권리 보호 차원에서 시설 내의 학대 방지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학대 방지도 포함하여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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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대상에 노인학대 피해자 포함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
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 피해 위험
노인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데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 피해 위험 노인 등은 우선순위에 위치하는 것도 필요함.
노인학대 피해자 발굴에 요양보호사 활용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 시행
▶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이용자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먼저 발견할 수 있으므로 재가요양보호사의 성인지 감수성은 노인학대
조기 발견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인권교육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표준교재 중 ‘요양보호개론’에서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에 관하여 기술해 놓았으나 해당 내용은 관련 법·제도, 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 배경,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 유형 등만 다룰 뿐 요양보호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만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음.
노인학대 신고·상담체계 활성화 및 실효성 강화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율(신고전화 : 1577-1389)은 13.7%인 637건으로, 낮은
신고율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음. 따라서 노인학대의 낮은 신고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교육 관리 강화,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경우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으로 신고자가(특히 학대 피해
당사자가) 부담을 느껴 신고를 주저할 수 있음. 특히 노인학대 신고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학대’임을 인지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노인학대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되지 못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함.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제도의 재가 노인 돌봄자 및 노인학대 피해자로 확대 적용
▶ 일본은 돌봄 제공자가 가족돌봄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소진이
없도록 지역사회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특히 돌봄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은 소진된 돌봄 제공자가 휴가를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기간의 돌봄 공백을 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로 대신 메워 줌. 또한 단기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휴가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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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치매국가책임제도를 통해 치매노인을 간병한 치매노인 가족에게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 일명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가 있음. 그런데 서비스 대상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의사진단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현재의 치매가족휴가지원제도를 재가돌봄으로 확대하되 우선은 노노돌봄의 관계에
있는 대상자 그리고 학대 피해자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함.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요양시설 우선 입소권 부여
▶ 노인학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장기요양 대상자인 경우 더욱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노인학대 피해자의 경우 학대 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함. 그런데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시설 및 서비스가 우수한 요양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
원하는 때에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따라서 당사자의 요청이 있다면 국공립
요양시설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건강 및 상황적 이유 등으로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앞서 제안한 재가요양보호사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발굴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으로 자원을 마련해야 함.
요양보호서비스 이용자 가족 대상 교육 시행
▶ 본 연구 결과 노인학대 행위자는 주로 피해 노인의 가족, 특히 여성노인 피해자의 경우 그
행위자가 아들과 남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학대 피해자는 그 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과반수에 이르기 때문에 학대 피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 따라서 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 (재)가해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예방교육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가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족에게 필수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물론 현재도 요양보호서비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별 기관(재가센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와
동거하는 모든 가족이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
▶ 가족 내에서 발생되는 노인학대 사례는 발굴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노인학대 상황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그 가족의 사생활로 보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의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학대에 관한 국민의 감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8
70

알코올·약물 남용 노인학대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 노인학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돌봄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학대 행위로
발현되는 데에는 알코올 및 약물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알코올·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와 알코올·약물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여
변화의 동기를 증진하고 스트레스 관리, 분노 조절,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통해 노인학대
행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된 교정 프로그램은 초기단계-행동변화단계-종결단계로 구성할 수 있음.
초기단계에서는 알코올과 폭력 관련 교육 및 자가진단, 행동변화단계에서는 학대 행위자의
변화 동기를 증진하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 분노 조절, 문제 해결 방법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 개입 활동, 마지막 종결단계에서는 재음주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실질적 기술 습득 및
프로그램 종결 이후의 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력체계 다양화 및 확대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임. 따라서 학대 행위자 대응은 관련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그러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력기관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학대 피해 노인과 관련한 기관이었고 학대 행위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찾아보기 어려웠음.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력체계 안에
학대 행위자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포괄하여 협력체계를 다양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의무화
▶ 노인학대 행위자로 판정이 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동시에 혹은 형사절차 완료 이후에 학대
행위 유형(수위)이나 법원의 판결 유형(수위)에 따라 맞춤형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재학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맞춤형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체계화할 수 있을 것임.
▶ 노인학대 행위자 대상 맞춤형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6(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때 노인학대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노인학대 판정지표에 의해 판정된 행위자일 것이므로 노인학대 행위를
좀 더 엄격히 규제하고 재학대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대 판정지표의
기준(수위)을 낮추는 작업도 수반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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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제공자에게 건강 및 역량강화 지원 서비스
▶ 돌봄 스트레스에 따른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서 제안된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제도와
함께 노인돌봄 제공자에게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돌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돌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돌봄 제공자가 돌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받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돌봄 스트레스가 학대 행위로 발현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하지만 노인학대가 비단 돌봄 스트레스에 따라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
므로 노인학대에 관한 좀 더 다각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노인학대 인식 제고를 위한 성별 간 및 세대 간 성인지적 교육 시행
▶ 노인학대 문제는 아동학대나 여성 대상 폭력 등의 이슈와 동등한 수준의 이슈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음. 이는 여성, 노인 그 대상 자체가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고립된
대상이기 때문임. 따라서 노출을 스스로 자제하는 피해자의 인식부터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학대 행위자를 비롯한 가정 내 모든 구성원이 학대를 목격할 수 있는 만큼 신고하고 예방하는
것이 학대를 줄이고 근절할 수 있다는 교육이 필요함. 특히 학대 행위자가 며느리인 여성과
노인인 여성 간에, 노인인 여성과 (시)어미니인 여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대를 넘어선 학대 전반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노인학대현황보고서(2012~2016년) 원자료에 대한 성별 분석자료).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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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에 의한 여성 일자리의 전망 분석
초록
■ 본 연구는 기술의 발전이 미래 여성 일자리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직업 내에서의 여성집중 경향과 임금 및 직업 지위와 관련한 성별 차이, 미래 기술대체위험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에 대한 일자리 특성의 변화 등을 노동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음. 둘째,

미국직업정보네트워크(O*NET) 자료를 통해 중숙련‧고숙련 직종의 주요숙련요인 변화를 비교하면서 여성
일자리의 문제점과 여성인력정책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음. 셋째, 대기업·중소기업 관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디지털 전환 정도 및 위기감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마지막으로
기존 노동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 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 플랫폼 노동 관련 가사서비스
종사자와 운영자를 근로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에

따라 제시된 정책방안은, 여성의 고숙련 직종으로의 진입 지원, 일‧가정 양립과 여성들의 경력개발 장애

극복, 여성의 전직과 이직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체계화, 플랫폼 노동시장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디지털 전환과 성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년 여성 직업훈련 개선 등임.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오은진·문지선·최윤정·장희영·장혜원(2018).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 일자리 전망과 대응전략(Ⅰ).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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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그리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일상생활의 도입은
사실상 노동시장, 기업,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변화를 주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갑자기
진행되었다기보다는 70~80년대 컴퓨터의 보편적 보급 이래 지속되어 오던 문제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 가속이 붙으면서 고용의 문제까지 불거지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일자리의 문제는 세계경제포럼(WEF, 2016)이 예측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용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님. 이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공감대와
사회정책, 비용 대비 실용화의 가능성 등 역동적인 요인들과 얽혀있음.
특히 여성의 문제는 전체 문제보다 하나의 공간이 더 추가된 것으로 현재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갖는
차별, 불평등의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등의 실용화 현실과 관련하여 여성 일자리가 미래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여성 일자리 추이와 기술대체 여성 일자리 전망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직종분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음. 여성 임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정규직에 비해 더 컸으며, 여전히 서비스, 사무, 판매, 단순노무직 등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다수인 직종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전문직에서의 여성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 정도임. 관리직은 미미하나마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지난 17년간 여성들의 정규직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추이는
여성들의 고용지위가 향후 미래에 더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여성의 정규직
비중이 상승한 주요한 요인은 단순노무직, 전문직, 사무직에서의 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 노동시장 전체의 성별 임금격차는 과거에 비해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 직종에서
여성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약 60% 정도의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직종은 관리직이며, 다음이 판매, 단순노무, 사무직순임. 전문가 직종조차도 성별
임금격차가 약 38% 정도 벌어짐. 정규직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직종은 서비스,
기능직순인데, 비정규직의 경우는 기능직, 전문직순으로 나타남. 서비스직은 여성의 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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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불리하여 여성들이 서비스직으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한 보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 서비스직과 관련한 노동시장 전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현재와 같은
구도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여성들의 임금과 종사상 지위가 낮은 하위 직종으로의 진출을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를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임.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더 좁혀짐. 다시 말해 여성들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 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비정규직 시장보다 높다는 것은 내부
노동시장에서 보다 견고한 임금차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임.
▶ 박가열 외(2016)의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상에서의 향후 2025년까지
컴퓨터의 대체 확률이 낮을 직종과 높을 직종을 상·하위 10개로 나눠 살펴본 결과,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고숙련 지식산업 직종은 2025년까지 대체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저숙련의 단순노무 직종들은 대체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예상했던 것과 같이
대체비중이 높을 것으로 나타나는 직종들은 별다른 수준의 경험, 교육훈련 등이 없어도
진입이 비교적 쉬운 직종들이어서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 남성 등이 쉽게 진입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반면, 대체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들은 상당한 경험과 경력 그리고
학력수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임.
▶ 현재 노동시장에서 대체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는 10개 직종(전체 직업군 154개 중)에
이미 전체 여성 근로자의 11.7%가 차지하고 있고, 해당 직종의 여성 비중은 최근 3년간 50%를
넘고 있음. 그러나 대체비중이 낮은 직종들에는 여성 근로자 중 1.5% 정도만이 해당 직종에
참여하며,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25% 내외로 상당히 열세인 것으로 나타남. 2025년까지도
과거부터 현재와 같은 여성들의 직업선택 패턴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 여성들의 직업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 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판단됨.
▶ 앞선 계량적 분석 결과가 2025년까지 현실화되는 데는 기술 대체와 관련한 사회적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직업선택과 관련한 여러 변수들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노동시장의 변화가 없다는 것 등 사실상 많은 전제들이 요구됨.
▶ 따라서 일정한 사회적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기술도입과 관련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서비스 부분에서 새로운 생산물(product)을 생산하고, 여성들의 초기 직업선택과 현실적으로
여성 경력개발의 덫이 되고 있는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래 여성들의 노동시장 상황은
위기에서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됨. 특히 새로운 노동형태의 플랫폼 노동, 클라우드
노동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 현재 기업조직문화에서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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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자리와 숙련성
▶ 여성 직업의 숙련성에 대해 미국직업정보네트워크(O*NET)의 2002년과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35개의 숙련 지표의 중요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2년에 비해 2016년에 가장
중요도가 증가한 숙련은 협상하기, 설득하기, 지도하기, 협력하기 순 이었음. 이는 전체
직종에서 요구하는 숙련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차원적 인지 숙련이
분화하고, 협상 및 설득과 같은 높은 차원의 사회적 소통 관련 숙련의 중요도가 상승하였음.
▶ 기술발전과 더불어 저숙련 직종과 고숙련 직종 간에 요구되는 역량 수준의 차이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고숙련 직종의 경우 다양한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저숙련과 고숙련 여성인력 간에 역량 차이는 더욱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 여성집중 직종의 숙련도는 미국 숙련데이터에 기초할 때 중요 숙련성에 해당되는
지표를 포함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요구되는 숙련성의 기준도 전반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현재 여성들의 집중도가 높은 직종에서 향후 상대적 저숙련성이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컴퓨터의 업무대체비율이 높아서 일자리 수가 감소할 위험이 높은 직종이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함.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은 여성들의 직업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숙련 직종에서 고숙련 직종으로 직업을 이동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매우 시급함.
디지털 전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업·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미흡했음. 또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기업보다 전문가들이 그 시급성에 대해 더 민감했음. 디지털 전환의
속도도 중소기업은 아직 자동화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작업의 내용을
빅데이터화하여 사물인터넷과 AI 등의 영역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기업을 기준으로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향후
노동시장의 기업 간 격차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도 할 수 있음.
▶ 기업의 디지털화 또는 자동화의 투자가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 축소를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나 사무, 생산, 유통 등의 영역에서 잔여인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는 다수가 동의하였음. 특히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여성 일자리 수요 감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임. 관리자들은 여성인력의 감소가 전체 인력의 감소보다 심하지 않다고
본 반면, 전문가들은 여성인력의 감소가 전체 인력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여성 일자리의 문제점은 여성들이 기업의 저숙련 또는 중숙련 직종에 다수 있다는 점임.
기업에서는 이들의 업무가 대체된다면 다른 직무로 전환시킨다고 대체로 주장하지만, 여전히
업무전환은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며, 현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잔여인력을 재교육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임.

4
76

▶ 본 조사 결과 현재와 미래에 요구되는 기초직업능력에 대해서 기업과 전문가들 모두 현재든
미래든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들은 대학이 가르쳐야
할 주요한 기초능력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것임. 기업들이 요구하는
역량은 정보능력이나 기술능력과 같은 기술적 요소가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며, 이러한 능력은 기술발전 시대에 더 많이 요구된다고
평가하였음.
기존 노동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금융·일반사무직에 대한 변화
- 금융사무직과 기업 내 일반사무직 근로자, 관리자 및 플랫폼 노동을 하는 기업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한 결과 기술도입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임. 그러나 기업의 디지털화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업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전문가와 현장 관리자에 따라 이견이 발생하였음.
- 특히 사무직 여성들이 현재 업무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동화는 루틴한 일자리의 감소를
예상하게 하는 것임. 또한 근로자들은 일부 자동화로 인한 인원 감축이나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인해 과거 업무보다 더 많은 업무가 생기거나, 과거 업무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새로운 업무로 배치되는 등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토로하였음.
- 기술의 발전은 성별 분업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동화와 인원
감축으로 순환직무가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은 여성과 남성의 직무를 나누던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과 똑같은 직무환경에 처하도록 하고, 특히 기업이 점점 글로벌화되는 시점에서
외국발령, 지방발령 등을 육아 등의 이유로 피할수록 회사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려워지고
경력개발의 보틀넥에 잠기고 마는 상황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기술도입에 따른 변화 속에서 전문가들은 재교육의 필요성, 특히 업무전환을 위한
교육에 중요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반면, 기업에서는 자동화와 관련된 재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체 재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핵심인력들을 재교육하는 한편,
기존 인력들의 업무 전환과 관련해서는 신규인력 고용을 선호하며,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교육보다 아웃소싱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음. 이러한 경향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양극화, 그리고 핵심인력과 주변인력 간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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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학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특히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상태로 융합형 과정들이 질서 없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또한 전문가들은
기술발전 대응방안으로, 기업의 재교육은 물론, 이공계 여학생 육성 등 학교교육에서부터
기술발전을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기술발전과 플랫폼 노동
- 앱 노동이 갖는 강점은 구인-구직 과정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일부 해소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다양한 직무범위나 직무의 난이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제공자들이 다양한 직무와 보상체계를 받도록 경력개발 경로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기존의 서비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현재 앱의 기능은 이를 최대한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공간에서 빈 일자리를 찾아 메워주는 일을 할 수 있음.
- 개별인터뷰 및 초점집단면접 결과, 앱을 통한 노동은 일과 관련한 명백한 피드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이용자 입장에서도
가격에 따라 일의 수준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앱 노동이 갖는 문제점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앱 노동으로만 해당 일자리의
고용보장을 받기가 어려워 오프라인의 정기적 일자리와 병행을 해야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임. 또한 평정시스템이 이용자 지향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들이 일의 피드백에 대해서 훨씬 민감해 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일의 강도와 보상체계로
이어지는데, 일의 피드백이란 것은 객관적 결과에 앞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또한 오프라인에서 형성할 수 있는 인간적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운 애로점도 있음.
- 또한 젊은층이 공급자로 유입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앱의 매칭력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한 단계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데이터의 수집인데, 특히 커뮤니티의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함.
결과적으로 가사·돌봄서비스 영역의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일자리의 질과 규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정보의 수집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음도 강조되었음.
- 사회보험과 취업규칙 적용 및 근로자성에 대한 의견은 서비스 제공자 및 업체 관리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게 나타남.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사회보험적용을 원하는 서비스 이용자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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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통해 기존 노동시장에서 개발되지 못했던 직무 중심의 일자리가 현재의
가사·돌봄서비스 영역 이외에도 무수히 많이 양산될 수 있음.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이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공급을 촉진할 수 있고 수요자들도 필요한 직무만을 조각조각 저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임. 기존에 직업이라는 테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비전문적으로
생산했다면, 향후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현재의 기술은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 이를 받아들여 노동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존 노동시장의 구조를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임.

3. 정책제언
고숙련 직종으로의 진입을 위한 세부적 노력 필요
▶ 본 연구내용의 핵심은 미래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고숙련 일자리이며, 해당 일자리를 기준으로
성별 격차보다 직종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그럼에도 현재 여성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생각해 많이 진입하고 있는 직업은 금융사무, 일반사무직이며, 이와 관련해
2025년까지 일자리의 변화 및 감소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렇다면
여성들이 취할 전략은 입직 시 고숙련 직종으로 진입하도록 진로개발과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임.
▶ 미래 전망이 좋은 일자리는 정보를 베이스로 하는 전문직 일자리이며, 이러한 직종으로의
진입은 STEM 영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음. 여학생들이 STEM 영역을
선택하는 비중이 공과계열은 15-20% 내외이고, 이학계열은 최근에 40% 가량이며, 이는
증가추세에 있음. 이들이 경력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도와주는 전략이 필요함.
▶ 영국 런던 임페리얼 대학교(Imperial College London)의 경우 과학분야 여성
네트워크(Scientific Women’s Academic Network)의 연차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여기서 과학, 공학 및 기술(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분야에서 여성들의
능력개발에 관한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함(오은진 외, 2014:156). 즉, 학과 내 학생들의
멘토링 시스템 모니터링, 여성과학자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학내 여성과학자 또는 미래
여성과학자들의 지속적 경력개발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또한 런던 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도 과학, 공학 기술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서베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여성들의 학문적 경력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음(오은진 외, 20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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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대학 내 과학기술공학 분야 여성학자와 여학생들의 경력형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공식기구를 마련하여, 교육부 또는 여성가족부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함.
일·가정 양립과 경력개발 장애 극복

▶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은 가정 내 성역할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중요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게 될 소지가 많음. 우선 고숙련 일자리의 여성들의
경우 모성보호제도 사용 등을 현재와 같이 사용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치열한 경쟁에서 지속적 경력개발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중숙련 또는
저숙련 노동을 하며 자녀양육을 해야 하는 여성들은 힘든 고용상태를 선택하지 않고 개인사업,
프리랜서 등의 이름으로 아웃소싱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플랫폼에서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 결국 고용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여성들의 경력개발사다리는
매우 복잡해지며, 플랫폼에서의 여성 노동의 질은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움.
▶ 향후 여성의 경력개발 또는 단절은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 다양해질
것이며, 숙련 일자리에 기초한 여성의 경력개발, 경력단절완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여성의 전직과 이직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체계화: 고용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음.
여전히 육아문제, 즉 자녀양육이 여성의 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상황은
여성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해당 여성들이 미래 본인들의 커리어개발을 위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업훈련과 상담 등을 아우르는 고용서비스를 재직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의 기존 고용서비스는 사실상 실업자 중심의 서비스이며, 재직자를 위한 직업상담,
경력상담, 전직과 이직에 대한 경력개발사다리 등은 사실상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코칭의
영역이었음.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경력단절은 경력지체의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며, 이와 관련해서는 남녀의
구별없이 평생직업훈련계좌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를 부여 받고 일하는 동안 지속적인
경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가 선행되어야 함.
▶ 학습휴가제 등의 논의로 구체적 실현이 아직 어렵다면, 여성다수 직종에서 노동조합 또는

직원협의회를 통해 여성들의 업무에서의 직업능력향상 및 이‧전직에 필요한 직무학습을 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 근로자들과의 면담 결과 여성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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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소멸되거나 전환을 요구받을 시 사실상 퇴사를 가장 쉽게 생각하는데, 미래 사회는
중숙련 일자리 또는 저숙련 일자리로의 진입이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지양하도록 하는 사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함.
플랫폼 노동시장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 우리나라의 고용‧산재보험의 기조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고용주에 한해서 실업급여, 산재
등 국가의 보호체계에 편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그 사각지대를 더 넓힐 것이라고 판단됨. 특히 플랫폼
노동이 강화되면 전문성을 가진 프리랜서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고,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계약관계를 맺을 것임. 이때 고용주와 고용자 관계의 설정도 매우 어려울 수 있고, 기존의
고용형태처럼 하나의 관계만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음. 따라서 보다 광의의 범위에서
사회적 보호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됨.
▶ 현재 “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고용보험 체계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임. 미래사회는
“임금을 받는 고용”이 핵심이 아니라, “일”이 핵심이 될 것이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플랫폼 노동의 소득과 관련하여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8년 7월에 개정된 근로장려세제 구간의 확대는
플랫폼 노동을 통해 일을 하면서 소득이 적은 가구 또는 개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음.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를 플랫폼 운영자 또는 근로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들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디지털 전환과 성격차 해소: 중장년 여성 직업훈련 개선
▶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며, 청년층의 경우 남녀의 성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하며, 이들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사실상 스킬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함. 특히 새일센터의 많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경력단절 후 재진입 여성인력을 중숙련 및 저숙련 직종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경력단절여성 대상 재취업 정책의 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시기임. 새일센터는 직무 중심 훈련에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함. 또한 단기 취업훈련과정에서 중장기 훈련과 단기과정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종합적 훈련과정을 개발해야 함. 또한 실업자 중심의 훈련체계에서,
여성집중 직종에 속한 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는 학습의 장으로 변화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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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한 여성기업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사업체 특성과 구성의 변화를 보면, 여성사업체 수와 비중은
증가하지만 여성기업체는 남성 기업체보다 규모와 매출액에서 여전히 영세하며 숙박업 및 음식점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사업체의 재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비교적 위험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가고 있는 성향이
있음.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력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지원정책은 잘 인지하고 있었으나, 수출지원이나
재창업 지원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한 인지는 부족하고, 여성기업들이 정부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복잡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낮은 자금지원 한도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보고 있음.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여성 벤처기업의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소유한 특허권의 수도 적음.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 213개소를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필요한 정책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준비 및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8.1%를 차지하였음.

• 여성기업이어서 더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응답이 더 많게 나타남.
• 성장 단계별로 진입기에는 자금, 판로, 마케팅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고 성장기에는 자금,
인력확보, 임금상승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음.
• 최근 3년간 정부로 부터 융자 및 보증지원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기술이나 기술인력 지원을 받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여성기업전용 벤처 펀드 참여, 여성 전용 R&D
자금지원, 기술보증 시 여성기업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에 높은 참여 의사를 보임.
• 소요 시간이나 여건 등의 미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으므로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의 애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종숙·신선미·이승현·김근태 (2018).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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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주로 소규모
영세 업체를 운영하는 여성기업들은 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선행연구결과들은
보고하고 있음.
여성기업들이 처한 4차 산업혁명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현재 여성기업이 참여하는 정책이 해당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혁신을 끌어내는 데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문헌 연구, 통계 원자료 분석, 실태조사 및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
하였음. 여성기업 대상 지원정책 및 사업 관련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여성기업실태조사,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등을 분석하였음.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213개 기업의
설문 조사를 하였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중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함. 주요 조사 대상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이며, ‘제조업’ 중에서 제품개발 및 공정의 변화 등을 꾀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업체임.
전국사업체 조사 분석 결과
▶ 여성기업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비중도 약간 증가하고 있음.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업종편중은 심화하고 있음. 반면 남성 사업체의 사업경력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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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대표자 성별 기업체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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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997~2016년도 자료 재구성.

▶ 매출액 규모도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매출액 1억 이상에서 남성기업보다
여성기업이 더 높은 비중을 보이는 산업은 출판 영상방송 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건설,
하수 폐기물, 전기·가스 수도, 광업, 농림어업임. 매출액 5억 이상 중 여성기업매출이 더 높은
산업은 아예 없을 정도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편임.
[그림 2] 대표자 성별에 따른 매출액 분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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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6년도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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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실태조사 분석 결과
▶ 여성기업의 평균적인 재무 상태는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2015년과 2016년
자기자본 규모는 각각 7억 1천만 원과 8억 1천만 원 정도임. 같은 기간 동안 부채는 평균 5억
7천만 원과 6억 원 정도를 보여,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됨. 연간 매출 총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23억 원과 25억 원을 보이나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7천 3백만 원과 8천만 원을 보여, 매출액에 비교해 크지 않음.
[그림 3] 여성기업 재무 상태: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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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실태조사에서 인지도 높은 정책은 자금, 인력, 세제지원 등임. 인지도 낮은 정책은
기술, 판로, 정보화, 수출, 사업전환 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적으로 여성기업은 정보
부족을 경험하고, 정책의 자격조건 완화, 지원 규모 확대,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분석 결과
▶ 여성 벤처는 감소세가 뚜렷하며 더욱 고위험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2012년은 여성이 대표이사인 벤처기업의 비율이 7.0%였으나,
2017년에는 그 비율이 4.12%로 감소하였음. 벤처 산업은 주로 제조업, 출판 영상방송 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벤처 분야에서도 성별 분리가 나타나 산업재산권 중 디자인은 여성기업에 주로 집중되고 있고,
특허, 상표권, 해외 산업재산권 분야는 남성기업에 집중되어 여성기업 진출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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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거의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총예산은 2004년 46.8억 원에서 2018년
177.9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2018년 지원사업 중에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들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은 1) 여성 벤처 활성화, 2) 여성 벤처 펀드, 3) 여성기업전용 R&D라 볼 수 있으며, 이
세 사업에 투입되는 2018년 예산은 각각 6억, 60억, 100억임. 이는 여성 벤처 펀드를 포함한
여성기업 지원사업 총예산인 237.9억 원의 70%임. 전체 예산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들이 지원받는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들은 여성기업만을 위한 사업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일반 중소기업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음. 특히 R&D 사업,
기술보증사업 등은 일반 여성기업보다 기술지식기반 여성기업, 특히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들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사업임. 2017년에 중소기업지원사업(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영역 제외)에서 여성기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R&D에 643억 원, 정책자금으로
5,133억 원, 보증사업에서 2조 5,620억 원, 컨설팅에 19억 원을 지원하였음. 분야별로
여성기업에 지원된 금액의 비중은 R&D 7.4%, 정책자금 11.0%, 보증 22.0%, 컨설팅 15.1%에
불과함
▶ 정책대상의 모집단에 비교해 사업 규모가 제한적임.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족함.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 주요 조사 내용은 첫째, 응답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및 경영현황, 둘째, 여성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및 융합현황, 셋째, 정책지원 요구임. 이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여성기업의 경영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 수준, 향후 경영 계획과
필요한 정책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전체 213개소의 여성기업이 조사에 응답하였음. 이중 ‘제조업’은 141개소로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은 72개소로 33.8%를 차지. 응답 기업의 성장 단계는 창업 초기 진입기가
51개소로 약 23.9%, 성장기가 95개소로 44.6%, 성숙기가 48개소로 22.5%이며 쇠퇴기라고
응답한 기업은 19개소로 8.9%를 차지함.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준비 및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준비를 못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8.1%를 차지함. 준비하는 기업은 신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51.5%)과 새로운 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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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 개발(50.0%)에 주력함. 준비 못 하는 기업의 사유는 투자자금의 부족(40.0%),
전문인력의 부족, 제품 특성상 불필요, 수요창출의 불확실성(각 20.0%) 등임. 앞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3%.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도입의 어려움 78.9%, 인력확보 및 활용의 어려움 73.2%, R&D의
어려움 69.5%, 판매나 영업의 어려움 59.6% 등으로 나타남. 당면 애로 사항은 임금상승(63.8%),
자금확보(63.4%), 인력확보(56.8%), 판로확보(45.1%), 과당경쟁(44.6%), 기술혁신 및
신제품개발부진(44.1%) 순임. 성장 단계별로 진입기에는 자금, 판로, 마케팅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고 성장기에는 자금, 인력확보, 임금상승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 최근 3년간에 정부 지원은 R&D 자금지원(26.8%), 융자 및 보증지원(55.4%), 마케팅 및
판로개척지원(23.5%), 수출지원(16.0%), 고용상 세제지원(19.7%), 청년 인력 지원(30.5%),
기술인력 지원(5.2%), 기술지원(2.8%), 맞춤형 컨설팅 등(19.7%) 경험함. 정부 지원으로 경영이
매우 개선되었다는 응답보다는 약간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많은 지원은 R&D 자금지원임.
▶ 향후 지원받을 의사가 있는 사업은 융자보증지원(55.4%), R &D 자금 지원(52.1%),
마케팅 판로개척지원(50.2%), 기술인력 지원(39.9%), 청년 인력 지원(39.4%), 고용상
세제지원(33.3%), 맞춤형 컨설팅 지원(32.4%), 수출지원(31.5%) 등임.
▶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사업 경험은 기술보증 시 여성기업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13.6%),
여성 전용 R&D 자금지원(11.7%), 여성기업전용 벤처 펀드 참여(7.5%) 등임. 여성 경제인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나 공공구매 참여 경험이 가장 높고 나머지는 참여 경험이 다양하지만,
창업보육시설 이용을 제외하고는 참여나 활용은 10%대에 머무름.
▶ 기술기반 기업에 중요한 여성기업전용 벤처 펀드 제도, 여성 전용 R&D 자금지원, 기술보증
시 여성기업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의 인지도가 매우 낮으나 이들 사업에 대한 향후 참여
의사는 매우 높음.
▶ 참여 의사가 없는 사유 중 준비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이 많고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도 많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 요구나
정책의 필요성이 성장 단계 및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여성기업 대상 정책 외에 기술기반 기업들에 대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고도기술 기업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요구나 성장 단계별로 성장기에 이른
기업들에 전문인력 지원 요구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기업 지원정책도
기존의 전체 여성기업 대상에서 더 나아가 전문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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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제언
▶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에서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중요성이 제기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그 성과는 여전히 높아지지 않고 있어 기술기반 창업정책을
평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정책대상의 모집단에 비교해 사업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여성 벤처 펀드와 같은 기술창업의 대상자 확대 및 규모 증가 등이 필요함.
▶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장 단계에 따라 자금지원 한도를 유연하게
확대, 성장기 및 성숙기에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고 좋은 인력의 확보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인력 지원정책에서 여성 기술기반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선.
▶ 기술기반 기업은 기존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기술 투자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기존의 여성기업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특정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기술기반 여성기업의 분야별 협회 등을
모아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통의 관심사와 정책
요구사항을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갈 필요.
▶ 정책성과 점검 등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의 주요사업별로
추진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정책보고서나 기초자료 생산, 여성기업 우대제도와 새로
도입하는 평가위원 30%를 여성으로 선정하는 방안의 효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검,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중장기로 전환하여 정책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

주관부처ː중소벤처기업부
관계부처ː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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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임신 차별 해소 방안
초록
■ 정부는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을 통해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해고 사례 등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을 위해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이용한 모성보호제도 홍보’,

‘임신여성근로자 고용노동부 자율등록제도 시행’, ‘모성보호 교육 의무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임신여성근로자 신청 우선의 모성보호제도 운영’, ‘임신·출산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임신·출산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해소’를 제안함.

임신·출산휴가 기간 중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은 여성근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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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등을 통해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해고 사례는 여성노동 관련 단체에 지속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 연구의 목적은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가 경험하는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조사 및 분석결과
『2017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
▶ 고용노동부가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체 수준에서의 모성보호제도 도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음.
▶ 사업체 수준에서 모성보호제도 도입 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체인 경우 비수도권보다 모성보호제도 도입에 대해 음(-)의 효과를 갖고, 인사관리가 성
불평등할수록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개수가 줄어들며, 근로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이 큰 직장의
문화는 모성보호제도 도입에 있어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유리천장 지수를 나타내는 승진자 중 여성비율이 높아질수록, 사업장 내 노조가 있으면
모성보호제도 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정도가
줄어들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모성보호제도 도입 정도가 늘어나고, 규모별로는 30-99인
기준으로 5-9인, 10-29인은 모성보호제도 도입 정도가 음(-)의 효과를, 300인 이상은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모성보호제도 도입 수 결정요인 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t-value

Pr > |t|

14.05

0.0001

β

표준오차

8.315***

0.592

지역(수도권 1, 비수도권 0)

-0.630**

0.283

-2.23

0.0261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0.605***

0.165

-3.66

0.0003

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

0.317**

0.124

2.55

0.0108

승진자 중 여성비율

0.016***

0.005

3.21

0.0014

종업원 여성비율

0.005

0.005

0.85

0.3960

노조유무(있음 1, 없음 0)

0.786**

0.359

2.19

0.0287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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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독립변수

업종
(제조업 기준)

t-value

Pr > |t|

0.359

-3.81

0.0001

β

표준오차

건설업

-1.370***

도소매음식

-0.970***

0.345

-2.81

0.0050

전기운수통신금융

0.744**

0.360

2.07

0.0389

개인공공서비스

-0.279

0.368

-0.76

0.4482

규모

5∼9인

-3.253***

0.318

-10.22

0.0001

10∼29인

-1.453***

0.322

-4.51

0.0001

100∼299인

0.240

0.387

0.61

0.5342

300인 이상

0.923**

0.439

2.10

0.0359

R2

0.2751, 0.2648(adjusted)

주: * p-value < 0.1 , ** p-value <0.05, *** p-value <0.01

<표 2> 주요 모성보호제도별 도입여부 결정요인 분석: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종속변수: 모성보호제도 도입여부
(도입 1, 미도입0)

독립변수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상수)

3.4693***

1.9075***

0.9776***

지역(수도권 1, 비수도권 0)

-0.6275***

-0.3150*

-0.5509***
-0.3411***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0.3727***

-0.3298***

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

-0.0925

0.0418

0.0505

승진자 중 여성비율

0.0098*

0.0082**

0.0059*

종업원 여성비율

0.0083*

-0.0019

0.0046

노조유무(있음 1, 없음 0)

0.0987

0.3734

0.6370***

업종
(제조업 기
준)

규모
(30-99인
기준)

건설업

-0.1654

-0.6100***

-0.6476***

도소매음식

-0.1987

-0.6182***

-0.0817***

전기운수통신금융

0.8767***

0.7136***

0.2860***

개인공공서비스

0.1675

-0.2736

-0.3321

5∼9인

-2.1349***

-1.4407***

-1.4923***
-0.6487***

10∼29인

-1.4826***

-0.9237***

100∼299인

0.1117

0.2619

0.0690

300인 이상

1.2489

1.0281***

0.5477***

1,000
191.9345

1,000
218.9612

1,000
206.1267

Obs
LR x

2

주: * p-value < 0.1 , ** p-value <0.05, *** p-value <0.01

▶ 모성보호제도별로 해당 제도의 도입여부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세 개 제도 모두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사업체가 위치할수록
도입할 확률이 높았고, 인사관리가 성 차별적일수록 제도도입 확률이 낮게 나타남. 또한
승진자 중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세 개 제도의 도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여성비율은 출산휴가에만, 노조 유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만 양(+)의 효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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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세 개 제도 모두 도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업인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규모면에서는 출산휴가의 경우 30-99인 규모와
비교했을 때 5-9인, 10-29인은 세 개 제도 모두 도입확률이 낮았고, 배우자출산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일 경우 뚜렷하게 도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 이내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실태조사 결과
▶ 최근 5년 이내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0%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30대 초반 응답자 가운데
산전후휴가 사용자 비율이 높고, 30~34세 응답자의 82.1%, 35~39세와 40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각각 81.7%와 68.8%가 마지막 임신·출산에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함.
취업상태별로는 마지막 출산 당시 정규직이었던 여성의 84.8%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 여성 가운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54.7%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출산 당시 취업했던 사업체의 종사자규모별로는 1~99명 규모의 사업체 응답자 가운데
77.6%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반면, 1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 응답자 중에서는 84.5%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노동조합 가입 여부별로는 노동조합 가입 응답자 가운데
89.4%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반면, 노동조합 미가입 응답자 중에서는 79.2%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산전후휴가 사용자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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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산전후휴가 미사용자 가운데 27.6%는
‘산전후휴가 사용방법을 몰라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기타 제외),
전체 산전후휴가 미사용자의 15.3%와 13.3%가 각각 ‘신청 후 회사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대신 병가 등 다른 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산전후휴가 ‘신청 후에 회사의 권유와 압박으로 직장을 그만 두어서’,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각각 7.1%로 나타남.
▶ 한편, 산전후휴가제도와 함께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 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제도별로
살펴보면, 임신 ·출산기 여성근로자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제도 가운데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제도는 ‘태아검진시간 허용’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자 비율이 29.6%로 높게 나타남. 반면,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
‘난임치료휴가’ 제도 사용자 비율이 각각 8.5%와 3.7%로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 지원제도의 미사용 사유를 제도별로 살펴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직장분위기상 이용하기가 어려워서’가 가장 큰 미사용
사유로 나타났고, ‘난임치료휴가’ 제도, ‘유산, 사산휴가’ 제도, ‘임신 중 위험 유해직종 근무
금지’ 제도 등은 ‘해당 없음’이 가장 큰 미사용 사유로 나타남. 이외에도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지’ 등은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2] 임신·출산 근로자 지원제도 사용자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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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임신 기간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한
대우는 ‘내가 임신, 육아를 위해 휴가를 내는 것 때문에 직장상사, 동료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의 27.1%가 임신, 육아를 위한 휴가 사용 시 직장상사,
동료로부터 불평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내가 임신, 육아를 위해 정시 퇴근하는
것 때문에 직장상사, 동료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7%로 나타남.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업무와 업무량이 주어졌다’에 대해서도 14.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임신 기간 중에 ‘직장 동료보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적게 받았다’거나 ‘임신기간
중에 있었던 승진 인사에서 승진을 못했다(승진 대상 누락 포함)’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11.2%로 나타남.

[그림 3] 임신 기간 중의 불공정한 대우유형별 경험자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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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한
대우는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업무 관련 문의나 요청 때문에 회사에서 수시로 연락이 왔다’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의 13.3%가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의 11.0%는 ‘내가 원하던 시기보다 빨리 또는
늦게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도록 직장 상사, 동료 등이 권유했다’고 응답함. 이어서 응답자의
10.6%는 ‘직장에서 내가 원하던 시기보다 빨리 복귀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압박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고,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업무 대행하는 동료가 불만스러워 하는 것을
느꼈다’고 응답한 여성은 9.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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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불공정한 대우 유형별 경험자 비율
(단위 : %)
1.4

기타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해고되었다.

1.2
7.4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있었던 승진 인사에서 승진을 못했다(승진 대상 누락 포함).
산전후휴가 복귀 이후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와 갈등이 있었다.

4.6

직장을 잃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빨리 산전후휴가를 끝내고, 직장에 복귀했다.

5.8
10.6

직장에서 내가 원하던 시기보다 빨리 복귀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압박감을 느꼈다.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업무 대행하는 동료가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느꼈다.

9.7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업무 관련 문의나 요청 때문에 회사에서 수시로 연락이 왔다.

13.3
7.2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적절한 업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원하던 시기보다 빨리 또는 늦게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도록 직장 상사, 동료 등이 권유했다.

11.0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 조사대상 응답자의 10% 이상이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차별 예방 방안으로는 ‘사업장에서의
임신, 출산으로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고용주의 대체인력 확보책임 강화’,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장 대상 컨설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5]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차별 예방 방안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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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가이드라인
캐나다

영국

3. 정책제언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이용한 모성보호제도 홍보
▶ 본 연구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산전후휴가 등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중요한 사유는 해당 제도의 시행 여부와 제도사용 방법을 알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임산부에게 배포하고 있는 ‘표준모자보건수첩’에 모성보호 제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제도 인지도와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임신여성근로자 고용노동부 자율등록제도 시행
▶ 이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신여성근로자는 임신 기간과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해고가 되거나 퇴사의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임신여성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본인이 임신여성근로자임을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율등록 임신여성근로자의 고용 상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노동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모성보호 교육 의무화
▶ 이 연구의 사업체의 모성보호제도 도입 결정 요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사관리 방식의
성차별성이 사업체 수준의 모성보호제도 도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신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기업 현장에서 모성보호 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의 인사담당자의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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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비난 등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사업장의 모성보호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에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97.0%가
배우자출산 휴가 기간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적정한 배우자출산 휴가의 기간은
평균 29.4일로 나타났남. 그리고 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본인의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동안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함.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임신여성근로자 신청 우선의 모성보호제도 운영
▶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신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임신여성근로자의 자유로운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위해, 임신여성근로자의 신청만으로
각종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성보호제도 운영 방안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신·출산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이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임신여성근로자들은 임신 기간과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음. 따라서 임신, 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스마트 근로감독과 더불어 자율등록한
임신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모성보호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임신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업체의 각종 규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들 규정의 개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이 연구에서 검토한 국외 사례와 같이 주요 국가에서는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주의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인식 개선을 위한 고용주용 가이드라인, 기업 인사담당자
및 중간관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여성근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대상별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차별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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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해소
▶ 이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신여성근로자들은 임신 기간과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상사와 주변 동료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인 압박과 비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심리적 압박과 비난 등의 행위는 임신여성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이
연구의 국외 사례 검토에서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임신 여성에 대한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임신여성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임신차별로 간주하고, 이러한
괴롭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부처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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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시간 측정도구 재구성안 제안 및
가사노동 수행의 젠더불평등 실태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획 및 관계적 노동을 포함하여 가사노동 측정 항목을 구성하고, 측정 방식에 있어서 수행

주기를 포괄하여 40대 이하 맞벌이 남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 수행 실태를 조사함.
■ 조사결과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 시간 총량은 1일 기준 10시간 내외로 나타났고, 기획노동 수행 시간량은

여성이 남성보다 4배 더 높았음.
■ 기획노동과 수행주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 측정 도구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함.

가사노동시간 측정도구 재구성안 제안 및 가사노동 수행의 젠더 불평등 실태

<가사노동의 범주와 이미지에 대한 생각>

가사노동 범주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가사노동 범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항목

의식주를 위해 미리 계획하는 일련의 활동

같이 사는 가족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관련된 일

여성 84.0%,
여성 90.7%

남성 77.9%

남성 87.9%

가정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기획하는 일
여성 78.1%

우리 집이 아닌 부모님, 친인척 등의 집에서 하는 일

남성 69.8%

(명절, 제사준비, 청소 등)
여성 90.8%

우리 집이 아닌 부모님, 친인척 등의 집에서 하는 일

남성 85.3%

여성 90.8%

배우자 부모 및 친인척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

의식주를 위해 미리 계획하는 일련의 활동
(식단 정하기, 물건 구매 계획, 집수리 계획 등)
여성 84.0%

남성 85.3%

여성 63.2%

남성 77.9%

남성 56.9%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영란·선보영·김필숙(2018). 가사노동시간 측정 및 행동평가 기준의 젠더불평등성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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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가사노동의 젠더불평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 가사노동은 요리, 청소, 세탁 등 매우 협소하게 정의되어 왔음.
가족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 전반에 대한 기획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서적
활동까지 가사노동의 범주에 해당됨. 그러나 지금까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획 성격의
가사노동과 가족 관계적 성격의 노동, 1일이나 주간 단위를 넘어서는 가사노동은 조사되지
못하였음.
가사노동 수행 시간 량에 있어서 젠더불평등 실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가사노동 측정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간과되어 왔음. 가사노동의 실상을 잘 드러내줄 수 있도록 가사노동 측정 항목을
추가보완하고, 측정 방식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기획 및 관계적 성격의 노동을 포괄하여 64개 측정 항목을 개발하고, 가사노동 수행주기를
반영할 수 있는 측정방식을 제안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현재 가사노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조사 사례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측정항목) 가정관리 8개 항목 28세 세세항목, 가족원 및 가구원 돌보기 7개 항목, 19개
세세항목
(측정방식) 하루 24시간, 총 3일간 해당 행동을 한,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 10분 단위 기록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 8개 가정관리 항목의 수행횟수와 소요시간 조사, 돌봄은 남편과의
분담을 명목변수로 조사
가사노동 범주 및 측정 방식 재구성의 필요성
※ 일반인(32명) 초점집단인터뷰 조사 결과
▶ (가사노동의 개념) ‘가족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로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당한 시간 투입이 요구되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반되는 ‘기획 활동’을 포함. 또 가사노동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의무적 활동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임.
▶ (가사노동의 속성)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생일, 제사, 명절 등 경조사, 가족 모임 등 가족
관계적 활동이나 가족 구성원 간 감정노동까지도 ‘가사노동’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등 개인과
가족, 상황에 따라 상당한 확장성을 가짐. 동일한 행동이라도 개인 및 상황에 따라 가사노동
포함 여부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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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노동 측정방식의 재검토) 정해진 범주와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 가사노동의 수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활동’에 대한 수행 주체, 시간투입량 중심의 기존 분류 및
측정방식의 재구성이 요구됨. 가사노동에 포함 가능하지만 분리되어 측정되고 있는
활동들이나 실제 가사노동 수행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활동들의 재검토는 물론 기존
체계에서 포착되지 못하는 가족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장기 및 부정기적 활동,
비가시적 기획 활동, 가족 관계적 활동 등)을 반영한 새로운 분류 체계 및 측정방식 제안이
필요함.
가사노동 측정도구 재구성(안) 도출
▶ 7개 영역(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계 운영, 자녀 관련 활동, 가족 교류 및 행사, 가족 돌봄),
64개 항목
▶ 기획노동 21개, 실행노동 43개
▶ 기획 활동, 관계적 활동 등 확장된 가사노동 포함
가사노동 수행 실태조사
▶ 조사대상자 : 40대 이하 맞벌이 기혼 남녀 1,204명
▶ 조사 방법 :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패널 활용 온라인설문조사
▶ 조사 내용
1) 가사노동의 법주와 이미지에 대한 내용
2) 재구성 가사노동 측정도구에 기반한 가사노동 수행 실태
가사노동의 범주와 이미지에 대한 생각
▶ 가사노동에 해당된다는 비율이 높은 항목은 “같이 사는 가족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관련된 일”, “우리 집이 아닌 부모님, 친인척 등의 집에서 하는 일(명절,
제사준비, 청소 등)로 나타남.
▶ 성별로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의식주를 위해 미리 계획하는 일련의 활동(여성
84.0%, 남성 77.9%)”, “가정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기획하는 일(여성 78.1%, 남성 69.8%)”,
“우리 집이 아닌 부모님, 친인척 등의 집에서 하는 일(여성 90.8%, 남성 85.3%)”, “배우자 부모
및 친인척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여성 63.2%, 남성 56.9%)”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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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사노동의 범주에 대한 동의 비율
전체

여성

남성

통계량(χ2)

(1) 같이 사는 가족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관련된 일

89.4

90.7

87.9

2.57

(2) 의식주를 위해 미리 계획하는 일련의 활동(식단 정하기, 물건 구매 계획,
집수리 계획 등)

81.1

84.0

77.9

7.30**

(3) 가정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기획하는 일(가계 재무설계, 자녀교육 계획 등)

74.2

78.1

69.8

10.55**

(4) 우리 집이 아닌 부모님, 친인척 등의 집에서 하는 일(명절, 제사준비,
청소 등)

88.2

90.8

85.3

8.35**

(5) 자녀를 신체적으로 돌보는 일

79.9

80.5

79.2

0.36

(6) 자녀 교육 및 각종 문화, 체험 활동과 관련된 일

69.2

70.1

68.3

0.42

(7) 내 부모를 신체적으로 돌보는 일

72.9

71.6

74.4

1.35

(8) 배우자 부모를 신체적으로 돌보는 일

75.8

77.0

74.4

1.12

(9) 내 부모 및 친인척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안부 전화, 모임 등)

58.0

59.0

56.8

0.61

(10) 배우자 부모 및 친인척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안부 전화,
모임 등)

60.3

63.2

56.9

5.05*

항목

주: 1) 동의하는 비율임
2)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 결과임

가사노동 측정도구 재구성(안)을 활용한 가사노동 수행 실태조사 결과
1) 가사노동 수행 주기에 따른 성별 수행 비율 비교
▶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항목 중에서 매일,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항목을
추출하여 비교함.
▶21개 항목 중 쓰레기 버리기와 재활용품 버리기 제외한 19개 항목에서 여성 수행 비율이 높음
▶ 매일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21개 항목의 성별 격차 평균값은 27.4%p
※ (비교)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14개 항목의 경우, 남녀 성별 수행 비율
격차는 6.14%p임.
<표 2> 수행주기 “매일”과 “매주”인 항목 수행 비율의 성별 격차
(단위: %, %p)

영역

의생활

식생활

수행주기
매일

매주

성별 격차
(%p)

(2) 세탁하기

26.6

64.7

28.8

(5) 의류 정리·정돈

20.7

40.1

25.6

(1) 식단 등 전반적인 식사방식 결정

52.0

31.7

46.0

항목

(2) 장보기 계획 및 구매 리스트 작성

9.0

69.5

48.7

(3) 식사 준비 및 만들기

70.2

20.8

48.2

(4) 간식 준비 및 만들기

45.5

38.0

46.9

(6) 설거지, 식후 정리

74.3

18.7

13.5

(7) 식재료 정리·정돈

38.6

46.3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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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성별 격차
(%p)

(1) 청소 횟수 및 청소방식 정하기

23.5

48.8

33.0

(2) 일상적 청소

52.0

39.1

24.0

(4) 화장실 청소

7.1

59.2

13.1

(5) 쓰레기 버리기

22.1

68.3

－12.0

(6) 재활용품 분리 및 버리기

14.7

74.2

－15.4

(6) 애완동물 돌보기

46.6

18.5

28.4

(7) 식물 돌보기

22.6

48.2

33.6

항목

주생활

가계
운영

자녀
관련
활동

수행주기
매일

영역

(9) 상품 매장 쇼핑

0.2

46.4

25.0

(10) 상품 온라인 쇼핑

6.3

45.0

25.7

(4) 자녀 등·하원 및 등·하교 동행 또는 운전

37.5

20.9

29.5

(8) 자녀 숙제 지도 및 공부 봐주기

31.3

27.4

42.9

(9) 자녀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

46.2

26.7

21.7

(11) 자녀 세수, 목욕, 양치, 식사 등 신체적/물리적 돌봄

59.8

15.2

28.7

21개

평균 27.4

주: 남성이 여성보다 수행 비율이 더 큰 경우는 음의 값을 가짐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 결과임

2) 가사노동 수행 주기별 수행 시간량 비교
▶ 매월 정기적 수행 가사노동 시간: 1개월 기준 여성 약 301시간, 남성 99시간
▶ 연간 정기적 수행 가사노동 시간: 1년 기준 여성 약 24시간, 남성은 약 14시간 42분
▶ 비정기적 수행 가사노동 시간: 1년 기준 여성 약 31시간, 남성 약 9시간 19분
▶ (함의) 월단위 가사노동시간 총량이 여성의 경우 1일 약 10시간 정도임. 연간 단위 수행
가사노동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아짐. 본 조사는 항목별 수행 여부와 수행 횟수 및
1회당 소요 시간을 조사하고 월단위 및 연간 단위로 수행 시간을 산출하였기 때문임. 즉
Time Diary 방식의 조사가 아닌 항목별 수행 시간을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함. 이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행동 중심으로 하는 가사노동 측정 방식이 기획성격의 노동이나,
1주일 이상의 수행주기를 가지는 가사노동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3> 수행주기별 수행 횟수 및 시간
(단위: 회, 분)

수행주기

여성

남성

횟수

시간량

횟수

시간량

정기적 활동-월간

483.8

18,061.7

216.7

5,937.7

정기적 활동-연간

23.0

1,442.2

18.6

883.0

비정기적 활동

37.1

1,857.2

25.1

985.2

주: 정기적 활동의 평균 소요 시간은 월간, 연간 활동과 비정기 활동의 평균 소요 시간은 연간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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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노동 성격별 수행 시간 량 비교
▶ 월간 정기적 활동: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기획 노동은 4배, 실행노동은 2배 많음.
▶ 연간 정기적 활동: 기획 노동은 여성 8시간 35분, 남성 약 5시간이며, 실행노동은 여성
15시간 32분, 남성 9시간 28분임. 월간 정기적 활동과 비교하여 성별 수행 시간 격차는 적음.
<표 4> 가사노동 성격별 수행 횟수 및 시간 - 정기적 활동 월간
(단위: 회, 분)

항목

여성
횟수

남성
시간

횟수

시간

(1) 기획(21개)

86.0

2,482.4

33.5

667.9

(2) 실행(43개)

399.5

15,504.9

189.0

5,226.2

주: 수행 여부에 한다이면서 수행주기가 매일, 매주, 매월을 선택한 경우이며, 매일과 매주로 응답한 경우 월간으로 환산함. 시간은 수행 횟수와 1회당 소요 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 결과임

<표 5> 가사노동 성격별 연간 수행 횟수 및 시간- 정기적 활동 연간
(단위: 회, 분)

항목

여성
횟수

남성
시간

횟수

시간

(1) 기획(21개)

12.6

515.2

9.9

300.6

(2) 실행(43개)

12.5

932.3

11.4

586.8

주: 비정기적 활동은 수행주기가 비정기인 경우이며, 평균 횟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수행한 횟수를 응답하도록 하였음. 시간은 수행 횟수와 1회당 소요 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 결과임

3. 정책제언
가사노동 측정도구 재구성안 제안
▶ 다음 [그림 1]과 같이 가사노동 범주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가사노동의 범주와
수행방식을 포함할 수 있는 가사노동 분류 및 측정도구의 재구성이 요구됨.
▶ 기존의 가사노동 항목의 구체성 보완은 물론 기획 활동, 관계적 활동 등 확장된 가사노동들을
포함한 가사노동 측정도구를 제안함.
▶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계 운영, 자녀 관련 활동, 가족 교류 및 행사, 가족 돌봄의 7개
영역에서 수행하게 되는 세분화된 64개의 가사노동 항목 제시, 64개 항목을 기획노동과
실행노동으로 노동의 성격을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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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사노동 범주의 확장
전체 가사 노동

기존 가사노동
신규 기획노동
신규 실행노동

<표 6> 가사노동 측정 항목
분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계
운영
및
기타

가족
교류 및
행사

기획

실행

•의류 구매 계획 짜기

•세탁하기
•가정용 섬유·신발 손질 및 제작
•가정용 섬유·신발 서비스 받기
•의류 정리·정돈

•식단 등 전반적인 식사방식 결정
•장보기 계획 및 구매 리스트 작성

•식사 준비 및 만들기
•김장, 저장식품 등 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설거지, 식후 정리
•식재료 정리·정돈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배달 음식 받기)

•청소 횟수 및 청소방식 정하기
•가전제품, 주거용품 등 구매 계획(정보수집 및 비교,
리스트 작성 등)
•집수리, 가전제품수리 등 주거 관리 계획 및 정보 수집
•가정관리 및 유지 비용 관리(생활비 관리)
•이사 등 주거관련 계획 및 정보 수집
•전반적인 가정관리 및 유지관련 정보수집

•일상적 청소
•대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재활용품 분리 및 버리기
•가정용품 관리·제작
•주거 관련 서비스 받기(전기수도배관 등 주택관련
유지보수 서비스)
•가정용품 관련 서비스 받기(가전제품 등 유지보수
서비스)
•주거 관리(형광등 교체 등 집 관련 직접 관리)

•가계 재무 설계(연간 지출 계획, 재테크 계획 등)

•가계 운영 관련 금융 업무 보기
•관공서 관련 업무 보기
•차량 관리하기
•차량 서비스 받기
•애완동물 돌보기
•식물 돌보기
•애완 동·식물 서비스 받기
•상품 매장 쇼핑
•상품 온라인 쇼핑

•본인 가족 경조사 및 생일 등 일정 관리 및 행사 기획
•배우자 가족 경조사 및 생일 등 일정 관리 및 행사 기획
•경조사 및 생일 등 선물 선정
•명절 및 제사 장보기 리스트 작성 및 계획
•부모 또는 친인척 동반 가족 모임 여행 기획

•명절 및 제사 준비(음식 준비 등)
•본인 부모와의 교류(안부 전화, 방문 등)
•배우자 부모와의 교류(안부 전화,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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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녀
관련
활동

기획

실행

•전반적인 자녀교육방식 정하기
•학원,학습지,과외 등 자녀 교육 관련 정보 수집
•자녀 교육 및 돌봄 비용 입금 등 관리

•자녀 학교 및 학원 상담
•자녀 등·하원 및 등·하교 동행 또는 운전
•자녀 학교 관련 활동 및 행사 참여(수업참관, 시험감
독, 바자회, 학예회, 체육대회, 학교 봉사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활동 및 행사 참여(발표회, 1
일교사, 운동회, 소풍, 각종 봉사 등)
•학부모 모임 참여(온라인/오프라인)
•자녀학습관리(숙제, 학교수행평가, 공부 등)
•자녀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
•자녀 세수, 목욕, 양치 등 신체적/물리적 돌봄
•자녀를 위한 문화체험 활동 동행하기

가사노동 측정방식 제안
▶ 항목별 수행주기와 주기별 수행 횟수, 소요 시간 측정을 제안함.
▶ 가사노동은 매일 정기적 노동이외에도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수행하는 노동도 많기 때문임.
재구성 가사노동 측정도구를 활용한 정례조사 제안
▶ 가사노동의 실제 수행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제안한 가사노동 측정도구와 측정방식을 활용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 필요
▶ 가사노동의 수행 실태조사는 예산을 확보하여 새롭게 시행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지만,
예산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매 5년 시행되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에 일부 문항을
포함하여 시행하거나 부가조사로 별도 측정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관계부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생활균형팀, 문화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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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법 제·개정 방안
초록
■본

연구에서는 여성혐오표현 사용의 비윤리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의 상징적 권위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여성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방안을 제안함.
■ 여성혐오표현의

제도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만 불행히도 여성혐오표현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음. 호주의 혐오(표현)금지법, 벨기에의 성차별법 혹은
스코틀랜드의 통신법이나 성폭력법 같은 일반 형법을 통해 여성혐오표현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장애가 존재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법적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는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청소년 보호법 개정,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의 크게 4안으로 구성됨.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여성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제개정 방안

제8조 3호 바에*
‘사회통합과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각목’ 개정

통합 차별금지법 제정/
성차별금지법 제정

청소년
보호법

혐오표현
금지법

방송통신
심의규정

차별
금지법
[형법]
혐오금지조항 실설
307조 명예훼손죄 조항
②항 개정

청소년보호법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 37조
② 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개정 2014. 1. 15.>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 조장,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 <개정 2014. 1. 15.>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수연·윤지소·장혜경·김수아(2018).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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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여성혐오표현의 심각성
▶ 온라인의 발달과 함께 여성혐오표현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표현의 수위도 점점 높아져
이제 비상식적이며 극단적인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온라인뿐만
아니라 잡지 등 오프라인 매체, 그리고 대면 상황에서까지 여성혐오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성혐오표현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
여성혐오표현 규제법의 부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여성혐오표현을 비롯한
혐오표현이 규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물론 명예훼손이나 모욕 조항에 의해 혐오표현을
형사, 민사 처벌 하는 것은 가능함. 하지만 이는 특정한 개인을 지목한 경우이고 여성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것은 법제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질서의 문제가 됨. 즉,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혐오표현의 사용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함. 특히 청소년들은
여성혐오표현을 재미삼아서, 또래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혹은 자신을 세력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것의 인권침해적이고 폭력적인 영향을 깨닫지 못함. 이러한 청소년 문화 때문에
법을 통한 혐오표현에 대한 상징적 금지가 없이는 교육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2. 해외 사례
배경
▶ 일반적 혐오표현와 관련된 법률의 현황 및 특별히 여성혐오표현 관련 법률의 현황을 살펴봄.
즉, 각국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일반적인 혐오표현금지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법에 특별히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외에 성차별법이나 일반적
형법을 통해 여성혐오표현을 처벌하거나 법의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함.
혐오표현금지법 및 여성혐오표현 금지조항의 여부
▶ 일반적인 혐오표현규제는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일본 등에서 존재함. 이는
주로 인종차별에 대한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성혐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이 중에 여성혐오의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한 국가는 호주,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인데
이 중에서도 프랑스만이 일반적인 혐오표현금지법(출판자유법)에 성별을 명시한 경우이고
호주는 연방법이 아닌 주정부법(태스매니아주)에, 캐나다는 연방 규칙 중 방송규제에 관련된
것에서 성별에 근거한 집단 혐오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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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여러 이유(집단) 중의 하나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국가 전체에 적용되기보다는 특정 주에 한정되거나 혹은 한정된
영역(미디어)에만 관련된 규칙인 경우로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관심은 세계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다음 표에서 일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국가들은 성별 근거 조항이 있는 혐오표현법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혐오표현 근거조항이 있는 성차별법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 외 기타법에서
여성혐오표현의 처벌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가진 경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국은 모두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를 다음에 서술하고자 함.

<표 1> 호주/벨기에/스코틀랜드의 여성혐오표현 규제 근거법
법률
혐오표현법

성차별법

기타법

호주

벨기에

스코틀랜드

존재 여부

○

×

×

성별 근거

○(태스매니아 주정부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존재 여부

○

○(성차별주의법)

○(통합 평등법)

여성혐오 관련 조
항 여부

×

○

×

여성혐오표현 관
련 조항 여부

○(뉴사우스웨일즈주/퀸즈랜드
주 민법, 수도특별구
형법 750절)

○(젠더차별법, 근로복지법)

○(통신법, 성폭력법)

호주 사례
▶ 호주의 경우 혐오표현금지 조항은 인종차별법이나 인종혐오법에 명시되어 있음. 이처럼
호주는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이의 일환으로 인종에 대한 혐오표현이
규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혐오표현금지법이 있는 사회에서는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혐오표현금지법에 편승하는 것임. 그러나 실제로 호주를 비롯한 혐오표현금지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성별을 혐오표현금지의 근거로 삼는 사례는 많지 않음. 호주는 형식적으로 일부
주정부법에서 젠더나 젠더정체성을 근거로 삼기는 하지만 일부 주에 한정될 뿐이고 그
주에서조차 규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처럼 혐오표현 관련법이 없는
사회에게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법을 제정하더라도 젠더를 근거로
삼는 것의 어려움을 볼 때 이를 통한 여성혐오표현의 규제가 실용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타산지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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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사례
▶ 벨기에의 성차별주의법은 공적인 장소에서의 성차별주의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성차별주의에
관한 형법 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혐오표현법이나 혹은 성차별법들과 차별화됨. 이
법은 성에 기반한 경멸, 비하, 그리고 성적대상화를 처벌함으로써 여성혐오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함. 이는 기존의 형법이나 노동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물론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보다는 문화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데 있어 이 법의 한계는 분명함. 보통
혐오표현규제법은 개인은 물론 집단에 대한 혐오의 처벌이 가능한데 있어 보통 개인에 대한
비하와 모욕을 처벌하는 법령인 명예훼손법과 차별화됨. 다시 말해 혐오표현법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겨냥하지 않고 집단 전체를 표적으로 삼는 혐오발언이 법의 대상이 됨.
하지만 벨기에의 성차별주의법은 “특정인을 명백히 겨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여성집단
전체를 표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성적 행동이나 성차별적인 혐오발언(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처벌할 수 없음.
스코틀랜드 사례
▶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혐오표현금지법이나 단독 성차별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형법이나
민법이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 통로임. 실상 앞에서 제시한 ‘폭력 행동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 ‘통신법,’ ‘형사사법’ 및 ‘혐오범죄법’에는 여성혐오표현을 규제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나 혹은 약간의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즉, 첫 번째 폭력행동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력행동’과 ‘성폭력’의 정의에
여성혐오표현을 포함시킬 수 있음. 두 번째 통신법에서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자통신의
발송’이라는 조항이 이미 온라인 혐오표현을 포괄할 수 있음. 형사사법에서는 ‘괴롭힘’
행동에 혐오를 포함할 수 있도록, 혐오범죄법에서는 혐오의 대상으로 젠더를 포함시키도록
개정함으로써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음. 통신법의 경우 반드시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공격적인 전자통신’의 조항으로 온라인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지만 스코틀랜드 사법부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임.
시사점
▶ 해외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함.
• 혐오표현금지법에 성별 조항 통합 실패: 호주 사회가 인종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음으로써
인종에 근거한 혐오의 금지를 법에 명시하고 있는 반면 호주의 성차별에 대한 낮은 감수성은
성차별을 혐오표현의 금지 근거로 하는데 장애가 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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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주의법의 부분적 성공: 성차별금지법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근거가 있지만 이것은
오프라인, 대면상황에만 한정됨.
• 법 제개정의 실패와 기존법의 적용을 위한 법적 관행의 결여: 여성계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금지법의 요구는 법조계의 오래된 몰성적 관행을 바꾸기에 역부족임.

3. 정책제언
한국의 현황
▶ 현행법상으로 혐오표현이 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을 겨냥한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이는 혐오표현이 “표적집단을 추방, 박해, 교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의 주장”이거나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경우”1)에, 또한 혐오표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2)(제44조의7)에 해당이 될
경우에 가능함(홍성수 등, 2016, 242).3)
▶ 그러나 이는 모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혐오표현에는 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음(ibid., 247). 다른 학자들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개인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처럼
집단을 향한 표현과 표적집단을 비하, 멸시하는 표현들로 인한 피해는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승현, 2016; 이준일, 2014). 실제로 온라인에서 여성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 모욕죄나 불법정보 유통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음.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통한 여성혐오표현 규제 방안
▶ 형법 개정을 통한 혐오표현금지
• 혐오표현 조항 신설
혐오표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안효대 의원의 형법에 혐오 조항을 포함하는 안과
2015년 진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시도된 적이 있음에도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이며 표현의
금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저항이 컸다는 것을 말해줌. 하지만 오늘날 혐오표현의 정도가 날로

1)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제1항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중 명예훼손정보(제2호)와 반복적인 공포심·불안감 유발정보(제3호)(ibid.)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73조). 동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표현의 발화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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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혐오표현금지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될 가능성도 적지
않음. 특히 기존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폭력의 선동이 포함된 혐오표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조항이 필요함
• 명예훼손 조항 개정
현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조항은 특정한 개인을 표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물론 이 조항을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제307조4)에
있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밑줄 부분 첨언)”로 개정하면 집단적 혐오표현금지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음. 같은 맥락으로 제 309조5) ①항의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①사람이나 특정 집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온라인을 포함한 출판물(밑줄 부분 추가)”로 개정할 수 있음.6)
명예훼손 조항의 개정은 이에 근거한 다른 법률 조항을 혐오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줌.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7) ①항의 2호와 3호에는 명예훼손적 내용의 정보와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어8) 형법 명예훼손 조항의
개정에 따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처벌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이처럼 형사 처벌을 위한 혐오표현금지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일본식의 법적 처벌 규정이 없이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의 혐오표현법도 혐오표현 방지 교육과 모니터링 사업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맥락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혐오포현 금지를 명시할 수 있음.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의 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조항에는 대중매체의 성차별과 비하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혐오를 포함하는 방법임.

4)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5)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이나 특정 집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온라인을 포함한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6) 이렇게 개정할 경우 개인법익보호라는 현재의 편재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8) 이러한 불법정보는 방송통심심의원회의 삭제요구에 따라 삭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73조). 3호에 따른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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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제37조 ②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혐오9)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 이어 ③항도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혐오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개정할 수 있음.
차별금지법 제정
▶ 혐오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뿌리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차별법을 제정하여 그 안에
혐오표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유엔에서는 지속적으로 통합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통합 차별금지법: 모든 차별을 같이 다루는 통합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성별을 인종, 종교
등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 혹은 차별이유로 명시하며 혐오표현을 차별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차별법이나 발의안에서는 혐오표현을 명시하기 보다는
‘괴롭힘’의 조항을 만들어 여기에 혐오표현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10)
그런데 이는 결과의 효율성을 확신할 수 없는데 혐오표현이 신체적인 공격이 아니고 단지
언어적인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혐오표현이 괴롭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 필요함.
• 성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으나 2005년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폐지하였고 현재 성차별의 금지를 규정하는 단독법이 없어 성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오고 있음.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별,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성희롱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 금지,
성희롱 피해 신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조항을 두고 있음. 이러한 성차별금지법에
여성혐오표현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면 법의 전체 맥락에 잘 들어맞음. 이 경우 벨기에의
성차별주의법의 사례를 고려해 개별적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뿐만 아니라 여성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오프라인에서의 구두표현뿐만 아니라
출판물과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9) ‘혐오’라는 단어를 법률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학자들도 있다. 이 단어가 감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며 최근의 여러 현상들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이승현, 2018.01.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과발표회). 하지만 혐오가 언론의 이슈가 되면서 사회현상을 가르키는 함의를 가지기 시작하였고
외국에서도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이며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단어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0) 2012년에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위시하여 2013년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모두 ‘괴롭힘’ 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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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개정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제9조11)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12)의 1호 5항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영리목적 제공을 금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심의규정 제20조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배체물 정의에는 혐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2. 청소년에게 혐오,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밑줄 부분이 추가)”으로 개정함으로써
혐오표현의 유통을 통제할 근거를 만들 수 있음.

정보통신심의규정
▶ 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이
규정에서 혐오표현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제8조 3항 바에13) ‘사회통합과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각목’이 있는데 현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 조장,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혐오표현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 조장,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밑줄 부분추가)”으로 개정하면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11)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13)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개정 2014. 1. 15.>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 조장,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 <개정 2014. 1. 15.>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청소년 보호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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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NGO 법·제도적 지원방안
초록
■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역량을 갖춘 건전한 정책 파트너로서 여성NGO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여성NGO 활동을 지원하고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양성평등정책 의제설정부터 정책 수립, 집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성NGO의 참여기회가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여성NGO의 현황, 활동, 어려움, 지원요구 등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전국단위 여성NGO를 대상으로 현황 및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통합적 차원의 여성NGO

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여성NGO 거버넌스 형성 현황
(단위: %)
44.3

44.3

지역 풀뿌리 단체

중앙/지방

여성 NGO

국회/지방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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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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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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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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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7.2

연구기관(일반)
35.5

27.3

언론

초/중/고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복태·박성정·장윤선·하현상(2018).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NGO 현황분석 및 활성화 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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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년 성(性)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 116위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미약한 상태임.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NGO와 협업으로
양성평등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동조하고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여성NGO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음.
양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도 비영리단체 지원, 양성평등사업 기금 운영, NGO
전문인력 양성,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을 규정하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양성평등정책 의제설정,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여성NGO를 발굴·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며, 새로운 여성NGO
발굴 부재에 따른 소수 여성NGO에 지원이 한정되는 양극화 현상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사업의 참여내용과 수준에서 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시대의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여성NGO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NGO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여성NGO의 일반적 조직특성
▶ 여성단체 및 NGO라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성평등 실현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중심이 되는 조직과 아동, 청소년, 가족 등 여성가족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단체 및 NGO의 설립연도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600개 중 약 53%가 2000년대
이전에, 약 47%가 200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음.
▶ 여성NGO의 활동분야로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이 6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기타로 52.3%,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이 51.2%의 순서로 나타남. 하지만, 여성대표성
강화가 40.5%, 여성경제활동 참여 및 경제세력화는 35.5%, 성 주류화 조치 참여는 26.2%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의 양성평등수준(GGI)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의
여성NGO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여성NGO의 활동방식은 서비스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여성NGO가 주도적으로
우리사회의 변화 및 개선을 위한 주창활동과 대안사회운동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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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NGO의 4P영역별 현황
▶ 여성NGO 예산규모는 평균 1억원-3억원 미만 규모인 여성NGO 비율이 23.7%로 가장
많았으나, 3천만원 이하의 적은 예산규모를 가진 여성NGO가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예산은 외부수입(약 58%), 내부수입(약 42%)으로 구성되었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부지원금(31.9%)과 회비(30.6%)를 통해 단체 예산의 60%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사업비가 전체 예산지출의 4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NGO의 약 67%가 상근활동가를 보유하고 있었음. 또한
여성NGO 실무자들의 평균 근속연수의 경우 여성 상근활동가는 평균 5.5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40-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조사대상 여성NGO 2곳 중 1곳 정도는 상근활동가가 없거나 1명이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10년 이상 되어야 활동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5년 미만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여성NGO 상근활동가 근속연수 분포
10년 이상
여성

30.7%

17.0%

남성

5년-10년
33.9%
평균
5.5년

26.3%
평균
6.7년

3년-5년
24.6%

25.7%

3년 미만
23.8%

18.4%

▶ 여성 활동가의 경우 40∼50대와 20∼30대 상근활동가 격차가 36.3%로 인력재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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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성NGO 상근활동가 연령별 분포

60대 이상
여성

14.0%

7.6%

남성

40~50대
64.3%

51.6%

20~30대
4~50대
이상
28.0%

34.4%

▶ 여성NGO의 정책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의제설정 단계 참여비율이 과반수(54.2%)를 넘었을
뿐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단계의 참여율은 42%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나 여성NGO
10곳 중 4곳 정도만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정책과정 참여 방식은 간담회, 위원회 등
소극적 참여비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징부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 등과 같은 적극적인 참여분야의 참여 비율은 낮게 나타남.
- 여성NGO의 정책단계별 참여비율은 높지 않지만, 참여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정책단계별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3] 지난 1년간 여성NGO 정책단계별 참여비율

54.2

의제설정

42.0

43.0

41.3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 여성NGO의 거버넌스 형성 현황의 경우, 시민사회분야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민간분야와의 네트워크 형성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형성된 네트워크 유지비율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NGO의 네트워크 유지
역량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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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여성NGO 거버넌스 형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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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연구기관

여성NGO의 4P 영역별 역량수준
▶ 활동수준별 4P 역량수준을 살펴본 결과, 재정 3.14, 거버넌스 3.13로 평균정도의 역량 수준을,
인적자원 2.86, 정책참여 2.88로 평균보다 낮은 역량수준을 보여줌.
▶ 재정역량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대응방안 준비’(3.5)와 ‘재무관련 인력(3.34)’은
보통이상이지만, ‘재무 안정화를 위한 전략’(2.99)과 ‘재무관련 전문 상담인력’(2.74)은 3점
미만으로 나타남.
▶ 인적자원역량은 모든 항목의 평균점수가 3점 이하로 낮은 역량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중간리더 발굴(2.60), 상근활동가 모집(2.52), 상근활동가 인적구성(2.66) 등 인적자원의 재생산
능력역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과정 참여역량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항목이 3.03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단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 ‘정책과정 참여지침 및 매뉴얼 구비’ 항목이 각각
2.7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거버넌스 역량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주민과의 네트워크 관련 항목의 평균점수는 3점을
상회하였으나, 다른 단체(풀뿌리조직, 정부, 기업)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관련 항목의 평균점수는 3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4P 활동현황, 4P 활동역량과 여성NGO 질적 수준
▶ 4P 활동현황, 4P 활동역량, 양성평등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양성평등정체성(0.41), 양성평등실현 효능감(0.48), 사회적성과(0.43)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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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활동과 양성평등정체성(0.36), 양성평등실현 효능감(0.39), 사회적성과(0.38) 간에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경제적 성과 간에는 0.2 내외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음. 또한
정책역량과 거버넌스역량 사이의 관계도 0.55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등록유형별 활동분야별로도, 정책과정 참여 및 거버너스 활동이 양성평등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책참여와 거버넌스 참여가 여성NGO의 질적향상에 매우 중요하며, 여성NGO의
4P 역량강화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아니라
종합적인(4P) 차원에서 지원전략 수립을 시사함.

4P 영역별 지원정책 우선순위
▶ 4P 영역별 여성NGO 애로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NGO의 4P 영역별 활성화
정책요구를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분하여 인식을 살펴보았음.
▶ 여성NGO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실무자의 인식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든 요인에서 실무자도 5점 이상의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결국 상대적인 우선순위에서는 실무자와 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있었지만 각 개선 방안의 인식
수준에서는 유사성을 보였음.

<표 1> 4P 영역별 지원정책 우선순위(여성NGO 실무자·전문가 의견)

전문가
구분

재정 안정화

인적 자원 관리

정책 과정 참여

거버넌스

내용

실무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의 확대

적합성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성

5.62

5.43

5.48

4.98

프로젝트 예산편성 시 인건비 비율 확대

6.02

5.65

4.78

5.75

기부문화(후원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5.67

5.45

4.80

4.74

청년여성의 여성NGO 인턴십 및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5.51

5.87

5.68

5.51

활동가와 리더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확대

5.59

6.08

5.90

5.74

신규 활동가 및 기존 활동자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확대

5.49

5.54

5.26

5.34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활동가의 의식 제고

5.54

5.61

5.37

5.55

젠더·양성평등 관련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정책역량 강화 교육 확대

5.30

5.70

5.18

5.48

정책참여 방식에 대한 경험 및 교육 기회 제공

5.46

5.58

5.08

5.23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NGO 간 공동협력 사업 개발

5.35

5.85

5.23

5.54

네트워크 효과성 및 방식에 대한 경험 및 교육기회 제공

5.27

5.26

5.00

5.05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NGO 간 공동협력 사업 개발

5.25

5.68

5.08

5.63

양성평등정책 담당 부서의 지속성 확보

5.42

5.68

5.00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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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NGO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 등록 여성NGO는 운영에
있어서 재정안정화, 젠더거버넌스 강화, 활동가 재생산과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확대 등을 강조하였으며, 4개 미등록 여성NGO는 정부의 미등록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
및 미등록단체에서 제기한 이슈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함.

3. 정책제언
프로젝트 예산편성 시 인건비 비율 및 자부담 비율 개선
▶ 공공분야 프로젝트 예산의 20-30% 범위 내에서 인건비성 경비 인정
▶ 중앙 및 지방 공모사업 자부담 비율 최대구간 설정 및 여성NGO 규모별 차등 적용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양성평등기금 이외의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여성NGO 등록단체의 참여 확대
▶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미등록단체 일정 비율 할당제 도입
▶ 정부기관 정책과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플랫폼 제작
예비 여성NGO 제도 도입
▶ 미등록단체 제도권 유입을 위한 선택적 예비 여성NGO 제도 도입
여성NGO 일경험 인턴십 제도
▶ 남·여대생,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여성NGO에서 근로기회 제공
▶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 여성재단에서 인턴수당 부담하며, 인턴기간 종료 후 고용 연계
민관협력과(젠더거버넌스과) 신설
현 여성정책과를 정책을 담당하는 성평등정책과와 지원을 담당하는 민관협력과(젠더거버넌스과)
로 분리 및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공공·민간·시민사회·학교 및 연구기관 젠더
거버넌스 지원 등을 담당
여사민정협의회 신설
▶ 정부기관-민간-시민으로 구성된 여사민정협의회 신설하되 단기적인 차원에서 광역시·도
수준에서 먼저 여사민정협의회(안) 설치
▶ 여성대표(전국단위 여성NGO 지부장), 활용자(지역기업 및 여성연구기관 대표자), 주민(지역
여성NGO 및 주민), 지방정부 및 양성평등담당부서(양성평등관련 부서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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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NGO 활성화를 위한 여성NGO 지원 추진체계 개선
▶ 현재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주체는 양성평등 실천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요구반영이나,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 등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많은 한계점이 있음.
▶ 이에 현재의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과를 정책을 담당하는 성평등정책과와 지원을 담당하는
민관협력과(젠더거버넌스과)로 분리하는 것이, 업무의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민관협력과(젠더거버넌스과)는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공공·
민간·시민사회·학교 및 연구기관 젠더거버넌스 지원, 예비여성NGO 발굴 및 지원 등을 담당함.
-성평등정책과는 향후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과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담당함.
▶ 또한 중앙 및 지방 여성정책연구기관을 활용한 젠더거버넌스센터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체계화된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더불어 체계적인 젠더거버넌스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5] 여성NGO 지원 추진체계 개선방향(안)

중앙 및 지방
여성NGO
지원

• 양성평등위원회
• 정부위원회

중앙 및 지방
여성정책연구기관
• 젠더거버넌스센터 확대 및
신설

여성가족부
여성NGO
지원

여성NGO
지원

• 민관협력과(젠더거버넌스과)
신설

중앙 및 지방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여시민정협의회(가) 구축
• 여성NGO지원센터(가) 신설

• 담당공무원, 여성NGO,
자원봉사자, 리더 및 활동가
대상 교육 제공

여성NGO
지원

4. 기대효과
▶ 최초의 전국단위 여성NGO 실태조사로 여성NGO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힘.
▶ 여성NGO를 대상으로 분야별(재정·인적자원·정책과정참여·거버넌스)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여성NGO가 양성평등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 및 여성NGO 지원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지자체 여성정책 관련 부서
관계부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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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초록

■성

주류화 관련 법제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받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함.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Ⅵ):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박선영)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발전과
수행주체의
동기요인 제도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강화와
거버넌스 확대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성인지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시안 제시)
국가재정법 개정

성 주류화 법제
정비 방안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성별
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성인지 예산 상설협의체
법적 기반 마련
기획재정부 직제 내
성인지 예산 업무 편제
성인지 예결산 지원기관 법정화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 강화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박선영·박복순·송효진·송치선·조연숙·김명아(2018).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Ⅵ):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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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성 주류화 관련 법제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음.
▶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관련 조항을 마련한 이후,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내용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정책범위 확장, 대상 수 확대, 절차의 구체화, 권한 부여, 성과 관리 등 발전 및
추진체계를 마련해 왔음.
성 주류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있음.
▶ 관련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실제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지
못함.
▶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비해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뿐 아니라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는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소관부처가 서로 다르게 분리 운영되어 제도의 효과성이 미약했음.
▶ 추진체계가 짜임새 있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제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그동안 변화·발전되어 온 성 주류화 관련 법제의 발전 과정과 성과를
살펴본 후에 성 주류화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2. 분석결과
성 주류화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표 1> 성 주류화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성인지 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제도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기금 포함

2005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성별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

2008년
「국가회계법」 개정

국가 세입세출결산에 성인지 결산
서 포함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적용 범위
확대,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명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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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제도

2010년
「국가회계법」 개정

국가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성인
지 기금결산서 포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시행중인 법령’까지 확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공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성별영향평가를 비롯한 성 주류
화 관련 규정 정비

2016년
「지방회계법」 제정

지자체의 결산서 부속서류로 성인
지 결산서 포함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
산서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의무적 반영

201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지자체의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 조항 신설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 강화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
전부개정

성인지 예산제도 근거규정 마련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확대,
환류절차 명확화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 국가 수준의 성인지 예산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작성되었고, 시행 첫 해와 비교하면 국가 총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표 2> 회계연도별 성인지 예산 작성규모 변화
(단위: 조 원, %)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성인지 예산(A)

7.3

10.2

10.7

12.9

22.4

26.1

27.8

29.5

34.4

25.6

국가총예산(B)

202.8

309.6

326.1

342.5

357.7

376.0

386.7

400.7

429.0

400.4

구성비(A/B*100)

3.6

3.3

3.3

3.8

6.3

6.9

7.2

7.4

8.0

6.4

■ 예산규모

주 : 1)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 기준임.
2) ‘정부 총예산 대비’는 각 연도 정부 총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임. 정부 총 예산은 각 연도 ‘예산안 개요’ (대한민국정부)를 참조함.
출처: 김효주 외(2017),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4쪽, 66쪽 재구성 및 2019 회계연도는 2019년 정부예산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는 2012년도에 시범 작성･제출된 이후 2018년도까지 7차례에

걸쳐 작성･제출되었고, 2015년 소폭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8년도까지 대상 사업 수와
예산액 규모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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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연도별 현황
(단위: 개, 억 원, (%))

회계별
총계
회계별
총계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11,803
(100.0)

125,990
(100.0)

13,229
(100.0)

147,342
(100.0)

12,805
(100.0)

144,650
(100.0)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13,865
(100.0)

153,359
(100.0)

15,353
(100.0)

163,928
(100.0)

16,700
(100.0)

202,906
(100.0)

출처: 박수범 외(2016), 「2016년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5쪽; 정가원 외(2017a), 「2017년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2쪽.

- 성인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함께 성인지 결산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
- 반면, 성인지 예・결산 규모 확대의 내면에는 과다 측정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성인지
예산의 극히 일부만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임. 따라서 성인지 예산과 결산,
그리고 다시 예산으로 환류되는 순환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 및
성과 목표 작성을 내실화하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실질적인
예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국회에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후 대상과제가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에까지 확대되면서 양적 성과의 확장이 두드러짐. 전반적으로 성별 균형 참여와
성별 통계 관련 개선안 위주로 도출되는 한계는 나타나지만, 각 분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고, 각 분야의 성별 격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 관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임.
-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과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하위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성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부처의 주요한 정책들은 개선되어 왔음.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지역 특성을 살린 생활
밀착형의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졌음. 시‧도 교육청의 법령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상대적으로 과제 수도 적고, 주로 성별 균형 참여 항목 중심의 개선으로
나타나지만, 성 평등에 교육 분야의 중요성이 지대한 만큼 성과를 과소평가하기는 어려움.
- 한편,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법령과 특정 정책 분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의미가 있음. 주요한 사례로는 법령 및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정책, 공공기관 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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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방송심의 제도 등에 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들 수 있음. 지자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는 2016년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2017년부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7건의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앞으로 이행 성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된 연차에 따라 주제･분야별로 심층적이고 발전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반면, 반복적으로 유사 동일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이 선정되면서 분야와
지평을 넓히지 못한 문제가 지적됨. 이행 점검 및 정책 환류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임. 법령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개정 조문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므로 타 법령, 상위 법령, 타 조항, 법률 시행령 규칙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나 개선 과제 건수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어젠다를 선도하는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한계를 보임. 특히 법령․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상시 수행되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방식에 그치지 않고, 젠더 관점으로 사후적 입법 평가의 성격을 가져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됨. 특히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예산과 연계되어
정책 환류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개선과제 도출뿐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정책 환류로 이어지려면,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를 통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역시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성 주류화 법제 성과 및 과제
▶ 성 주류화 법제에 대한 그간의 성과 한계,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도 추진의 참여자와
실제 제도 추진 주체를 중심으로 FGI를 실시함.
- 성 주류화 추진 주체는 중앙과 지방의 성별영향평가 기관 담당자, 업무(사업) 담당자, 성인지
예산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성인지 분석을 컨설팅으로 지원하는 전문가를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컨설턴트, 성인지 정책 연구자, 학계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함. FGI 대상자 규모는 약 50명이며, 1개 집단에 4~5명의 피면접자로 구성하여 10개
집단으로 나누어 추진함. 이 중 공무원은 4명으로 성별영향평가 기관 담당자로서 젠더 연구
및 여성학 전공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전담 인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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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표 4>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성인지 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제도
전문가

제도
운영
한계
및
과제

(연구자,

•성인지 예산 제도의 환류 및 활용 방안 마련
•성인지 예산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

컨설턴트)

•작성대상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
•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지표의 현실화
•계획․특정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방법 및 절차의 현실화
•개선 과제 이행점검 관련 조항 강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심의 기능 강화
•분석평가 지표 중 ‘정책환경의 성별 분석’을 점검리스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통합 필요성
공무원

형식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담당공무원의 업무 성과와 연동되도록 정비

•기획재정부의 성인지 예산 운영에 대한 역할 및
추진
체계
한계
및
과제

기능 명시
•행정안전부의 지방 성인지 예산 운영에 대한 역할
및 기능 명시

전문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정비

(연구자,

•분석책임관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컨설턴트),

•성인지 예결산 담당부서의 역할과 기능 명시

공무원

•기관 및 사업 담당자 자격 정비
•민간부문 참여의 제도화 강화 필요성

•지역 성인지 예산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 성 주류화 법제의 성과 및 개선 과제
<표 5> 성 주류화 법제의 성과, 문제점, 개선과제
구분

성과

문제점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한 성 주류화 정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 마련
전문가
•전 부처(부서) 사업 수행 및 업무 절차에 영향
(연구자,
•성 평등을 위한 성별 분리통계 기반 마련
컨설턴트)
•젠더 전문가 집단 형성 및 채용 수요 확대

•성인지 예산 제도 관련 조항 미흡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분리 운영의 한계
•법적 구속력의 한계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

•공무원의 성인지 의식 제고
공무원

•대상 과제 수의 양적 증가와 공무원 성 평등 교육생 수 증가

구분

•양적 확산에 따른 질적 실효성 미흡

•실질적 성 평등에 대한 기여에 대한 의문
•업무 과부하 되는데 반해 사업 개선의 동기요인 부재

개선과제

전문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통합적 접근 필요
(연구자,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성과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컨설턴트) •입법부(의회)의 역할에 대한 근거 마련
공무원

•기관의 성 평등 담당관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 부여

▶ 소결
- 성 주류화 제도의 전반적 성과는 기반 구축,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따른 양적 확산이라는 점에
대부분이 동의하였음. 반면, 가장 개선이 시급하고 개선 요구가 높은 것은 성 평등에 대한 질적
효과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임. 특히, 성 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성 주류화의 도구로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 더 나아가 성
주류화의 성과에 실효성 있게 기여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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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인지 예산 제도는 현재 환류 및 활용 방안 제고를 위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특히 제도 추진의 책임 있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에 기관 역할로서 성 평등 추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담당부서의 기능과 역할에서도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성과 및 목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3. 정책제언
성 주류화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방안
▶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 성인지 예산 제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 즉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최적의 방식이라고 판단됨(관련 법률안 시안은 본 보고서 p239 참조).
▶ 「국가재정법」 개정 관련
- 위와 같이 독립입법 추진 시 소요시간, 관계 부처 협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현행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 있음.
- 무엇보다 「국가재정법」에 예산안 편성 준비, 예산 편성, 결산 및 평가 각 단계별로 성인지
예산이 국가재정제도로서 체계성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준비
단계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에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 방향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추가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부처 성 평등 목표와 연관성, 성 평등 관련 성과지표, 성과지표 선정 근거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결산 및 평가 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 결산서에 ‘집행실적, 성 평등
성과분석, 성 평등 개선계획’ 등을 포함시키고, 성과평가에서는 ‘각 중앙행정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에 있어서 재정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방안
▶ 그동안 성인지 예산 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연계를 위하여 노력해왔고, 이는 크게 대상
사업의 연계와 작성 내용의 연계로 구분됨. 문제는 이러한 연계를 하려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서가 작성 제출되어야 하는데 현실에는 그러지 않다는 점임.
또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을 못 찾아서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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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제출 시한과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법」에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실시한다’(제7조)고 의무화함으로써 두 제도간의 연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방안
▶ 성인지 예산 상설협의체 법적 기반 마련 관련
- 성별영향평가는 제도의 이행을 위해 관련 위원회 설치,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법정화 하여 운영 중임. 하지만 성인지 예산의 경우,
추진체계와 관련해서 관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권한과 기능 등을 부여할 수
있음.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성인지 예산 및 결산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의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 및 결산의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함.

-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는 대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설협의체의 기능 강화와 운영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직제 내 성인지 예산 업무 편제 관련

- 현재 성인지 예․결산의 운영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결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면 성인지 예․결산의 관리․점검․평가․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부서가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을 개정하여
예산실장 업무에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독립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예․결산 지원 기관 법정화 관련

-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개선 및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담지원기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의 성인지 예 ․ 결산에 대해 컨설팅 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를 전담지원기관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뿐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出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 강화 관련

- 현재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결산 심의와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관심이 낮고, 의원 개인의
개별적 관심도에 따라 심의 내용이 좌우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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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임기를 주기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심의 결과를 환류하거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해결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성인지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만들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만 검토하도록 하고, 국회의
상시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힘.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내 성인지예산소위를
설치하는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구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방안
▶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발전과 수행 주체의 동기요인 제도화 관련
-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의미 없는 과제 수 양산, 반복적
사업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에 있어서 ‘정책환경의 성별 분석’ 지표의 어려움, 그리고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됨. 의미
없는 과제 수 양산과 반복적 사업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과제 수를 늘리도록 되어
있는 현재 정부합동평가지표를 정성적 평가지표로 수정하여야 함.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지표 작성의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사업 분야별 젠더 이슈를 구체화하고 리스트화해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 현상이나 성별 특성 여부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분석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의 어려움과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음. 이와 함께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을 크게 안기는 데 반해
업무 수행 결과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실행 주체인 공무원이 이
제도를 잘 수행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려면 사업 담당자에게 동기요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강화와 거버넌스 확대 관련
-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법정화 되어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함. 또한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도 필요함. 분석평가책임관을 공무원 중심으로, 그것도 순환보직으로 임명하면
업무상, 시간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분석평가책임관의
젠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젠더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민간부문 참여의 제도화가 강화되어야 함.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사업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들의 모니터링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제도화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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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안)
초록
■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가족친화’를 요구해야 하는데

지금의 운영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운영방식이 맞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개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변화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인증기준 및 지표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실효성이 매우

낮은 인센티브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도록 구성해야 함. 또한 가족친화 인증제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이원화된 관리체계 역시 개편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향과 세부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가족친화인증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가족친화인증제 세부 개선방안

지표 개선

인증 심사원 및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

인센티브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 장시간근로개선 관련 지표 신설
가족친화실행제도의 N/A 개선
정량지표를 보완할 정성지표 추가
정책대상의 다변화를 고려한 지표 개발
표준화된 컨설팅 매뉴얼 개발
컨설턴트의 경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설계
심사원 대상 워크숍 교육 강화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
근로자 활용 인센티브 개발
부문별 가족친화인증 우수 기업 선정
장기인증 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가족친화인증제
품질관리 강화

단일화된 인증 전담기관 운영
인증 이후 컨설팅 의무화
가족친화 직장교육· 경영자 교육 의무화
“가족친화인증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가족친화인증제
확대방안

민간기업 대상 인증 의무화
홈페이지 개편 및 홍보 강화
가칭 “가족친화인증기업 공동채용관” 운영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강민정·문지선·임희정(2018). 가족친화 인증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3

1. 배경 및 문제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
인증제’는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음. 이 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 14개로 시작되어 2017년
2,802개사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3,30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현 정부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처음 가족친화 인증제가 시작되었던 10년
전에는 법정제도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일 중심에서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는 가족친화 인증제를 통해 모성보호 및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사회변화에 맞게 가족친화 인증제의 목적과
방향, 운영내용 등의 개선과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인증제의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기업현장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년간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심사정보 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특성 및 가족친화인증 항목별 수준을 분석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특성의 변화와
지표점수를 통한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살펴보았음.
▶ 그 결과, 최근 2년 사이에 인증기업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났음.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 인증을 받은 기업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현장에서는 제도의 인지도가 매우 낮음. 인증받은 기업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실행제도, 즉 주로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족친화 인증
점수획득의 관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더 문제는 가족친화실행제도의 세부 평가지표들이 산식에 따른 계산 비율에 따라 구간을
촘촘하게 구분하여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최소점 또는 최대점에 득점이 몰려
있어, 복잡한 계산에 비해 점수 차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서
더 심각함.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점수의 변별력이 남성의 모성보호제도 이용률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는데, 지표의 구성이 여성의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높을수록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음. 따라서 가족친화 인증제 개선의 방향도 남녀근로자가 모두 함께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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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그동안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로 가족친화인증 지표가 구성되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양의 지표와 산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복잡성이
인증점수의 변별력이나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특히 가감점의 경우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 그 개수도 너무 많고
점수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점수에 의미도 없는 항목들도 상당수임. 또한 대부분의 지표가
제도의 이용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들에 맞추어져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일·생활 균형 달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형태의 제도설계가 필요한 시점임.
현재의 가족친화 인증제를 점검하고, 인증확산과 품질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모색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증심사원·컨설턴트,
대기업·공공기관 인사담당자, 그리고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음.
가족친화인증기준 지표 재구성, 가족친화 컨설팅과 인증심사과정, 인센티브 점검 및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음.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 FGI 조사 결과
질문 내용

현황 및 문제점

개선안
•“일-생활의 균형”과 “장시간 근로개선” 등의

심사요소/심사항목
의 적절성

•최
 고경영층의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만족도(10점)의
심사요소로 구성

심사요소가 추가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층 리더십” 배점 20점
→ 30점 변경
•가족친화경영만족도 설문 문항 개선

가족친화

가족친화제도실행

인증제도
지표 재구성

가·감점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입

•고용보험DB, 일리오 기준과 연계

•중소기업의 N/A 처리

•N/A 해당되는 심사항목 축소

•연차활용을 가점의 형태로 운영

•연차활용을 가족친화제도실행에 포함

•중
 소기업의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무급 한

•1주일을 유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달 사용했을 때 가점
정책대상
지표 구성

인증 신청과정
가족친화

인증심사원 구성

•출산·육아기 여성에 초점

이어서 지표 수정
•정책대상(미혼, 남성, 중고령자, 외국인 등)의
다변화 고려
•기
 업의 객관적 지표 뿐 아니라 기업내부를

•정량지표의 한계

검토할 수 있는 정성지표 추가

•인증 신청의 온라인 자료 입력의 불편함
•구비서류 자료 작성에 시간 소요

•인
 증담당자의 업무 피로도를 낮추는 방향
으로 설게

•1인의 심사원으로 심사

•2-3인의 심사원 구성

•컨설턴트간의 역량 편차

•표준화된 컨설팅 매뉴얼 개발

•인증이전, 인증이후 컨설턴트 상이

•동일한 컨설턴트가 해당기업을 컨설팅

인증 신청,
인증 심사,

컨설턴트의 전문성

컨설팅과정

컨설턴트 및 심사원 •경력한 무관하게 동일한 커리큘럽으로 교육
교육

•일반적인 강의 위주의 교육

•교육대상별 커리큘럼 차별화
•워크샵 형태의 교육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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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인센티브 문제점

가족친화

기업차원의

인증제도

인센티브

•가족친화인증 자체 및 인증 인센티브 홍보 미흡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개편 및 홍보 강화

•기업 사용 인센티브 사용 저조
•인증기업에 대한 특화된 인센티브 부족

인센티브
근로자 지원
인센티브

•근로자 지원 인센티브 부족

•부문별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 별도 선정
•장기인증 유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인증기업 근로자 할인혜택 인센티브 개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교육 의무화

정도

•인
 증 이후 컨설팅 회수 확대 및 컨설팅 의무화

인증제도
사후관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개발

•가족친화직장교육 의무화

인증 이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미흡
가족친화

개선안

인증 이후 컨설팅

•기업이 신청시 컨설팅 시행

•2
 -3인의 컨설팅단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기업 관리

효과적 사후관리
가족친화
인증제도
확대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가족친화인증 홍보 미흡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개편 및 홍보 강화

가족친화인증제도
확대방안

•민간기업의 참여 부족

•500인 이상 민간기업 대상 의무화
•단계별 목표관리 도입(신중한 접근 필요)

3. 정책제언
일·생활 균형의 달성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하여 명칭이나 심사요소, 심사방식 등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개편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음. 첫째, ‘가족친화’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일하는 문화 개선’으로 방향성을 전환함. 둘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춤. 셋째, 기업이 직관적으로 제도의 내용이나 이익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플하게 구성함. 넷째,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그
기준은 높임. 다섯째, 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함. 만약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각종 시상제도나 인증제도는 이 제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명칭은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기업’(가칭)으로 하여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중소기업은 매우 다양한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생활 균형 및 일하는 문화와 관련된
몇 개 주요 분야를 나누어 기준을 정해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 예를 들면 다음의
표와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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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기업’ 부문 및 지표 제안
부문

지표

남성 육아참여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1년 이상 근속 남성근로자 수/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장시간 근로해소

총 근로시간

휴식있는 삶

실제 연차소진율

성평등 인사관리

채용성비/ 여성관리자 비율/ 경력단절 여성 비율/성별직종분리 수준

성평등 조직문화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

직원들이 주는 상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

▶ 인센티브로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사업들과 연계하여
우선권이나 할당을 주는 방식으로 유인할 수 있음. 그리고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용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그 외 기업의
홍보를 위해 언론보도, 온라인 기업정보에 마크 부여, 우수사례집 발간 등 비금전적 지원도
함께 지원한다면 전반적인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임.
중장기 정책과제의 시행이나 새로운 제도로의 개편이 어렵다면, 현재 가족친화 인증제의 틀
안에서 지표나 심사방식, 인센티브, 품질관리 등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 가족친화 인증제 세부 개선방안

개선방안

구분

•일과 생활의 균형, 장시간근로개선 관련 지표 신설
지표 개선

•가족친화실행제도의 N/A 개선
•정량지표를 보완할 정성지표 추가
•정책대상의 다변화를 고려한 지표 개발
•표준화된 컨설팅 매뉴얼 개발

인증 심사원 및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

• 컨설턴트의 경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심사원 대상 워크숍 교육 강화
•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

인센티브 개선

• 근로자 활용 인센티브 개발
• 부문별 가족친화인증 우수 기업 선정
• 장기인증 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 단일화된 인증 전담기관 운영

가족친화 인증제 품질관리 강화

• 인증 이후 컨설팅 의무화
• 가족친화 직장교육· 경영자 교육 의무화
• “가족친화인증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 민간기업 대상 인증 의무화

가족친화 인증제 확대방안

• 홈페이지 개편 및 홍보 강화
• 가칭 “가족친화인증기업 공동채용관” 운영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관계부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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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상 성 격차 실태 및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초록
■ 본 연구는 채용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들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사업체와 구직자

측면에서 분석한 기초연구임. 주요 연구의 방법은 사업체패널조사 분석(2006~2016), 사업체 1,000개소 대상
채용 실태조사, 근로자 및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구직경험 조사 결과 분석임
■ 사업체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인력현황과 채용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업체 내에서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중 여성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채용의 전체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여성채용이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채용규모가 증가하는 사업체는 주로 기술기반 등 사업이

확장되는 사업체이며 이들 업체에서는 채용상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혁신적인 성장을 하는 사업체가
고용창출 능력도 크고 성차별도 적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둘째, 채용 관행의 변화 등은 대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쳤고 여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구직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채용규모, 방식, 고용형태 변화가 많았음. 여성이 선호하는 산업에서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는 등 변화는 구직자 대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셋째, 업무의 성별 분리는 채용에도 영향을 미쳐 기존 남성 다수 업무에는 남성채용을, 여성다수 업무에는
여성채용을 하는 관행을 변화시키지 못했음. 인사담당자의 인식에도 업무에 대한 성별 분리가 여전히 남아있어
성별 업무 분리를 해소하는 것이 채용상 성격차를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넷째, 채용상 성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것은 면접관으로 여성이 참여하는 것임. 최종 면접을 비롯하여 각 단계에 여성 면접관의
참여는 다른 요인을 통제할 때 여성채용 비율을 높이는 유의한 요인이었음.
■ 근로자 및 구직자 대상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구직자들은 구직 활동 중 채용 결정 기준과 직무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음. 둘째, 구직경험 중 여성면접관이 각 채용 단계에 대부분
있었다는 응답률은 10%대거나 그보다 적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여전히 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여성참여가
부족했음. 셋째, 구직자들은 경력직 채용공고, 비정규직 채용공고, 간접채용의 비중이 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과거에 비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넷째,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하였는 지를 물었을 때 약 30%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채용상 구직자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은 취업준비 단계에서 실제 채용에 이르기 까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채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법에 대한 사업체와 구직자의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낮음. 채용상 성차별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채용상
성격차 해소를 위해서 채용 관련 노동시장 정보 제공과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종숙ㆍ김영옥ㆍ홍지현ㆍ이서현ㆍ최형재 (2018).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개발(Ⅰ): 채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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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여성(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 46.3%에서 2016년 59.0%로
12%p 증가1)하여 그 성과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성 격차는 여전함.
▶ 2017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21.4%p 낮으며, 임금은 34.6%p 작고2),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1%에 불과함.
본 연구는 채용에서 성 격차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성 격차(gender gap)는 ‘남성과 여성 간의 불균형 혹은 차이’를 의미함3).
▶ 노동시장에서 성 격차는 다양한 요인으로 심화함.
▶ 모집과 채용은 인사관리의 초기 단계로 근로자가 기업으로 진입하는 단계이고 노동시장에서
성 격차를 불러오는 주된 원인이므로 채용상 성 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함.
주요 연구 문제
▶ 첫째, 채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
▶ 둘째, 채용 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
▶ 셋째, 채용 과정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설명 요인을 규명하는 데 활용
▶ 넷째, 채용에서 성차별적 관행은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를 규명

1) OECD.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SEXAGE_I_R#)
2) OECD (2018), Gender wage gap (indicator).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Accessed on 18 October 2018).
3) Defining gender gap(http://www.wikigender.org/wiki/gender-gap/ 검색일 2017. 8. 21.)

2. 조사 및 분석결과
채용상 변화(사업체패널조사 1~6차(2006~2016년) 자료 분석 결과)
▶ 여성 고용의 양적 추세: 여성 비중 및 관리직급의 여성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기업 규모별로는 규모가 큰 기업에서 여성 비중이 더 높고 증가 속도도 더 빠름.
-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여성 비중이 높고 숙박 및 음식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
- 업종별로는 판매직, 서비스직, 전문직 등에서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이 높고, 여성 근로자
비중은 판매직을 제외하고 대체로 모든 업종에서 상승 추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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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채용 규모: 감소하는 추이
- 2005-2015년 기준 전년도 말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채용 규모를 보면 최근 들어 완만한 감소
추세임.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채용 규모 감소 추세가 두드러짐.
▶ 채용 규모에서 남녀 격차: 중소기업에서는 여성 채용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에
대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함. 전체 정규직 채용 중 여성 비중은 30% 정도인 데 비해
비정규직 채용 중 여성 비중은 48% 정도로 여성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자리의 질이
남성보다 열악함.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 지난 3년간(2015~2017년) 사업체 채용 규모: 현원 대비 비율로는 2015년 16.4%, 2016년 17.8%,
2017년 20.3%로 점진적으로 증가함.
- 사업체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에서 2017년에 채용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으며 300~5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채용이 증가함.
- 가장 최근 연도 채용 인원 중 신입 채용에서는 여성 비율이 48.7%에 달했지만 경력
채용에서는 36.4%에 그쳐 경력직 채용의 증가가 여성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난 3년간 채용 변화: 전체의 11.0%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30%가 변화했다고 응답함.
- 신규 채용 인원이 늘었다는 응답은 26.6%, 변화 없다는 응답은 60.9%, 줄었다는 응답은
12.5%임.
- 경력직 채용이 늘었다는 응답은 21.2%, 변화 없다는 응답은 67.9%, 줄었다는 응답은 10.9%로
나타남. 기술기반 업종에서 경력직 채용이 증가함.
- 금융 보험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정기채용이 줄었다는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수시
채용이 크게 증가한 업종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남.
▶ 여성 채용 절차: 심사위원, 평가위원, 면접관 등으로 여성이 참여한 비율은 24.3%이며
최종면접 혹은 임원면접에 여성이 참여한 비율은 16.5%임.
- 여성 다수 업종에서 여성이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사업체 규모가 500인
이상에서는 여성 참여 비율이 가장 낮음.
- 사업체에서 채용시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 더 중시하는 사항으로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오래
다닐 수 있는지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48.1%, 현장 근무 또는 지방 근무를 할 수 있는지가
15.0%, 야근이나 기타 필요시 오래 일할 수 있는지 11.3%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 성별 직무 분리 및 직장문화: 70% 이상 남성만 혹은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부서나 팀의
유무를 질문하였는데 있다가 57.7%, 없다는 42.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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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부서, 팀이 있는 이유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남성 혹은 여성이 적합해서
배치한다는 응답이 53.4%로 나타나 사업체 내에서 성별 직무 분리는 사업체의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종속변수: 채용규모, 독립변수: 사업체 특성, 인사제도,
성차별 관련 내용 등)한 결과 채용 규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산업, 기업 규모,
노조 유무, 공공부문, 설립 연도 등으로 나타남.
- 건설업에서는 채용 규모 감소, 사업체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채용 감소 현상을 보이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채용이 음(-)의 효과를 보임.
- 사업체 규모 효과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더 크게 나타나 최근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의 도입이나 경기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신규 채용 규모와 경력직 채용 규모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나 여성 신규 채용은 음(-)의
효과가 나타남.
▶ 지난 3년간 채용 관행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구직자가 선호하는
금융 보험업 등 일자리에서의 변화가 컸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도 변화가 컸음. 해당
일자리가 구직자 사이에서 매우 선호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용 관행의 변화에 대응하는
구직자에게 난이도 증가 등 영향을 미쳤을 것임.
▶ 채용상 성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직무 분리가 심한 사업체에서 여성
채용 비율이 낮아졌으며 일·가정양립 제도가 잘 갖추어진 사업체에서 여성 채용 비율도 높게
나타남.
▶ 여성면접관이 최종면접에 있는 사업체, 실무면접에 여성면접관 참여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채용비율이 높았음.
▶ 사업체 내의 조직구조상 성별 직무분리가 심각한 경우 여성채용이 부정적이었음. 기존에
남성중심 팀에서는 주로 남성을, 여성중심 팀에서는 주로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관행 때문임.
구직자 및 취업자 실태조사 결과
▶ 최근 3년간 구직활동을 한 20세에서 49세 사이의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 구직 경험자의 구직활동 기간으로 42.7%는 6개월 미만이라 응답하였고 28.9%는 6개월에서
1년 미만 사이, 3년 이상 구직활동을 한 응답자는 7.6%임.
- 구직 경험자는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97.8%), 실무자면접(92%), 임원면접(64.7%),
인적성검사(63.8%), 필기시험(51.5%)을 경험하였으며 임원면접이 3.86점으로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실무자 면접(3.73점), 프레젠테이션(3.72점), 필기시험(3.67점) 순으로
어렵다고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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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 경험자는 현재까지 평균 20회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평균 6.7개의 면접을
보았는데 이 가운데 여성면접관이 실무자면접, 임원면접, 합숙면접에 대부분 참여했다는
응답률은 10%대거나 그보다 적은 미미한 수준임.
- 경력직 채용 공고, 비정규직 채용 공고, 간접채용의 비중이 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채용 단계에서는 67.5%가 채용 절차가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더 늘었다고 인식했고 70.1%가 채용 방식이 더 다양해졌다고 인식함.
▶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을 경험 시 서류를 돌려받은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81.8%는 전혀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 불합격 통보 경험에 대해, 80% 이상은 불합격 통보 시 그
사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응답
▶ 전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하였는지를 물었을 때 약 30%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로 의심되는 상황
구분

구직활동 및
채용 경험

항목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

구직활동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면접을 위한 의상 비용이나 외모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높게 나타남.
• 직장을 선택할 때 남성은 정규직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채용 단계
및
채용 방식

• 남성은 여성보다 인적성 검사, 필기시험, 임원면접, 평판조회 단계를 더 많이 경험함.
• 여성은 서류심사, 평판조회, 체력검사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남성보다 더 어렵다고 인식함.
• 여성은 남성보다 비정규직 채용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입사지원

• 여성은 남성에 비해 큰 차이로 성별, 혼인 여부, 연령에 따른 우대 조건이나 제한 조건을 경험함.

필기시험

• 특별히 없음.

면접

결과 발표

채용시장 변화
주관적 인식
성차별

• 여성은 결혼과 출산 유무, 결혼과 출산 계획,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닐지 여부를 질문 받은 비율
이 남성보다 더 높음.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서류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 비율과 결과 발표 날짜나 불합격 통보 사유를 전혀 전달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았음.
• 남성은 성차별이 완화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고 과거 직장 대비 남성이 여성보다 큰 개선을 보임.
•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큰 변화를 보임.
• 여성은 44%, 남성은 22%가 성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그 차이는 두 배 정도 남.

연구 결과 요약
▶ 채용 규모가 증가하는 사업체는 주로 기술기반 등 사업이 확장되는 사업체이며 이들
업체에서는 채용상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혁신적인 성장을 하는 사업체가 고용창출
능력도 크고 성차별도 적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구직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채용상 변화가 많아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고,
여성들은 특히 채용 규모의 변화나 비정규직 채용 증가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
▶ 경력직과 비정규직 중심의 채용 확산은 산업별로 달랐음. 환경 변화들이 여성채용의 규모와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볼 때 채용 관행의 변화 등은 대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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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상 성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것은 면접관으로 여성이 참여하는 것임. 또한 업무의
성별 분리는 채용에도 영향을 미쳐 기존 남성 다수 업무에는 남성채용을, 여성다수 업무에는
여성채용을 하는 관행을 변화시키지 못했음. 성별 업무 분리를 해소하는 것이 채용상 성격차를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채용상 구직자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은 취업준비 단계에서 실제 채용에 이르기 까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현장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채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법에 대한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

3. 정책제언
채용 정보 인프라 구축
▶ 채용 실태조사 도입
▶ 채용 정보 분석 확충
▶ 구직자 정보 스크리닝 기능 지원
채용 절차 지원 방안
▶ 채용 절차 표준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채용 절차 및 기준 사전 공지 권장
▶ 중소기업 채용 비용 지원
채용 절차의 공정화법 개정 등 법적 기반 강화
▶ 채용 절차의 공정화법 인지도 제고
▶ 채용 절차의 공정화법 범위 확대
채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과제
▶ 채용 단계별 성별 비율 등 공개 정보 확충
▶ 인사담당자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 면접 단계 여성 참여 확대
▶ 면접 단계 성차별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 성차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구직 단계에서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문화 개선
▶ 성별 직무 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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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성 제고:
자영업자 모델을 넘어 준공무원 모델로
초록
■본

연구는 돌봄 ‘공공성’을 서비스 제공‧지원·통제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제도 이용에서 사회통합‧평등이

실현된 수준의 두 축으로 개념화하여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분석함.
■ 분석결과 우선 서비스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특히 직접적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은 미미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통제역할 또한 충분하지 못하였음. 다음으로
공공성의 가치인 평등의 관점에서 평가해볼 때, 아동돌봄과 노인돌봄 모두에서 계층에 따른 분절이 발생하고
있어 형식적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제공이 역설적으로 분절적이고 불평등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가 비용지원 역할에서 공급의 적극적 주체로 역할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기존 돌봄 자영업자 모델을 넘어 준공무원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Ⅱ): 여성·가족관점의 돌봄정책 추진전략

·

민간시장에 질적
표준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충

·
·

민간위탁을 넘어
직접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원' 안착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돌봄
근로조건
결정은
집합적으로

직영직고
모델 실험

돌봄비용
지원·분담체계
합리화

·

개별 돌봄현장에서
근로조건 협상이
이루어져 온 관행에
따른 돌봄 관계
훼손 방지

·
·

국가의 비용지원
역할만 강조,
부풀려져 온 경향
돌봄비용 이용자
분담을 통한 질적
수준 개선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은지·최인희·선보영·성경·배주현·김수정·양난주(2018).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Ⅱ): 여성·가족관점의 돌봄정책 추진전략.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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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돌봄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인 제고로
정책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확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돌봄공공성 분석을 위해 돌봄에서 ‘공공성’을 서비스 제공 및 지원·통제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제도 이용에서 사회통합과 평등이 실현된 수준의 두 축으로 개념화함.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주체와 관련하여 아동돌봄의 경우 ‘국공립 시설’의 다양성에 초점을
기울여 분석하였고, 노인돌봄의 경우에는 국가의 직접제공역할 뿐 아니라 지원과 통제 역할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함. 공공성의 가치 차원과 관련해서 아동돌봄은 보육서비스 이용의
계층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노인돌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살펴봄.
<표 1> 돌봄 공공성 분석틀과 분석내용
공공성의 개념

내용

분석내용

공공서비스 제공주체
(형식적 측면)

국가(공공부문)의 역할
- 직접제공역할
- 지원, 통제역할

공급자분석:
서비스공급주체 및 지원·통제방식에 따른 차이 규명

공공성의 가치와 목표
(실질적 측면)

제도이용에서
사회통합과 평등의 실현

수요자분석:
계층, 가족특성에 따른 이용행태 차이 분석

2. 아동·노인돌봄의 돌봄 공공성 분석
국공립 아동돌봄 인프라 확충의 돌봄 공공성의 재규정
▶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주체에 따른 다양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노동자 일자리의 질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이미화 외, 2016)자료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한국의 국공립
어립이집의 비중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음.
▶ 보육실태조사 분석결과, ‘공공부문’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 자체로
임금수준이나 근무시간 등에서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보다 나은 일자리와
친화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직까지 부모들도 ‘국공립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간의 차이에 대한 민감도는 높지않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공립 직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호봉과 경력에서 우수한 일자리와 친화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위탁주체에 따른 질 저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김송이·김한나, 2017). 국공립 위탁 어린이집만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직영, 혹은 직영에 매우 가까운 형태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확충방안
또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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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국의 아동돌봄 공공성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특성을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OECD 교육통계 및 덴마크의 자료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한국과
일본의 특징은 기관보육률은 북구 국가들 수준으로 매우 높지만 공보육이용률은 극심히 낮은
점임. 상당수의 국가들이 높은 기관이용률이 곧 높은 공보육이용률임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의 아동돌봄은 서비스제공 주체 측면에서 매우 낮은 공공성 수준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보육 이용률이 가장 높은 덴마크의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덴마크의 기관이용률은 양쪽 국가 모두 높고, 심지어 0세아의 경우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공급이 주로 공공부문,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민간시장에 맡겨진 상태로 운영됨. 이러한 차이는 특히 1-2세 아동의
경우 극심함. 일반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들의 보육서비스가 0-2세 보육률이 높은
것으로 특징 지워지는데, 한국의 사례처럼 민간 중심의 높은 보육률은 성평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 한편 덴마크의 공공부문은 단체교섭이 허용되지
않는 일부 공무원(civil servant)을 제외하면 모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서,
돌봄노동자는 BUPL이라는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돌봄노동 관련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은 단체협약에서 주로 결정되고 있었음.
장기요양시장과 공공성의 구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Bozeman(1987)의 차원적 공공성이론에 근거하여 소유권,
재원, 통제라는 세 요소를 통해 측정하고, 각각의 공공성 차원이 서비스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음.
▶ 먼저 소유권적 차원의 공공성을 보면 장기요양시장의 80%가 넘는 조직이 개인영리사업자로
시장에서 다양한 조직들이 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에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영리사업자는 소규모 영세한 조직을 운영
하고 있으며 요양시설과 재가기관 모두에게서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반대로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
▶ 재원차원의 공공성은 재정방식의 유형(기관보조금과 개인지불방식)에 따라 정치적 권위의
정도를 가늠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해진 수가를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따라서 본질적으로 공적 재원이지만 사유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이와 같은 재정방식에서 중앙정부가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거나 부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의 제도운영은 장기요양수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 공급 측면에 대한 정책이
‘서비스 판매비용 환급’이라는 재정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임. 이 구조에서 개별
기관 사이에 재정의 차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규모(이용자 규모)에 의해 결정됨. 서비스 단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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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설규모, 이용자 규모는 양적인 차원에서 재정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임. 장기요양기관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재정규모의 차이가 서비스 질에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통제 차원의 공공성은 정부의 평가와 감독, 각종 규제 등을 통해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시를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의 통제는 장기요양기관에
집중되고 있음.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불법운영 등이 지속되는 한편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처우가 문제가 되면서 최근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수가의 일정비율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강제함. 정치적 권위의 영향을 확대하는 공공성
강화의 세 가지 차원 가운데 오직 통제 부분에서만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장은 소유권, 재원, 통제 세 가지 차원에서의 공공성이
모두 낮은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최근 통제적 차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통제 부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조차 장기요양시장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영리사업자의 사유성과 맞물렸을 때 정책 호응으로 연결되기보다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영세한 개인영리사업자에게 있어 수익을 높이는
동인은 투자와 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에서 찾아지기 쉽고, 휴먼서비스 부문에서
절대 비용은 인건비인만큼 비용절감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낮추거나 허위로 인력을
등록하는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장기요양시장에서 공공성은 소유권, 재원, 통제 세 차원에서 기존의 경로와는 다른
방식을 추가하는 활동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사유성이 높은 장기요양시장의 구조와 성격을
완화하는 별도의 조치를 병행하지 않고 통제만으로 공공성으로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보육서비스 이용의 계층격차
▶ 그간 전계층 “무상보육”이라는 모토하에 보육서비스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계층효과(stratification effects)를 중심으로 보육비용과 기관선택, 돌봄의 (촘촘한)조합에서
계층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김은설 외, 2016) 자료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비용과 소득분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총보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함. “무상” 보육영역인 기관보육(공보육비용)
에서는 일정정도 비용부담의 탈계층화효과가 나타나지만, 사보육을 중심으로 다시금
계층화가 발생하고 있었음. 반면 비용에서 모의 취업여부에 의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또 기관이용유형에서도 모의 취업여부 변수는 양육수당과 사립유치원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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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할
당시부터 보육은 전업모와 취업모의 욕구 차이에 기반한 차등적 서비스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모호한 평균과 형평에 기대어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취업모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치 못했음. 2016년부터 실시된 맞춤형보육이
일정정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어 대안적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둘째, 이용기관유형에서도 (모(母)의 취업여부 등을 통제했을 때) 고소득가구는 양육수당으로
옵팅아웃할 가능성이 높고 공식적 보육 서비스로부터 이탈(exit)하는 경향을 보임. 3-5세 유아의
경우 양육수당 수급층은 10%에 불과하지만, 국공립 보육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질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찾는 시도와 이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기존 연구에서 양육수당은 저소득층 전업주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 수급자를 유아로 제한했을 때 비취업모, 고소득층이 선택하는 급여형태로
나타남. 유사급여로서 아동수당이 도입된만큼 양육수당의 계층적, 연령적, 젠더적 특성을
고려해 양급여간의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계층별로 분절된 기관이용,
즉 고소득층은 양육수당과 사립유치원에, 저소득층은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지는 방식은
보육서비스의 핵심인 탈계층화, 평등화라는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임.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틀 속에서 서비스 이용의 계층격차 극복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돌봄배열을 살펴보았을 때 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형, 유치원형, 학원형으로
나뉘어지는데, 돌봄배열에서도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비취업모일수록 주돌봄기관이 (어린이집
대비) 학원일 가능성이 높았음. 이 가구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일 가능성이 높은데, 유아돌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부모의 사교육 ‘선택’을 정책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재고가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됨.
▶ 보육서비스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 선언되고 보장되는 핵심에는 평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 즉, 기본적 사회권으로서 보육의 권리는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절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체계는 계층효과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가의 공적 책임 역시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계층효과는 분절된 보육시장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공공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임. 국공립과 민간(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 보육 간에도 품질과 선호의 위계가 있음. 특히 고소득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고 공식보육으로부터 옵팅아웃하고 사적 대안을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보육공공성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음. 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공공성 높은
전달체계와 결합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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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 이용 결정요인
▶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개인이나 가족의 특성,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욕구에
기반 하여 급여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불평등 완화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임. 이러한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의
계층화 가능성과 가족자원 의존 가능성이 실제로 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여 소득수준별 장기요양급여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보건복지부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 원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중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방문요양급여 이용에
소득수준과 가족자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연구 DB자료 분석결과, 소득수준별, 자격별 장기요양급여
이용현황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격기준이 일반 가입자일수록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인 이용자일수록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재가급여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돌봄정책이 지향하는 aging in place(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거주하기)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다음으로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한 방문요양 급여 이용 결정요인 분석결과,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욕구요인(need factor)인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이 방문요양급여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ADL과
IADL 제한수가 많을수록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교차비가 높았음. 소득수준은 방문요양급여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에 있어 계층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 그러나, 가족자원의 경우에는 동거 가족돌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방문요양급여 이용에 영향을 미쳐 함께 사는 배우자나 아들이 가족돌봄자인
경우 노인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딸이나 며느리, 즉 자녀
중 여성이 노인을 돌볼 경우 방문요양급여 이용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노인돌봄이 사회적 서비스로 충분히 대체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주돌봄자가 여성일 경우 더욱 두드러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이상의 결과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에 있어 소득수준, 가족자원 등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돌봄의 성불평성 구조 역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노인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돌봄의 성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전략이 함께 마련,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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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돌봄정책의 공공성 측면에서
평가해볼 때, 서비스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특히 직접적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은 미미하였으며,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는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은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민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통제역할 또한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음.
또한 공공성의 가치인 평등의 관점에서 평가해볼 때, 아동돌봄에서는 계층에 따른 분절이
발생하고 있었고, 양육수당은 고소득층의 일탈적 서비스 구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노인돌봄에서는 계층에 따른 돌봄이용 분절과 함께 여성 가족돌봄자가 있을 때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현상이 관측됨. 즉 형식적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제공은
역설적으로 분절적이고 불평등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한국의 돌봄서비스에서 공공성은 서비스공급주체 측면에서도, 평등이라는 가치실현 측면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국공립 시설의 확대,
소유권적 공공성의 확대에 초점을 기울여 제언함.
첫째, 공공성의 출발지점으로서, 국공립 돌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즉 소유권적 차원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동돌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40%’, ‘국공립 유치원 40%’는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더욱이 최근의 유치원 사태와 관련하여, 국공립 유아교육
인프라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가
한국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몇 안되는 보편적 공공 인프라임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을 보다 돌봄친화적, 돌봄포용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본 연구는
장기요양의 경우에도 국공립 시설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함. 실제로
초기 장기요양제도 도입시기 국공립 시설의 비율은 요양시설의 경우 50~60%, 재가시설의
30% 수준으로 제안된 바 있음. 민간시장에 질적 표준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비율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소유권적 차원의 공공성 제고는 개인지불방식의 재원
외에 인프라에 대한 직접 투자방식의 지방정부 재원이 장기요양제도에 투입되기에 재원 차원의
공공성을 높이기는 것으로 연결됨. 또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높이는 시장 부문이 증가하기에 통제적
차원의 공공성의 실효성도 높아지게 됨.
공공성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공공성과 정부를 등치시키는 것을 경계해 왔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경계심이 싹튼 시점이 정부 부문의 확장과 관료적 질서, 힘이 컸던 시기임을
잊어서는 안 됨. 이와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 돌봄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시점은 시장이데올로기,
시장의 힘이 무엇보다 강력함. 역사적으로는 정부가 규제적 역할, 재정 지원자로만 자신의
책무성을 제한해온 관성을 고수해서는 더 이상 사회서비스 공급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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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 만능주의에 기초한 정책설계로 정부 스스로 공공서비스 영역을 민간, 그것도
개인사업자가 각축을 벌이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후과(後果)를 수습하는 맥락임.
둘째, 국공립 돌봄시설과 관련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는 형태에서 벗어나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음. 이는 ‘돌봄 자영업자 모델’에서 ‘준공무원 모델’로
새로운 정책적 실험을 시도하는 것임. 본 연구의 어린이집의 공공성 분석 결과,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보육교사의 호봉과 경력에서 우수한 일자리와 친화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있음. 실제로 민간 또는 개인에 위탁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민간·개인
어린이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이 보고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직영, 혹은 직영에 매우 가까운
형태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확충방안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음. 현재 아이돌봄서비스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나 운영기관의 영리추구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직영직고모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중요한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채택된 바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이와 같은 돌봄공공성 극대화
모형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로 판단됨. 사회서비스원의 실질적 도입까지는 민간사업자의
반발과 돌봄영역 간의 경계구분으로 인하여 많은 굴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돌봄정책의 낮은 공공성 수준을 한단계
분명하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임.
셋째, 돌봄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이 개별
사업장 차원이 아닌 집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돌봄노동의 특수성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돌봄이 일반화의 보편원리가 아닌, 반응성과 개별성에 기반한 새로운
정의원리임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과 돌보는
사람의 상호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들간의 관계가 존중받는 방식으로 공식적 돌봄노동이
구조화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민간·영리성 중심의 돌봄제공방식은 이러한 돌봄관계를
쉽게 깨뜨릴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세한 개인영리사업자에게 있어 수익을 높이는
동인은 투자와 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에서 찾아지기 쉽고, 휴먼서비스 부문에서 절대
비용은 인건비인만큼 비용절감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낮추거나 허위로 인력을 등록하는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결정과 관련하여 돌봄공공성의 모형이 잘 구현된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음.
덴마크에서 돌봄노동자의 고용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중앙차원에서 집합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결정은 민간부문에도
영향력을 가지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의 현장에서 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노동착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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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자원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민간 위주로 구성된 한국의 돌봄체계에서도,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부문, 특히 직영직고부문을 통해 표준이 되는 근로조건을 집합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돌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서
돌봄근로자의 집합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은 국가가 더 많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과 평등의 원리를 실현하는 일반적 사회정책의 공공성 뿐 아니라,
돌봄관계라는 친밀성 영역에서 공공성의 제도화를 구현해 내는 새로운 공공성의 모형을
보여주는 의미일 수 있음.
넷째, 국가가 돌봄정책에서 적극적인 공급자 역할을 수행함과 함께, 돌봄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비용지원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제 국가가 책임질 비용부담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국가가 그동안 비용지원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비용지원 역할에 대한 국가의 책임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부풀려진 경향이 있음. 본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 아동돌봄에서 ‘무상’보육으로 지칭되어 온 보육료 지원은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지 않으며, 특히 기관보육시간 전후의 돌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공공성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노인돌봄 또한 재가돌봄은
저소득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지원의 충분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 필요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아동돌봄의 경우 아동수당의 도입, 노인돌봄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득보장체계 강화에 따른 합리적 비용체계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합리적 비용체계는 평등의 가치와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함.
또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는 양육수당이나 불완전한 탈가족화인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의 경우에는 그 제도적 효과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양육
수당은 고소득층, 비취업모의 제도 이탈을 지원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자료의 한계로 직접 다루지 못하였으나 제도 이용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제도목적이 불분명하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지원체계의
경우에는 소득보장체계를 확층함에 따라 합리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요컨대,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국가는 비용지원 역할에서 공급의 적극적 주체로 역할전환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모델도 돌봄 자영업자 모델 중심에서 준공무원 모델이
대안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공성에 기반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고, 제도이탈과 불완전한 탈가족화의 위험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제도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임. 다만 이와 같은 공공성 확대와 관련하여,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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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인구학적 비율 전망이 상이함은 예산확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임. 저출산의
지속으로 인해 아동 수는 향후에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국공립
시설의 비율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아동돌봄의 시장전망이 밝지 않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이라면 향후 아동돌봄은 민간사업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면서 점차 더 공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노인돌봄의 경우에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장기요양 재정이
더 투여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의 큰 저항에 부딪칠
공산이 큼. 돌봄공공성을 높여감에 있어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은 이와 같은 특수한 구조적 맥락을
고려하여 전략을 취해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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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새일센터 표준모델 제안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시작되어 2년차 추진 중인

경력단절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새일센터 표준모델(안)

‘경력단절예방사업’과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운영 과정

여성 대상 ‘사후관리 사업’의 연계 및 차별성 제고를
통하여 확산 및 지속가능한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심리상담

운영
필수

광역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유형별로 구체적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노무회계상담

경력개발상담

여성 고용유지 지원 사업 내용으로 노무·회계
취업자 간담회

상담, 심리 상담과 같은 경력단절예방상담

직장 내 학습
동아리 지원

·컨설팅, 취업자 간담회, 교육과 같은 직장적응 및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많았고, 직장문화

종사자 멘토링, 1:1코칭

개선은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이 12개소로

사례공모 및 토크콘서트 개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음. 협력망

교육

구축의 일환으로 종사자 교육, 협력망 운영 등을

직장문화 개선교육 및
정보제공

수행하고 있었으며, 홍보는 경력단절예방사업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직장문화 개선
지원 프로그램

안내,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직장문화 개선 워크숍

캠페인 등을 수행하였음.

여성 친화 문화 기업
우수 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지원

■ 해당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1)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문제, 2) 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재직자 중심의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어려움, 3)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광역과 기초새일의 확실한 업무 분장과 전문성 강

필수

중앙

●
기초
네비게이터
역할

●
●

필수

●

선택
●

필수

사후관리사업

선택
필수

●

선택

●

필수

●

1:1 혹은
1:多 코칭

선택
필수

●

●

선택
필수
선택

●

●

필수
선택

●

●

필수

●

●

선택
필수

정보제공,
교육으로 진행

선택
필수

●

●

선택

운영영역

운영
필수

광역

기초

중앙

선택
필수

화가 선행될 필요, 4) 여성가족부과 광역, 기초자
치단체의 거버넌스 문제 등이 지적됨.

경력단절예방사업 안내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력단절예방상담·컨설팅

●
(신규 종사자)

●
(중간관리자)

개선 지원, 경력단절예방협력망 운영, 홍보 운영

필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역 문화조성 홍보 사업

필수

오은진ㆍ김난주ㆍ이서현ㆍ장지선 (2018).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선택

경력단절예방
사회적 인식 확산 캠페인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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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필수

과정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였음.

●

선택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 및
기관 공유
홍보

지원,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 직장문화

필수

●

선택
●

선택

선택

비고
여성가족부
참여 필요

선택
매뉴얼 제작

비고
기초: 전화상담
광역: 회기상담

선택

경력단절
예방협력망 운영

종사자 교육

기초

●

선택

표준모델’을 제안하기 위함임.
■ 사업

영역

●

1. 배경 및 문제점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0년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2000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고용 성장이 사실상 정체되고 있음.
2009년부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관련 정부
정책이 시작되는데 초기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으로 경력단절 발생 사후 해결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어 왔음. 이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거하여 2009년
72개소로 시작된 새일센터는 2018년 12월말 기준 전국 158개 운영 중임.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력개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탈락되지 않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임.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결혼·출산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어려웠음.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빠른 재취업을 목적으로 초기 설립되었으며 사실상 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였으나 경력단절 발생 자체는 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임금수준 비교에서
임금 하락을 비롯하여 경력단절 이전의 여성인적자원 손실 등 국가와 여성개인의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지속하게 함.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 개인과 국가의 손실에 대한 해결방법은 경력단절 없는 여성의
경력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임. 비취업 경력단절여성 중 30대 이하가
비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 이는 경력단절예방이 20-30대에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개정(2017.3.21.)을 통하여 동 법을 기반으로
추진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예방사업 추진 근거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 일자리 추경을 통해 15개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음
본 연구는 2017년 시작되어 2년차 추진 중인 ‘경력단절예방사업’과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여성 대상 사후관리사업과 연계 및 차별성 제고를 통하여 확산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력단절예방사업의 표준모델’ 제안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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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결과
경력단절예방사업 시범사업 결과 분석
▶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상담 컨설팅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적절하게 섭외하는 문제와 상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인적자원의 풀이 넉넉하지 않는 지역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또한 심리상담과 노무상담에 대한 부분은 요구가 많으나, 가장 필요한
경력개발상담과 관련해서는 요구 또는 전문가를 확보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와 관련하여 센터별로 적절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직장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직장 내 학습동아리와 코칭과 멘토링 등의 사업은 센터들이
수행하는데 더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음.
- 이를 수행한 센터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적게 나타남. 코칭과 멘토링은 여성의 지속적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 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적절한 유경험자와 전문가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 바 이는 기업체와 연계가 더 많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 또는 지원이 되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센터들의 참여 수준이 낮은 사업들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예방을 넘어서 지속적 경력개발과
여성의 맨파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랜을 가져야 하는 영역임.
- 기업과의 네트워킹과 재직 여성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업영역에서
기초와 광역새일센터 모두 사업 추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됨.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문제점
- 현재 전문인력 활용은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인건비 제약 등의 이유로 관련 사업의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인력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므로, 사업과 관련한 인력활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그 부분을 별도 인력
채용으로 연계하는 것은 센터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초기 사업 운영에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전담인력 자체의 확보는 필요하되, 경험 있는 인력들을 해당 사업에 배치하는 안이 먼저
고민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센터들은 신규직원의 활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센터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함.
- 예컨대 어려운 업무는 해당 센터의 경험이 풍부한 취업설계사가 도와주면서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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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경험이 없는 신규 취업설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인턴십으로
활용하면서 일을 배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인건비 활용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센터가 좀 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에 더
적절한 방법임.
▶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중심의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어려움
- 경력단절예방사업은 기업체의 재직자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나,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를 통해 전달되는 경력단절예방사업의 특성은 기업단위의 접근이 아닌 지역단위의
접근이라는 점임.
-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우선 여러 일자리가 기업과 고용이라는
형식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런 경향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
- 또 다른 이유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될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이와 관련한 특별한 의식도 없으므로, 기업과 함께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멘토-멘티 사업
등의 경우 센터 담당자들은 매우 어려움을 호소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기업들과 해당 센터들의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임. 그러나 이 사업을 필수로 운영해야 하는 광역센터들은 이런
네트워크에 취약하며 커버리지가 약한 일부 기초새일의 경우 이런 지역 내 기업 네크워크가
강한 강점이 있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광역센터가 광역 전체를 아우르는 경력단절예방사업
수행에 애로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단위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예방사업을
통해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은 기초센터와 광역센터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공유사업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굴·수행해야 함.
-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광역과 기초 새일이 지자체를 컨트롤 타워로 이용하여 함께
기업을 공략하는 모형을 개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경력단절예방사업은 기업 대상의
예방사업보다는 구직자 중심의 예방사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실험하여 이 부분에 최적화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 광역과 기초새일의 확실한 업무 분장과 전문성 강화 선행
- 두 유형의 센터가 서로 경쟁관계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함.
- 초기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는 산단형, 거점형, 일반형 등으로 나눠서 새일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거점 역할의 광역센터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역할을 확보하지 못함. 초기 5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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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를 시작할 시기에는 거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으나, 현재 160개 이상인 경우 거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각 기초자치 단체에서도 새일센터의 역할을 점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이제는 광역센터와 기초센터가 역할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및 사업운영에서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예방사업 및 각종 사업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여성들에게 제공할 내용들을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을 것임.
▶ 여성가족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거버넌스의 문제임.
- 현재 새일센터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여성가족부는 국비사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광역 또는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왜곡되어
운영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침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기초가 너무 빡빡하게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도 여럿 발생되기도 함.
-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자체와의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통하며 정책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3. 정책제언
표준모델개발
▶ 경력단절예방상담·컨설팅 운영 모형
- 경력단절예방상담·컨설팅 운영 모형으로 심리상담과 노무상담을 광역에서는 필수로,
기초에서는 선택사항으로 진행
- 경력개발상담은 기초에서는 필수 진행
- 심리상담의 경우 기초 새일센터에서는 전화 상담, 광역 새일센터에서는 회기상담 운영
<표 1> 경력단절예방상담·컨설팅 지원 운영과정
컨설팅 영역

운영

광역

필수

●

기초

중앙

비고

●

기초 : 전화상담
광역 : 회기상담

선택

●

기초
네비게이터 역할

필수

●

심리상담
선택
필수

●

노무회계상담

경력개발상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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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형
- 취업자 간담회는 기초에서 필수로, 직장 내 동아리 지원은 광역에서 필수로 운영
- 종사자 멘토링, 1:1 코칭의 경우, 기초에서는 필수로 일대일 혹은 일대다로 운영
- 사례공모 및 토크콘서트 개최는 광역과 중앙에서 필수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
- 교육의 경우, 광역과 기초에서 선택사항으로 운영 제안
<표 2>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 과정
프로그램 운영 영역

운영

광역

기초

필수

취업자 간담회

중앙

●

사후관리사업

선택
필수

직장 내 학습
동아리 지원
종사자 멘토링, 1:1코칭

●

선택

●

필수

●

1:1 혹은 1:多 코칭

선택
필수

사례공모 및 토크콘서트 개최

비고

●

●

선택
필수

교육

선택

●

●

▶ 직장문화 개선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형
-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은 기초, 광역에서 모두 필수로 운영
- 직장문화 개선 교육 및 정보 제공의 사업은 광역과 기초에서 선택사항으로 운영
- 직장문화 개선 워크숍은 정보 제공이나 교육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
- 여성친화문화기업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은 광역과 중앙에서 진행
<표 3> 직장문화 개선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과정
프로그램 운영 영역

운영

직장문화
개선 교육 및 정보 제공

필수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직장문화 개선 워크숍
여성친화문화기업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지원

광역

기초

선택

●

●

필수

●

●

중앙

비고

선택
필수

정보제공,
교육으로 진행

선택
필수

●

●

선택

▶ 경력단절예방협력망 운영 모형
- 기업과 새일센터와의 협력망, 센터와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새일센터 등
3자간의 네트워크 또는 함께 소통하며 공동의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거버넌스의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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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교육을 광역은 신규종사자 대상, 중앙은 중간관리자 대상 필수 운영
- 매뉴얼 제작은 중앙에서 필수적으로 진행
<표 4> 경력단절예방협력망 운영 과정
운영영역

운영

경력단절
예방협력망 운영

필수

광역

기초

중앙

비고
여성가족부
참여 필요

선택
필수

종사자 교육

●
(신규 종사자)

●
(중간 관리자)

선택
필수

매뉴얼 제작

●

선택

▶ 홍보 운영 모형
- 홍보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앙새일센터에서 진행
- 중앙새로일하기지원센터의 역할을 홍보 표준안 제공, 홍보 아카이브 구축, 경력단절예방주간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지역에서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운영하는 새일센터와 긴밀히 연계
<표 5> 홍보 운영과정
홍보영역
경력단절예방사업 안내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 및 기관 공유

경력단절예방 사회적 인식 확산 캠페인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역 문화조성 홍보 사업

운영

광역

기초

필수

중앙

비고

●

선택
필수

●

선택
필수

●

선택
필수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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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의 여성근로자 보건안전 현황과 개선방안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작업장에서 포괄적 개념의 여성근로자 안전 상황을 성인지적으로 고찰하고,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내외 규정 및 정책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살펴봄.
■ 여성근로자로서

일하면서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 작업장 내 안전보건 위험요인, 안전보건교육

실태 및 요구, 생애주기별 요구 및 차별 경험을 심층 분석하였음.
■ 연구

결과 여성근로자 작업장 보건안전 상황 및 건강상태는 남성근로자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성별 맞춤형 안전보건 정책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III): 작업장에서 안전을 중심으로(김영택)

해외의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 및 정책
양쪽 성별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핀란드-산업안전보건법
독일-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련 위원회에 성별 최소비율 포함
동남아시아-Homenet SouthEast Asia 구성(지역 여성 NGO참여)
호주-산안법 15조(안전위원회에 남녀 참석 명시)

인포그래픽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
필리핀-A Business Case for Gender Fair Practice
오스트리아-성인지적 관점에서 노동감독관 훈련 및 교육

성별 분리된 보호장비 개발 및 적용
호주-Sizing Up Australia 프로젝트
캐나다-산업사고 예방 보호위원회 및 온타리오 여성부
영국-평등법(Equality Act)에 따라 PPE의 작업복 크기 다양화

젠더 차이를 고려한 OSH조사 연구 및 OSH정책 적용
미국-국가 수준의 직업안전 건강 연구 프로그램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운영
독일-성별분리 통계를 이용한 안전, 건강 불평등 포착
(NRW Institute of Health and Work)
독일-하노버 병원(Hanover hospital)의 여성근로자 참여 연구 조사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영택·양애경·구미영·정지연·천재영·이경용·김숙영 (2018).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III): 작업장에서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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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작업장에서의 여성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내외 규정과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활용해 건강상태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분석결과, 작업장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에 대한 반응 역시
다르게 나타남.
특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작업장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규정들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들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표준적인
(남성) 근로자상을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 규정임.
생애주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또한 남성 보다 여성 임금근로자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의 악화와
질병 이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설명변인들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특성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수준

상수

1.725

0.024

·

70.778

0.000

사회인구학적변인
연령

0.129

0.004

0.213

28.749

0.000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

0.093

0.009

0.072

10.011

0.000

생애주기 단계 순

0.033

0.004

0.056

8.430

0.000

성 (여성 임금근로자)

0.071

0.009

0.054

8.312

0.000

-0.026

0.007

-0.025

-3.974

0.000

여성 집약

-0.017

0.009

-0.013

-1.985

0.047

고용형태(상용근로자)

-0.072

0.010

-0.047

-7.232

0.000

건강 및 안전 위험(경험 존재)

0.200

0.013

0.096

15.565

0.000

아픈데도 일함

0.208

0.010

0.125

20.499

0.000

근무지환경 변인
사업장규모

안전 환경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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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폭력 안전 경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수준

0.056

0.015

0.023

3.691

0.000

유의
수준

F값

376.746

R Square

0.000
0.134

<표 2> 설명변인들이 질병 이환(이환 수 합)에 미치는 영향
특성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수준

상수

-0.164

0.054

·

-3.030

0.002

0.174

0.010

0.132

17.520

0.000
0.000

사회인구학적변인
연령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

0.257

0.021

0.090

12.420

생애주기 단계

0.024

0.009

0.019

2.772

0.006

성(여성 임금 근로자)

0.188

0.019

0.066

9.973

0.000

사업장규모

0.010

0.014

0.005

0.712

0.476

여성 집약

0.007

0.019

0.002

0.384

0.701

고용형태(상용근로자)

-0.094

0.022

-0.028

-4.239

0.000

건강 및 안전 위험(경험 존재)

1.066

0.029

0.226

36.246

0.000

아픈데도 일함

0.865

0.023

0.229

37.513

0.000

근무지 환경 변인

안전 환경 변인

F값

유의수준

530.513

R Square

0.000
0.175

각 생애주기 단계별 분석 결과, 작업장에서의 건강상태나 안전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 여성
임금근로자 집단이거나 아픈데도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 집단은 생애주기 지속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악화와 질병 이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작업장 위험 노출 중 근골격계 위험 노출은 전반적으로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 집약적 산업에서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위험에 하루 중 절반
이상 노출되었거나(여성 30.6%, 남성 26.4%) 하루 중 1/4 노출된 비율은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여성 18.9%, 남성 18.1%).
작업장 위험 노출 중 물리적 위험 노출 비율은 남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나, 남성 집약형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집약형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 보다
물리적 위험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인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가 경험한 하루 중 절반 이상 진동 노출
비율이 40.0%로 나타남. 남성 집약적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 하루 중 절반 이상 연기/분진
비율은 여성 집약적 및 혼합형 집약적 산업 특성의 여성 임금근로자 하루 중 절반 이상 연기/
분진 노출 비율 보다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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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두통/눈/피로, 우울감 질환 발생 등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남.
▶ 서비스 종사자 및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 여성 임금근로자의 요통 경험의 비율은 거의
20%에 이르고 있고,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요통 경험의 비율은 25% 이상임.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별 및 직종별 상지근육통 발생 분포차이가 있는 집단은 전문가
및 관리직 종사자(남성 13.0%, 여성 16.8%), 사무 종사자(남성 9.6%, 여성 13.3%), 서비스
종사자(남성 17.7%, 여성 35.7%), 판매 종사자(남성 10.0%, 여성 16.0%),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남성 33.5%, 여성 44.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남성 27.6%, 여성 36.9%),
단순 노무직 종사자(남성 15.1%, 여성 26.4%)인 것으로 나타남.
폭력 안전인 경우 여성 임금금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성차별, 성적관심, 성희롱 측면에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집약형 산업인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중 1.7%가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 중 4.6%가 성차별 피해를 경험하였음.
작업장에서 안전 정보 및 안전소통창구, 안전보건위원회 존재 여부 측면에서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불리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 정보 및 안전 소통 창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혼합형 산업(남성 17.7%, 여성 11.2%),
남성 집약 산업(남성 24.5%, 여성 14.7%)에서 일을 할 때 일과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 제공 받음 정도 중 ‘매우 잘 받고 있음’ 비율이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실태조사 안전 인식 및 태도 관련 주요 분석 결과
▶ 일 관련 안전의식 수준은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 인식 수준이 높은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3.26으로 낮음과 높음의 중간인 ‘보통’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조합이 부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작업장에서의 도구가 여성근로자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중 14.8%가 부적합하고 응답함. 작업장에서의 도구가 여성 근로자가
사용하기에 부적합으로 인하여 사고 경험 비율은 4.7%로 나타남.
▶ 임신 여성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수칙 또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 실시 여부를 살펴 보면
그러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83.3%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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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그룹 인터뷰 주요 분석 결과
▶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낙상과 미끄러짐임.
▶ 화상도 자주 경험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인데, 제조업은 납땜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작업 도구로
인해, 학교급식종사자는 음식하면서 다루는 뜨거운 물이나 기름 등에 의해 잦은 화상 사고를
경험함.
▶ 여성노동자들은 매우 큰 중량물을 옮기지는 않지만, 식판이나 1리터 주사용액 같은 작은
물품들을 여러 개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함.
▶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허리, 무릎, 팔, 다리 등의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다양한
부위의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함. 이러한 증상들은 일을 하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을 괴롭혀, 노동자들은 이를 골병, 고질병이라고 표현함.
▶ 여성노동자들은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두려움을 호소함. 제조업
종사자는 전자제품의 불순물을 닦을 때 사용하는 유기용제, 병원종사자는 간호사나
청소노동자 등 직종에 따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항암제, 항생제 등 다양한 의약품과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들, 급식종사자들은 식기를 세척하거나 조리실 내부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들의 유해함을 토로함.
▶ 병원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감염성 환자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청소노동자의 경우 그 환자가 어떤 감염성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청소를 하면서 에이즈환자의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함.
▶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그 고객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환자이거나 그 가족인 경우 고객이 부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로 인해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함.

3. 정책제언
<표 3> 작업장에서의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개선방안
주체

정부

내용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규정과 정책 마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기반한 안전 평가, 위험 예방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한 포괄적 규정
*안전관리위원회에 성별 비율 포함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라인 및 안전교육 수행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신체에 적합한 보호장비 구축 및 제공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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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한 안전 평가 및 위험 예방
*성인지적 관점의 안전교육 시행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안전건강 관련 운영위원회 구성
*안전관리자의 성별
*작업장 내 안전 평가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와 행동범위를 고려한 보호 장비 혹은 안전 장비 구비
*남성과 여성을 고려한 심리적 지원체계 마련

고용주

전문가 및 연구자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조사 연구 및 가이드라인 제시
*여성중심 산업에서의 여성의 안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진행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진행
*남성 중심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진행
*남성과 여성 근로자들의 신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축적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는 작업장 안과 밖의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침([그림 1] 참조).
이러한 것들에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심리적 작업조건, 고용 관계·경영방침 등의 작업조직,
산업안전보건체계, 직업 외의 생활과 사회정책 등이 포함됨(EUOSHA, 2003).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에서 젠더에 의한 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하고자할 때에는 이 요인들 중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그림 1]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성 차이의 영향

성(gender)과 산업안전보건

사회경제적

작업 조직

직업외적

작업 조건

개인적

산업안전보건체계

산업
안전보건결과

일반
건강

변화하는 노동 환경

산업 관계, 사회정책, 법률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재정비
▶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받거나 간과 되지
않도록 법령안에 성별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별로 남녀 차이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과
보호 장비를 갖출 때는 성별 신체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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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노동자 참여 보장
▶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각 사업장
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정 시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노동자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현장에서 작동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현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교육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서류에 서명만
하는 허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노동자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매우 취약한
실정임.
여성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강화
▶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과 가정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강화
젠더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위험성 평가
▶ 여성의 작업환경은 남성보다 덜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그간 많은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젠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작업위험요인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에 따라 여성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방안
▶ 시행규칙 제25조의2: 사업장 성별 근로자 분포 비례 고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제13조 3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 10조 관리감독자
업무 추가: 성별 근로자 특성(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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