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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젠더란 무엇인가요? 

개발협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젠더(gender)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으로 부여받은 성

(sex)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여성과 남성으로 태어났지

만 살면서 사회문화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으

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알 수 있는 예로는 한국 산모들

이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되면 여아의 경우 분홍색 옷을 준비하고

남아들에게는 파란색의 옷을 준비하는 행동 등이 해당됩니다. ‘성

별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남아와 여아가 색깔로 구분될 필요는 없

어!’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흰색을 준비하거나 분홍색 또는 파란색

이 아닌 색을 준비하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여성과 남성의 몸

자체가 아니라, 그 몸에 부착된 사회적 성역할과 성별 차이를 드

러내기 위해 젠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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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젠더의 개념이 개발협력에서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더 이상

‘성차별’을 여성이 여성의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sex), 여성의 몸에 부여된 사회적 성역할, 

기대, 한계, 문화, 정치 등에서 기인1한다고 보기 때문(gender)입니다. 네팔에서 생리기간만 되면 여성 · 

여아를 ‘불결하다’는 이유로 가축 우리에 쫓아내어 가축에게 공격당해 사망하거나,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서 성인 여성들과 여아들을 교육시키기보다는 결혼을 잘 시키기 위해 성기를 절제하고 20 대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을 시키는 일들은 여성이 가진 몸의 역할과 관계없이 ‘여성 · 여아’에 대한 국가

혹은 공동체 사회의 판단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의 판단은 변할 필요가

있고, 그 변화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고통받아온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지요.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평등을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로 보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성(性)대결 인식은 자칫 `남성이 누리던

것을 뺏어서 여성에게 주라는 말이냐`는 식의 제로섬으로 연결되기 쉽다. 하지만 젠더 접근법은 인권

의식이 핵심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성별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귀족과 천민, 주

인과 노비 같은 신분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듯이 성평등은 모든 국가,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할 보편타당한 원칙이다. 개발도상국 중에는 생리중인 여성을 가축 우리에 집어넣거나 여자아이는 아

예 학교를 보내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기본 인권조차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의 인권이 보장되더라도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고 성평등은 저절로 개선되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 참

여, 역량 강화, 정계 진출 등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권장해야 정착된다.2

조금 더 이해가 되었나요? 하나 더 강조할 것은 성평등 달성이라는 것이 비단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경제개발과도 반드시 함께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3년간 한국에서

폭풍처럼 몰려들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은 한국처럼 눈부신 경제 · 사회 발전을 이루었던 국가들마저

도 오랫동안 소외시켜온 중요한 인권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왜일까요? 사회의 변화, 가장 근본적이

면서도 오래된 역사 속에서의 성불평등 - 특히 한국에서는 가부장제와 성고정관념(gender stereotype)

으로 일컬어지며 폭력의 종류 중에서도 형량조차 가장 가볍게 다뤄져 온 성희롱·성폭력 문제 등 - 은 계

속적으로 수면아래 잠겨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실 우리의, 혹은 개발협력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민감한 젠더감수성을 가지고

같은 사실을 다르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를 포함한 조사단이 함

께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러 현장으로 다녀왔다고 생각해볼까요? 어떤 중년 남성분께서 함께 조사에 참가

한 모두에게 한 명씩 돌아가며 소리를 높이며 말합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학력도 낮은 게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켜?”. “계속 시킬거면 난 무보수로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갈테니 시키지마”. 공교롭게도

                                        

1 김양희(2018), ‘개발협력이슈(젠더)와 해외봉사활동’, [해외봉사단원과 성인지], KOICA

2 성평등은 인권문제, 이미경(매경춘추,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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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을 제외하고 함께 나온 한국과 현장조사단 모두가 이분보다 어린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과연 사업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또한 함께 조사를 나온 자신보다 어린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자네

는 본인 회사 부장과 (이성적으로) 잘 어울리겠어. 자네는 성격이 세고, 그 부장은 성격이 좀 내성적이니

까, 하하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소위 아재개그인가요? 이분과 함께 조사를 나간 분이 이분보다 나이

가 많고 직급 높은 미혼 남성분이었다면 과연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화는 모두 사

실에 기반하며, 특히 상황이 한국보다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에 관여하면서 더욱 빈번히 일어나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나의 태도로 사업

과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젠더감수성입니다. 

이러한 젠더감수성의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만의 문제도, 공여국만의 문제도, 

혹은 국제 NGO 나 유엔 기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유엔 기구 내에서, 그리고 개발 NGO 내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 성착취 · 성희롱 문제 3 에 대해서도 근래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현장이라는 곳에 발을 붙이게 되면 언제나 들리는 단어가 바로

성평등(gender equality)의 문제이며 1) 나는 성평등한 행동과 인식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2)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이며

의무입니다. 

그런데 젠더는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챕터는 대표적인 성평등 관련 단어

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풀어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평등(Gender equality)                                                  

태어나면서 부여된 성으로 차별받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모두의 노력이에요.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                                               

관심을 가지고 달리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성차별적 요소를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만나는 모든 사업수행자들은 다 남성일

까?’ ‘왜 마을주민들은 성별이 다양한데 여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할까?’

성별분리통계(Sex segregated statistics)                                       

남자와 여자를 따로 세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고요? 어떤 지역은 마을에 여성 수혜자가 너무나 저조하

다면요? 어떤 사업에서 여성들은 많은 직업기술 교과목 중 재봉기술만 가르치고 있다면요? 이러한 부

분들을 확인하고, 보다 더 성평등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예요. 

                                        

3 OECD(2019) DAC Recommendation on Ending Sexual OECD Legal Instruments Exploitation, Abuse, and Harass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Key Pillars of Prevention an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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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여전히 낯선 ‘젠더’, 

그동안 개발협력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왔나요?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젠더(gender)와 성(sex)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1968년 로버트 스톨러(Robert Stoller)라는 심리학자가 구분한 것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차별

받아 온 것에 대한 비판, 성평등을 위한 행동은 그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잉글랜드의 작가인 매리 울스톤

크래프트는 1792년에 <여성의 권리옹호>를 발표했고, 그 후 200여 년간 여성들은 성평등 관점에서의 동

등한 법적 권리, 참정권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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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성평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948년 UN의 <보편적 인권선언>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만민은 사회적 안전, 즉 노동, 보건, 교육, 시민권뿐만 아니라, 개인적 안전, 노예, 고문, 이동과 언

론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인권이 있다. 이러한 인권들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혹은 여타 지위를 막론

하고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

자!’라고 했다고 해서 그간의 인식과 제도가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성들을 경제개발과

정에서 소외시키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시킨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WID와 GAD 관점4

WID(Women in Development)는 여성과 개발의 연관성을 보는 관점으로 여성이 어떻게 개발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춘 접근입니다. 하지만 여성을 개발자원으로만 인식하고 주변 이슈와는 별

개의 것으로 인식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GAD(Gender and Development)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개발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로 보는

관점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더 가깝습니다. 젠더와 주변 이슈(사회적, 정책적, 경제적 등)의 연계성, 

성역할에 대한 고민을 더한 총체적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WID 접근은 소득이 없던 여성의 수익창출을 돕는 정도였다면, GAD 접근은 단순히 여성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여성이 자신의 수익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구조적

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때로 가부장적 구조에서는 남성만이 수익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것만으로는 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1975년에는 UN에서 제1회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추진할 여성개발전략으로 ‘개발에 여성통합(Women in Development, WID)’ 접근을 채택했습니다. 이후에

도 1985년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WID의 한계를 뛰어넘는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GAD)’ 접근을 채택했습니다. GAD는 단순히 개발에 여성을 포함시키자는 것(WID)을 넘어 국가, 경제, 사

회, 문화, 가족구조, 사적 관계의 젠더 권력관계를 해소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궁극적인 성평등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입니다. 당시 회의

에서는 ‘베이징행동강령’을 채택했는데, 여성이나 성평등에만 특화된 정책의 범위를 넓혀 모든 주류 분야

의 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자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

략이라고 합니다. 이후 모든 국가는 성 주류화 방법론에 입각해 정책과 제도를 개발해야 하는 책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5

                                        

4 Shahrashoub Razavi, Carol Miller, 'From WID to GAD: Conceptual Shifts in the Women and Development Discourse', 

UNRISD(1995)

5 ‘개발협력사업 젠더실무역량강화교육’, DAK 개발협력연대 젠더분과위원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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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류화에 대한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정의를 말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정책과 프로그

램을 입안, 시행, 모니터링, 평가하는데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필수적인 차원으로 하여 여성과 남

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6 이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는 국가마다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었고, 한국 역시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조직으로

시작해 교육 프로그램, 통계, 지표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모든 ODA 목표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성주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주민 회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주민 자

문단으로 활용하는 등 방식을 통해 꼭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에도 수혜

대상으로서의 여성만이 아닌 개발과정의 참여자로서의 여성과 함께하는 것이죠.

2000년에는 새로운 국제적 전략들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9월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새천년개

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이뤄야

할 8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3번 목표는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는 10월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1325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코소보와

르완다에서 일어난 대규모 젠더폭력이 계기가 됐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여성을 젠더폭력의 피해 객체로

보고 보호하는 것만이 아닌, 분쟁 예방·평화 유지의 해결 주체로서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국도 2014년 1325결의안 관련 국가행동계획

을 수립한 후 UN에 보고했습니다.7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성평등에 대

한 논의는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실제로 MDGs에서 목표로 했던 ‘양성

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5번 목표

‘성평등(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8’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여성 · 여아의 기초교육 달

성과 산모건강을 위한 노력은 이뤄졌으나, 여성의 중 · 고

등교육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여

성의 배제나 차별이 지속 중이기 때문입니다. MDGs는 과

거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성차별의 구조적 문제에 소홀했다

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과 1994년 ‘국제인구개

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 1995년 ‘베이징행동강령’

                                        

6 ‘젠더기반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신혜수(UN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2017

7 권인숙, [권인숙 칼럼] 1325를 아시나요?, 한겨레, 2017.4.4.

8 ODA KOREA, 국제사회 논의 SDGs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01/L01_S05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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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Platform for Action, BPfA)의 내용이 MDGs에서는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것이죠. SDGs에서는

바로 이러한 여성 대상의 개별적 서비스 지원과 기회 제공에 멈췄던 과거를 넘어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

(기업, 가정, 지역 공동체 등)에도 활발히 여성이 참여하거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적·제도적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SDGs에서는 독자목표인 5번 외에도 다른 10개 목표에 성별분리지표를 적용

하여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크로스커팅 이슈로 다룸으로써 성주류화를 담아냈죠. 이를 통해 SDGs는 보다

젠더 변혁적(transformative) 접근을 담아냈다고 보고 있습니다.9

그렇다면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9 김태완, 이주미,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 전략과 주요 내용: 빈곤 및 불평등을 중심으로’, 2016 /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 내 성평등 독자 목표 국내이행을 위한 지표 연구(2018, 장은하, 문유경, 조혜승, 김정수,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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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한국 개발협력에서

젠더는 어떻게 발전해왔을까요?

지금까지 세계 개발협력 역사 속에서 젠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개발

협력 분야에서는 젠더가 어떻게 발전해왔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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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젠더에 대한 고민은 한국이 2008년 OECD DAC 원조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의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회의

참여를 위해 비행기를 전세냈던 일화, 국제개발기본법 3조에 ‘성평등’ 단어를 포함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실시한 수많은 옹호활동 등 노력이 있었고, 2000년 MDGs가 등장하면서 성평등 달성목표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에 젠더를 적용할만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한국에 OECD 원

조공여국으로서의 의무가 더해지면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는 KOICA를 빼놓고 젠더와 개발의 발전을 논할 수는 없겠죠. KOICA가 무조건

잘했다는 관점보다는 2009년부터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KOICA

의 노력으로는 2009년 12월 이사장 직속 성인지담당관 직제를 설립하여 2019년 현재 29개실에서 29명

의 성인지 담당관을 지정, 성인지의 중요성을 기관과 사업측면에서 단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습니다. 또한, 2011년 사업에서의 성인지적인 관점과 분석을 포함한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

며 2010년부터는 젠더 전문관을 채용하여 대내외 성평등 달성 확산 및 자문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성평등 취약계층 전문위원회 1기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19년 11월 아주 최근에는 성평

등 전문위원회로 독립하여 2기 위원들은 자문, 사업조사, 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KOICA는 한국에서도 성평등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언급되기도 하였습

니다. 

물론 KOICA만 개발협력의 기관과 사업차원에서 노력을 해온 것은 아니며,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 방면으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어떠한 기관들이 개발과 성평등 달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

는지 확인 가능하며, 때로는 각자,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 기관들이 대내외로 협업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

습니다.

두런두런:2014 가이드북 KOICA성평등 사업연구 KOICA 사업적용 가이드라인 KOICA 성주류화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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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여성 특화 사업에

어떻게 남성을 참여시키나요?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여성의 특별한 수요(needs) 대응을 위해 여성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Women)와 성별 구분 없이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반 프로젝트에

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젠더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일환으로 성평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와 같은 여성 특화 사업에서 남성을 제외하거나 소외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는 목적한 바를 효과적으로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으로 하여금 더 큰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0 ‘KOICA 사업의 성주류화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10, 허라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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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은 스스로 경제적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이를 위한 훈련 시

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아도 자신의 제한적인 활동 범위로 인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은 여성들에게 자율권을 허락하는 주체인 시

어머니와 남편의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로 인해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

정 내에서 의사결정권이 없는 여성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돈을 벌게 되어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

이 번 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 지위나 기존의 사회 규범은 그대로인데 여성만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기존 규범에 도전하게 되면 남성과의 인식 차이로 인해 저항에 부딪혀 가정 폭력을 경험하기도 합

니다. 

이렇듯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성인 여성과 여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업 기획

시에 이해관계자들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어떤 그룹의 남성을 어느 범위까

지 사업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맥락에 따른 전략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성인 남성 및 남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맨박스(The Men Box)에 갇혀 있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

인 기존의 남성상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 남성상(Positive Masculinities)을 활용하는데, 이는 젠더기반

폭력 대응11 및 모자보건12 사업내에서 효과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이미 가치관이 확립되어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보다는 남성 자조 그룹을 안에서 토론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남아의 경우, 

교내 영향력 있는 남아를 젠더 챔피언(Gender Champion)으로 선정하여 그의 행동을 보고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압박(Peer 

Pressure)으로 인해 긍정적인 남성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Working with Men and Boys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USAID  (2015)

12 ‘Male involvement in maternal health: perspectives of opinion leaders’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2018, Raymond 

A. Aborigo et al)

13 https://www.youtube.com/watch?v=Bq3OL6hOlMo (2019.12.10)

맨박스 (The Men Box)13

다양한 문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선입견으로, 남성은 강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유로운 감정표현을 지양하여 청소년기 남자아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아도 또래 집단에서 소속되기 위해 왜곡된 남성성과 성 인식을 학습하게 되는

원인이 맨박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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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남성상을 활용해서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 프로몬도

(Promundo)의 멘케어(Men Care) 16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프로몬도는 남성과 남아에게 긍정적인 남성상을 제시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평등 달성과

젠더기반폭력 근절에 앞장서는 국제 NGO입니다. 남성의 참여를 통해 왜곡된 성인식과 불평등한 권력 관

계를 바꾸는 것이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믿음에 따라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45개국에

서 약 천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과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몬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멘케어는 여성과 아동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자인 남

성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춰 비폭력적인 양육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지향합니다. 매스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파를 많이 활용하는데, 보통 폭력,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및 지역사회의 왜곡된

성 인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남성상 혹은 아버지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보는 이들이 기존 성 인식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

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 전파하도록 독려합

니다. 

멘케어는 지역사회 및 국가 레벨에서도 정책 변화를 통해 육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모자보건 및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남성의 참여가 늘어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및 세계인구기금(UNFPA)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멘케

어 프로그램과 같은 남성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가 모자

                                        

14 https://www.rutgers.international/what-we-do/positive-masculinities (2019.12.11)

15 https://wcd.nic.in/sites/default/files/Guideline%20Gender%20Champiam%20final.pdf (2019.12.11)

16 https://promundoglobal.org/programs/mencare/ (2019.12.15)

긍정적 남성상(Positive Masculinities)14

기존에 전쟁 및 가부장제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남성상으로 폭력에 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에 대해 여성과 함께 대응하고, 가사 노동도 함께 분

담하는 새로운 남성상입니다.

젠더 챔피언(Gender Champion)15

학교 기반 사업에서 교내 모범이 되는 남/여아를 선정하여 교육한 후, 이들이 교내에서 기존의 성고정

관념 및 성역할을 변화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독려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레 영

향을 받으며 새로운 성규범을 만들어가는데 자연스레 동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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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향상 및 에이즈 예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또한 멘케어 프로그램은 성

인 남성들이 자신의 성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자기 아들에게도 긍정적인 남성상을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접근법이 아니더라도 남아를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경위생관리(Menstrual Hygiene Management, MHM)프로젝트에서 여아와 함께 남아에게

도 월경에 대해 가르치고 함께 생리대 만들기 수업에 참여시키면 남아는 월경 뿐만 아니라 여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되어 이로 인해 교내에서 생리로 인한 놀림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젠더는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에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만큼 주요 이해관계자인 남성의 인식 변화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을 주요 대상으

로 진행하는 여성 특화 사업에서도 남성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의 수

요(needs)에 부합하기 위한 여성 특화 사업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여성 집단 안에서도 나이, 장애 여부, 인종 및 빈곤의 정도에 따라 취약성이 다

른데, 이를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고 합니다. 교차성으로 인해 여성 집단이 동일한 프로젝트에 참

여하더라도 나이, 장애 여부, 인종 및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가 다를 수 있고, 사업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획부터 실행 및 모니터링/평가의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염두에 두는 것

이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한 참여와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교차성(Intersectionality)

여성의 취약성이 나이, 장애 여부, 인종 및 빈곤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개념으로, 백인 여성의 목소리

만이 반영된 기존의 페미니즘이 여성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블랙

페미니즘(black feminism)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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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나요? 

개발협력분야에서 ‘Do No Harm’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으로써, 타인에

대한 선한 의도가 국제개발분야의 주요한 출발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설계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사업이 종결되는 예는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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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시아 국가에서 실행된 이동전화 보급 사업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 증가와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활동이 함께 수행되지 않은 채 이동전화

보급 활동만이 진행되었고, 여성들이 집 안에서만 이동전화를 사용하게 되어 사회 참여 증가는 이루어지

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전화를 이용하여 외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동권을 더욱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17

이와 같이 공을 들여 계획한 사업이 젠더적으로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착수 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업 조사를 진행하고,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단체의 전략, 국가의 개발정책, 지역공동체의 이해, 문화적 차이, 빈곤률, SDGs 등 사

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매우 많지만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분석(Gender analysis)입니다. 

성분석은 성별에 따른 역할과 활동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자원에 대한 접근과 권

력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성분석의 범위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 내 젠더 관련 규범과 인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성인여성과 성인

남성, 여아와 남아가 각각 어떤 노동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자원에 접근하고 소유할 수 있는지, 사회

내 역할과 지위 및 책임은 무엇인지 등의 분석을 통해 사회 내 젠더 규범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

족, 문화, 나이, 사회적 지위, 성적 지향 요소 등을 포함하여 성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양적인 자료 외에

도 질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성분석을 위해서는 성별 분리 통계를 활용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별 분리 통계’ 란 성별

통계, 성별 구분 통계의 의미로 남녀를 구분한 통계를 말합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남녀의 실제 상황에 대

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불평등한 상황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성평등기본법(구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제정) 제17조 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

련 기관에 보급해야 합니다. 

성별분리 통계 외에도 성분석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KOICA가 발간한 ‘코이카 성주류

화 사업적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참고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Gender Development Index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 Gender Data Portal (출처: World Bank)

∙ Global Gender Gap Index (2017) (출처: World Economic Forum)

                                        

17 'The Gender integration Continuum training session user's guide'  11쪽 . Interagency Gender Working Group(IGWG)



21

∙ 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출처: OECD DAC)

∙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출처: OECD)

그렇다면 성분석을 계획할 때, 사업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18

∙ 자료 조사(인터뷰, 문헌 등) 시 답변 및 정보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수집한다.

∙ 성분석 관련 기존에 조사된 자료(NGO, 정부 등)를 최대한 참고한다. 

∙ 성분석의 수행목적과 그 결과 사용계획을 분명하게 수립해야 한다. 

∙ 필요한 정보에 따라 자료수집 방법 및 질문내용을 달리 해야 한다. 

∙ 자료 수집가(연구자)의 젠더 관점에 따라 성분석 결과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자료 수집가의 착수보

고서(inception report)를 사전에 검토하여 연구목적의 이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 자료 수집 시 종교, 계층, 민족 등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성인여성, 성인남성, 여

아, 남아를 포함하여 젠더 관점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해야 한다. 

∙ 젠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 ‘그룹’이라는 용어는 각 그룹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 질문의 의미를 모든 참여자가 동일하게 이해해야 하며, 질문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 성별분리통계 외에도 질적인 자료(규범, 법, 태도)를 통해 미시적인 관점의 정보부터 거시적

관점의 정보까지 통합하여 분석해야 한다.

그럼 국제개발의 각 사업 분야별로 성분석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살펴볼까요?19

○ 공통 질문

∙ 누가 무엇을 하는가? (예: 젠더 역할)

∙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예: 자원 접근성_교육, 정보, 재산 등)

∙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예: 관계, 힘의 균형 정도)

∙ 어떤 여아들/남아들인가? (예: 여아, 남아 그룹 내에서도 더 취약한 계층, 힘의 균형 정도를 고려해야 함)

                                        

18 Gender Tool box 'Gender Analysis-Principle and Elements / March 2015'. Sida

19 Engendering transformational change-Save the Children Gender Equality Program Guidance and Toolkit 

2014, 147-176쪽. Save the Children



22

○ 교육 분야

∙ 여아와 남아가 동등하게 교육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가?

∙ 여아와 남아의 학교 등록률과 학업 성취율이 어떻게 다른가? 주요요인은?

∙ 부모와 지역사회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 보건 분야

∙ 신생아의 성별비율과 신생아 중 사망자의성별 비율은?

∙ 특정성에 가해지는 젠더기반폭력(관습 등)이 특정 성별의 사망률에 영향을 끼치는가?

∙ 태아의 성별에 따라 낙태가 다르게 행해지고 있는가? 

○ 경제개발

∙ 여성과 남성에게 소득증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가? 그 이유는? 

∙ 여성과 남성 중 누가 농산물과 가축을 관리하는가? 그 이유는?

∙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 아동보호

∙ 성폭력 발생 시 성인여성, 성인남성, 여아, 남아 모두가 기초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 강간 발생 시 호송체계, 안전한 주거지 제공, 심리사회적 지원 등이 이용 가능한가? 남아와

여아에게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이와 같이 사업 분야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성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물이 됩니다. 성분석 이후, 

어떻게 성평등한 관점을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다음 챕터를 통해 더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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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어떻게 성평등한 관점을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국제개발협력에서 성평등한 관점을 사업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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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기존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여 기존의 사업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구성해볼 수 있습니

다.20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열악한 A지역을 위해 우리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담당자가 젠더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A지역의 혼잡한 버스 안에서 여성이 빈

번하게 성폭력, 성추행에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젠더는 개별적인

이슈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관습’으로만 알던 것을 문제 삼으며 대

중교통 내 성폭력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에 접근

할 때 어떤 관점을 갖는가는 그 문제에 대한 이해나 해결방식에 다른 접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평등한 관점에 기반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1) 사업 수행 지역의 성불평등 구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있는가 (여성의 공적 참여, 성역할, 종교적

문화적 규범, 경제적 상황, 교육 등); 

2) 젠더 관점을 가진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3) 사업이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고 여성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가; 

4) 사업의 성과 단계에서 사업의 성과가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는가, 사업의 성과가 개인, 지역, 사

회에 사회·경제적 성평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젠더 변혁적 접근 방식(Gender Transformative Approaches)*의 사업을 도모하는 것입니

다.21 사회학에서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며 개인과 환경 둘 다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국제개

발협력사업도 이러한 생태학적 모델에 비추어 사업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혜자인 개인뿐

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

니다. 젠더 관점에서 직접 수혜자를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평등 요소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대응할 해결안이 필요합니다.

*사회 생태학적 모델(Social Ecological Model)에 입각한 사업은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의 증상만을 완

화시키는 것이 아닌,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불평등한 성 규

범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젠더 변혁적 접근 방식(Gender 

Transformative Approaches)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1

                                        

20 “젠더는 개발이슈다(2): 개도국의 다양한 여성운동 사례 소개”, 이명선(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강의록(pg. 

30-47), DAK 젠더분과위원회 발간 내용 일부분 참조. 

21 Making Gender Equality a Reality: Theory of Change and Practical Actions For Our Programmes, Save the Children에서

내용 일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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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주요 분야별(교육, 보건, 소득증대, 아동보호)로 성평등한 관점을 적용할 때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

이 계획될 수 있는지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세부 활동은 이해관계자별로 젠더 분석이 이루어

진 후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활동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참고할 점은 아래 예시는 성주류화22 전략이 점진적으로 정책시스템까지 도달하여 전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실현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모델화한 것입니다. 개발협력 현장의 실무자들이 각 차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변화를 가로 막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일정기

간 수행하는 사업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제시된 성주류화 모

델이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도 없이 동시에 실현될 수 없으니, 각 사업이 처한 현지사정을 이해하고 사

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2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의 모든 수준에서 성별이해와 경험을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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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별

성주류화

활동 예시

다양한 수혜자별 대상 세부 활동 예시

개인 변화
가족 변화

(관계)

지역사회 변화

(조직)
사회 변화

[보건]

피임 관련 활동이

포함된 가족

계획 사업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피임도구의 접근을 보장하며, 

피임도구를 구매 및 사용하는데

있어 여성의 자율성과 주체성

향상을 돕기 위한 재생산권23에

대한 인지 제고 활동

§여성의 성적 동의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주로 남성)를 대상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SRHR: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24)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

§여성의 생식권리, 여성의

가족규모에 대한 결정권 등을

지지할 수 있는 마을 주민 대상의

인식개선 캠페인 및 워크숍 진행

§해당국 보건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피임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옹호 캠페인 실시

[교육]

여아의 교육

접근성 향상 사업

§학교 내 존재하고 있는 아동그룹

(또는 학생회)을 활용하여

학업중단의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한 그룹 토론을 실시

§여아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아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인식제고 활동 지원 (예: 각

지역사회마다 어머니클럽, 

§사업 대상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

자조그룹이 주도하여 아동(특히

여아)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학교 안팎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학교 교직원, 지역교육부 공무원

대상으로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젠더 기반 폭력의

발생위험을 인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함

                                        

23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는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자녀를 가질 시기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해당 선택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나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기반으로 두고 있음 (출처: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18). 

24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World Conference on Women) 행동강령에 명시된 이래, 성관계의 여부, 시기와 파트너, 임신‧출산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에 대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에의 접근권, 건강권 등의 포괄적 권리가 국제사회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 SRHR) 개념으로 정립됐으며, 세계 각

국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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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별

성주류화

활동 예시

다양한 수혜자별 대상 세부 활동 예시

개인 변화
가족 변화

(관계)

지역사회 변화

(조직)
사회 변화

[교육]

여아의 교육

접근성 향상 사업

§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 주제의 연극을 아동들이 직접

준비 하고 또래 친구들에게 시현

아버지클럽을 활성화하고

그룹구성원 대상으로 성 평등

교육을 제공)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액션 플랜을 수립25

[소득증대사업]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다양한(전통적인 성 역할에 구애

받지 않은) 직업 탐색을 위해

진로 상담 제공

§여성청소년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 가사일 등을

부모/양육자 혹은 남자 형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여성

직업인을 롤모델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실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원칙26(Child Rights and 

Business)을 현지 기업, 소상공인, 

고용청 등과 공동으로 수립 및 이행

[아동보호]

젠더 기반 폭력

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

§사업 대상 지역아동클럽을 형성하여

남아, 여아 모두에게 성 차별적인

규범, 가치 등에 대해 교육하고, 

특히 남아가 앞장서서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는데 참여하도록

아동클럽 활동을 지원.

§아동이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부모 및 양육자가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 등을 활용한

가이드라인을 배포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 메커니즘

또는 신고체계(hotline 및

대응절차)에 대한 옹호 캠페인 및

인지 제고 활동을 지원

§지역 경찰 및 행정부를 대상으로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 초반부터

지원을 요청

                                        

25 특히 여아는 학교에 등록을 하였어도 교내 폭력과 성폭행, 조기임신, 부족하고 부적절한 위생시설 등 안전 및 보호 문제로 인해 학교 중도 이탈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26 고용주가 아동과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른 행동을 정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아동을 상대로 하는 폭력, 착취 및 학대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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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보건]

§ Empowering Women and Girls to Improve Nutrition: Building a Sisterhood of Success; 

Scaling Up Nutrition 

https://scalingupnutrition.org/wp-content/uploads/2016/05/IN-PRACTICE-BRIEF-6-

EMPOWERING-WOMEN-AND-GIRLS-TO-IMPROVE-NUTITION-BUILDING-A-

SISTERHOOD-OF-SUCCESS.pdf  

§ Engaging Men and Boys: A Brief Summary of UNFPA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January 2013

https://www.unfpa.org/resources/engaging-men-and-boys-brief-summary-unfpa-

experience-and-lessons-learned

[사회경제개발]

§ Improving Gender Equality in Youth Livelihoods; USAID IYF, Field Notes, Volume 5, No. 

19, June 2012 

https://www.iyfnet.org/sites/default/files/FieldNotesGenderEquality.pdf

[교육]

§ Gender and Education, UNICEF Case Studies 2013 

https://www.unicef.org/gender/gender_70478.html 

[아동보호]

§ Case studies on UNICEF programming in Child Protection 2013 (Girl-Friendly Spaces in 

Kivu, DRC, Page 9) 

https://www.unicef.org/protection/files/CP_Case_Studies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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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모니터링과 평가도 어려운데, 

성과관리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업 기획 이전부터 많은 고민을 하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젠더개발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젠더에 대한 담

론과 의미에 대한 이해, 젠더 분석, 사업국에 대한 이해, 수요 조

사 등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요소를 바탕에 두고 기획을 하였다

면 사업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리와 정리가 필요하

고,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교훈과 학습되는 부분들로 더 나은, 좋

은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관리하는 전체를 성과관리라고 해요.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평가

는 같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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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 진행에 있어 모니터링과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젠더 사업 기획도 어려

운 우리가 지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니터링

사업이 계획한 바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에 어려움은 없는지, 예산은 계획한대로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한 바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은 없는지, 이해관계자들과 수혜자들은

우리의 사업에 잘 협력하고 있는지 등등 사업의 진행을 살펴보는 모니터링 단계는 사업의 결과를 살펴보

는 평가 단계만큼 중요해요. 사업의 결과가 늘 긍정적일 수는 없는데, 만약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해도 모

니터링 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추후에 다른 사업이나 다음 단

계의 사업에 적용하여 조금 더 성장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평가 (feat. 지표란 무엇이고,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예상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요. 평가는 사업 계획시 세웠던 목표가 달성

되었는지, 목표 달성을 통해 사업은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후원자에 대한 책무성과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했는지 검증할 수 있어요. 이처럼 사업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목표 혹은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 대비 어떠한 부분이 변화되었는지 혹은 기분 대비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보기 위한 방법들을

지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참여한 여성의 수, 교육 횟수, 전체 인

원 중 초등학교 졸업한 여성의 비율, 남/여별 젠더 불균형 인식도 등이 사업 활동이 몇 명에게 제공되었

는지, 몇 회가 제공되었는지, 계획(목표) 대비 덜 수행되거나 더 수행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으

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인식도 측정을 위해 교육 전/후에 동일한 항목으로 테스트를 하여

교육 전/후에 수혜자가 교육 내용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부록1. 사전/후 테스트 참

고) 사업 활동에 참여한 수혜자들을 모아서 초점그룹토론 혹은 인터뷰(Focus Group Discussion, 

FGD/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수혜자들이 사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변화, 제언,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준비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 사업 활동이 수혜자들에게 미친 영

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MDGs 8개 목표를 설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빈곤퇴치

를 위해 함께 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MDGs에 이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SDGs를 위해 전 세계가

달성해야하는 목표가 총 17개로 정해졌고 그 중 젠더 평등에 대한 내용이 5번 목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범분야이슈인 젠더는 그 외 교육, 빈곤, 경제 등 다른 목표에도 조금씩 적용되어 있어요. SDGs 5번 목표

에 포함되어 있는 목표와 지표를 활용하여 젠더 사업의 평가 방법을 마련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아

래의 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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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젠더 불평등은 단순한 기회 여부의

문제가 아닌 관습과 조직문화, 종교, 인식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한 가지의 요소를 해결하거나 제거한다고 해도 다른 요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젠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SDGs 5

번 목표의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제공하는 활동에 대해 횟수, 개수 등의 단순한 활동의 결과

를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실시했을 때, 여성 참가자 수가 몇 명인지, 여성 참가자 졸업

자가 몇 명인지 등등은 우리가 보다 쉽게 산출할 수 있는 성과이지요. 하지만 여성 참가자가 목표한 숫자

만큼 출석하는 것이 여성이 100%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기회에 있어서 여성의 참

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어떠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성의 문해 교육 100% 참여도는 앞서 말한 생태학적 접근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젠더 관련 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어떠한 지표를 활용

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간단한 사업의 예시와 지표를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제시된 자료

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으니 더욱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고 좋은 사업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5(SDGs 5)

목표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5.1.1
성에 근거한 비차별과 평등을 촉진 및 강화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

어있는지에 대한 여부

5.2
인신매매와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

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5.2.1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 배우자 혹은 남자친구에 의해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폭력을 당한 15세 이상의 여성의 비율 – 폭력의 종류 및 나이에 따른 구분

5.2.2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 또는 남자친구가 아닌 사람에게 성폭력을 경험한 15세 이상의

여성의 비율 – 나이 및 장소 구분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할례 등 모든 유해한 관행을 없앤다. 

5.3.1
20세에서 24세 여성 중에서 15세와 18세 이전에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여성의

비율

5.3.2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과 소녀 중에 여성할례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 – 장소 구분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

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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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가사 노동 및 양육에 쓰는 시간에 대한 비율 – 성별, 나이 및 장소 구분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

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5.5.1 국회와 지방 정부에서 여성의 비율

5.5.2 매니저 자리에 있는 여성의 비율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과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및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 및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

한다.

5.6.1
성관계, 피임 및 성재생산 건강관리에 대해 자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과 소녀의 비율

5.6.2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재생산보건 서비스, 정보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의 수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유산·천연

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5.a.1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에 경작지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성별 비율

5.a.2 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통제가 법적으로 규정된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자력화를 증진시키는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5.b.1 개인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 성별 구분

5.c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가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태책하고 강화한다.

5.c.1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국가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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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관련 전체 목표에 대한 성별분석에 대한 자료의 경우, 부록 2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분야별 성주류화 활동

예시

다양한 수혜자별 대상 세부 활동 예시

개인 대상 가족 대상 지역사회 대상 사회대상

[보건]

피임 관련 활동이 포함된

가족 계획 사업

§ 피임 활동에 대한 교육 유무

§ 피임약 및 시술에 대한

인지도

§ 가족계획 활동에 대한 인지도

§ 남녀 구분된 화장실 비율

§ 가족 내 가족계획 수립 여부

§ 가족 내 가족계획 인지도

§ 피임 활동에 대한 문화적

인지도

§ 보건부 가족계획 사업 실시

여부

§ 보건부 가족계획 캠페인 진행

여부

§ 보건부 가족계획 관련 지원

여부

[교육]

여아의 교육 접근성 향상

사업

§ 여아와 남아 초등학교 출석률

§ 여아와 남아 초등학교 중퇴율

§ 여아 교육에 대한 부모(%)

§ 18 세 이하 여아의 조혼을

선택하지 않은 부모(%)

§ 20 세 이전에 딸이 첫 출산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의(%)

§ 여아 학교 출석 관련 장애물

여부(성폭력, 지역 문화 등)

§ 여아 교내 폭력 경험 비율(%)

§ 학교 내 남녀 분리 화장실

비율(%)

§ 여아 통학 시 안전 비율(%)

§ 학교 교직원 성평등 인지도

§ 지역 교육부 성평등 인지도

§ 학교 교직원 젠더기반폭력

발생시 대응도

[소득증대사업]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 성 역할에 구애 받지 않는

진로상담 제공

§ 성 역할에 구애 받지 않는

진로 탐색 자료 제공

§ 여성 청소년 직업훈련 참여

비율(%)

§ 가정 내 가사 노동 여아 대신

수행(부모/양육자, 남자) 

비율(%)

§ 지역 내 여성 직업인 비율(%)

§ 지역 내 여성 직업인 멘토링

실시 여부

§ 현지 기업, 소상공인, 고용청

등 아동권리 보호 실천 유무

[아동보호]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

§ 아동/청소년 클럽을 통한

성평등 인식도

§ 젠더기반폭력 클럽 참석 남아

비율(%)

§ 아동 성적착취혹은 학대에

대한 부모 교육 받은 비율(%)

§ 아동 성착취 혹은 학대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비율

§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

신고체계 구축 여부

§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 캠페인

진행 여부

§ 아동친화공간 유무 (운영

유무)

§ 지역 경찰의 아동 및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인식도

§ 행정부의 아동의

젠더기반폭력 예방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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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련 활용 지표

1. Gender and Adolescence: Global Evidence 

https://www.gage.odi.org/wp-content/uploads/2019/01/Gender-and-Adolescence-CF-FINAL-1.pdf

2. Tool Kit on Gender Equality Results and Indicators(ADB, Australian Aid)

https://www.oecd.org/derec/adb/tool-kit-gender-equality-results-indicators.pdf

3.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https://indicators.report/goals/goal-5/

4. UN Women Gender Snapshot 2019

https://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library/publications/2019/progress-on-the-sdgs-the-

gender-snapshot-2019-single-pages-en.pdf?la=en&vs=5813



35

Q8

성인지 감수성은

언제 필요한가요? 

얼마 전 국제 인도주의 단체 소속 직원들이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인류애와 평화, 정의를 내세운 비정부 단체의 모순에 큰 충격과 분노

에 휩싸였습니다.27 그러나 인권 옹호 단체의 이중적인 태도는 비단 국제사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2018년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성폭력과 차별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인 ‘미투 운동’(#MeToo)에 한

국 개발협력 분야 전·현직 실무자/활동가들 또한 “국제개발협력 미투운동”으로 동참하며 국제개발협력이

주장하는 인권, 정의, 평등의 가치 안에 정작 실무자/활동가들의 존엄은 외면당해왔음을 고발했습니다. 이

들은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 내 많은 성폭력 피해 사실이 존재하나 사실상 조직적으로 축소되고 은폐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위계적 · 폭력적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변화가 필요함

을 촉구했습니다.28 즉 성평등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한 분야로서만 존재해왔으며 정작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과 단체 내부에서는 그 가치가 간과되고 배제되어왔음을 알린 것입니다. 

                                        

27 장효범(2018), “인도주의 구호 분야의 성폭력”, 「의료와 사회」 2018년 봄호(통권 제9호)

28 국제개발협력 미투운동 성명서(https://www.facebook.com/idcmetoo 2019.10.3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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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국제개발협력 내부에서

는 ‘우리의 일터가 과연 인권과 성평등 가치를

반영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들을 제

기했고,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점

검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사회를 대표하는 노력으로 인도주의 활동가 대

상 성폭력 교육자료를 발간한 국제자원봉사기

구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 ICVA)의 ‘안전한 기구 세우기

(Building Safer Organizations, BSO)’ 프로

젝트, 원조 분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

제적 단체행동인 2018 런던 세이프가드 서밋

(Safeguarding Summit 2018), 개발협력 및 인도지원에 있어 성착취 · 성희롱 종식을 촉구하는

OECD/DAC 권고(안)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국제협력단이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 성폭

력 예방 실천 서약서’를 도입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의 성폭력 종식을 위한 국내/외 상황을 배경으로 국제개발

협력 현장에서의 성희롱을 이해하고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도입하기 위한 몇 가

지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나 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안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29 여

성가족부의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는 여성 · 저연령층 · 비정규직 · 사회서비스업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성별 관계가 연령, 지위, 고용형태, 학력, 근속일수 등 다양한 사회 요소들

과 얽혀서 발생된 권력 불균형의 문제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30 특히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성에

대한 차별적인 편견과 통념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인 동시에 정의로운 사건 해결

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동합니다. 문제 발생 후 조직 내부에서 보여주는 가해자에 대한 잘못된

신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성차별적 편견과 통념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은 종종 개인 간의 사소한 문

제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 조직문

화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노동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제 ·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

는 구조적 차별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9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보통의 경험」, 이매진

30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성희롱예방교육 표준 강의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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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기반폭력 통념 체크리스트

-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 이상자다. 

-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다. 

- 밤늦게 술을 마신 건 동의한 것이다. 

-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보통의 경험」

그러나 개발협력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분야와 업무의 특성상 일터 구성

원들이 국적, 인종/민족성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수원국 및 공여국 협력기관 직원, 

현지 지역주민 등)이 함께 숨쉬고 존재하는 복합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성

희롱은 성별 관계가 인종/민족성, 원조 흐름의 방향성, 연령, 지위 등 좀 더 다양한 사회 요소와 얽혀서

발생하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봉사단원 등 해외파견 인력 입장에서 살펴보

면, 활동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1인 또는 소수가 활동하기 때문에31 소수의 한국인 혹은 다수의 현

지 지역주민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를 홀로 고립시키고

침묵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맺게 되는 관계의 특성상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재된 경우가 많기에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주변에 마땅한 지지 집단을 찾기 어려

운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참

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파견 인력이 여성인 경우 외국인으로 지켜야 할 안전 수

칙과 젠더 통념에 기반한 왜곡된 성범죄 예방 수칙이 혼재되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는 지지를 받기보다

오히려 의심이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국제개발협력 미투운동”은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희롱 · 성폭력의

유형을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 ‘한국인에 의한 현지인의 피해’, 그리고 ‘현지인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유무상 원조 기관과 민간분야 주체들의 가해자

/가해 기관 처벌과 제도적 제약 마련, 성차별 ·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

고 국제개발협력 내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지지 못한 조직 자체의 반성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1 국제개발협력 미투운동 성명서(https://www.facebook.com/idcmetoo 2019.10.30일 접속)

첫째,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 이다. 이 경우는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일어난다. 해외 현장에서

는 한국에서 현지를 방문한 기관 대표가 파견 직원(또는 봉사단원)을 뒤에서 껴안는 추행을 한 사실과

출장 기간 중 술자리 이후에 대표가 동행한 직원에게 기습 뽀뽀를 하는 피해 사실이 있었다. 국내에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한 대형 기관의 사무총장이 여성 직원에게 “동두천 미군 접대부가 하는

영어다.”라는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거듭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익히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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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전략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등에서 해외파견 인력과 국내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 지역, 학력, 종교, 살아온 경험과 현재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우리는 각자 다른 성인지 감수성(젠더 감수성)을 갖고 있습니다.32 더욱이 우리 모두를 둘러싼 오래되고

왜곡된 젠더 통념을 고려해본다면, 성별을 둘러싼 차별과 권력 관계를 성찰하는 젠더 감수성은 일회성 교

육을 넘어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이 조직 구조와

문화를 바탕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뿐 아니라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과 변화가 요구됩니다. 

특히 한국의 조직문화는 남성들이 다수이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위를 독점하고 있어 조직의 규범과 일상

문화가 남성들의 의식과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남성 중심적 특징을 보입니다.33 또한 개인의 차이보다는

집단성을,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가족’ 같은 친밀성을, 수평적 관계보다는 나이와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안에서 어떤 가해자들은 성희롱과 사생활 침해를 상급자의 칭찬과 걱정으로 혼동하기

도 합니다. 그렇기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성희롱의 원인이 되는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성찰하여 조직 전체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성평등하게 바꿔나가기 위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반성폭

력 내규를 함께 만들고, '다화탕커(다과 준비, 화분 물주기, 탕비실 정리, 커피 대접의 줄임말로 일로 인정

받지 못하나 누군가는 도맡아 하고 있는 일)’, ‘외나연결(외모, 나이, 연애, 결혼 등 동료의 사생활에 간섭

하는 말)’ 등 그간 한국 조직문화에서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진 것들을 낯설게 보고자 노력합니다.34 이

를 통해 성평등이 대외적으로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반드시 지켜줘야 할 사회적 가치임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실천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비단 시민사회단체들뿐만이 아닙니다. 기업 또한 변화하는 여론

을 의식하며 사내 규약을 제정하고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 한국성폭력상담소(2017), 「젠더감수성교육메뉴얼」

33 신경아(2014),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젠더와 사회」, 동녘

34 “성평등한 조직문화 ‘다화탕커, 외나연결’ 하지말기”, 여성신문, 2019년 6월 17일

둘째, ‘한국인에 의한 현지인의 피해’ 이다. 한국에서 출장 온 기관 대표 또는 전문가들이 회의 이후 이

어지는 식사나 술자리에서 현지 여성을 더듬는 성추행을 목격한 사실이 고발되었다. 

셋째, ‘현지인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 이다. 해외 현장에서 봉사단원 또는 실무자로 파견되었을 당시 현

지 사업 파트너가 술을 억지로 권해 곤란했던 사실,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차 안에서 손,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다.

출처: 국제개발협력 미투운동 성명서 中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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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 국제개발협력 현장의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낡은 관행과 관습을 탓하며 이

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향해 이 사회를 조

금 더 한 발짝 앞으로 옮기는 데 동참할 것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10가지 수칙

1. 성희롱과 친밀감을 구분한다. 

2. 평소 동료들 사이에 존칭을 사용한다. 

3.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에 웃지 않는다. 

4.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감은 분명히 표현한다. 

5.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6. 직장동료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지 않는다. 

7. 성희롱 이슈를 희화화하지 않는다. 

8.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9.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0.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출처: 한국여성민우회(2015), 「평범한 용기」

더 읽어볼 거리

§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보통의 경험」, 이매진

§ 한국성폭력상담소(2017), 「젠더감수성교육메뉴얼」

§ 한국여성민우회(2015), 「평범한 용기」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2018) 「시민사회단체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워크북」

§ ICVA(2007), 「Building Safer Organizations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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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개발협력현장에서 협력 주체들과

젠더평등 파트너쉽을 맺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장에서 살펴보았지만, 한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젠더 이슈들에 대한 이해와 가치들이 다르게 표출되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한국사회를 이

해하는 것부터 다르며, 지역, 인종, 관습, 역사, 문화, 종교와 사회적 인식, 개인의 특징과 취약성까지 모

두 다양한 다른 면모가 있어 개발협력 현장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많은 이해의 과정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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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코이카에서 민관협력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중동아시아 8건, 아프리카 68건, 아시아태

평양 149건, 중남미 9건으로 총 234건의 보건의료, 교육, 농림수산, 공공행정 등 다양한 사업 분야가 활

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개발협력 현장에서 우리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인권의 가치와 실

제로 사업이 일어나는 현실에서는 많은 인식과 실천의 격차가 발견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사회적 불평등이 여러 관계, 가족, 지역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개발협력사업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성들의 권위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실제로 사업 참

가 여성들을 대할 때는 그 사회의 관습과 통념대로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사업 수혜자수를 늘리기 위

한 재원확보의 대상으로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문화적 위계에 따라 사업인력구조에서 주

로 남성들이 의사결정권자로 참여하고 여성들은 단순업무만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조직내 다수의 남성 의

사결정권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젠더 영향과 역학, 사업 내에서의 불평등과 억압을 간과하고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 불평등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 및 실행 뿐만 아니라 사업

주체들간의 관계에서도 의사결정 및 논의 구조, 이를 위한 예산 편성,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사전에 검토

되어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협력현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은 사업의 참가자(대상), 참가자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인력, 현지 사업 실행 협력기관, 국제개발협력 파트너 기관 등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역

학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 주체들간의 젠더 평등한 관계가 가장 우선시 되어 실천되어야 합니다. 본

장에서는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조직(및 기관)들과의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에 기초한 의사

소통과 관계 형성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젠더 감수성은 ‘젠더와 관련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과 가치관을 인식하는 감수성으로 사

회적으로 구조화된 성 불평등이 존재함을 인식해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젠더 감수성에 기초한 개발협력사업은 ‘사업 수행의 주요 결정자들은 왜 남성이 더

많을까?’, ‘사업 참가 여성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재봉교육만이 여성의 권위

향상을 위한 대안일까?’, ‘회의참가자들 중 여성들은 왜 말을 하지 않는 걸까?’,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더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 등 젠더의 차이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물

음들과 연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소통과 관계 형성을 통한 파트너십'은 사업수행 주체들간의 관계 형성이 성

인지 감수성에서 갖는 포괄적 차원으로 인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젠더 차이를 가진 개

인,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조직 등에서 다양하게 구조화된 차이와 차별,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

켜 나갈 수 있는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현장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젠더 평등한 민

주적인 관계 맺기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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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장의 모습

1) 내가 가진 인식과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이 가진 인식과 사회적 배경과는 당연히 다르다고 이해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같은 말이라도 사업 주체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이해합니다. “Women 

Empowerment"라는 것도 미얀마의 어느 시골 여성에게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경제지원’이라

는 것으로 인식되고, 미얀마의 수도 양곤 여성에게는 ‘여성들에게 영어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프

로그램’ 이름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여성이 머리와

엉덩이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머리와 의상 스타일은 자신을 표현

하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일 뿐 수치스럽거나 사회적 위협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각자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문화적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개발협력 사업 현장에서 나

고 자라지 않은 외부인이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름의 문제이지 이러한 문화에 대한 천시와 무시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할 때 그

지역에 거주해온 지역민이 아니라고 본인의 문화를 강요하거나 현지 문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현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관계(rapport)와 신뢰 형성에 어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서로가 다

르다는 인식이 전제가 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곤란함과 갈등

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다름은 틀리다는 인식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서로가 다른 것이 틀리다는 이해와 판단은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자라서 밖에 나가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아기는 신이 주시는 거라서 생기는 대로 낳아야 해요’

‘여자라서 큰 목소리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안되요’

당연히 여성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사업을 기획하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습이 나쁘다. 틀리다 라

고 판단됩니다만,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과 함께 맥락적으로 이해되어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드러나는 현장의 현실을 비난하거나 현장의 남성들을 혐오하게 된다면 그들 관계에 개

입하여 의도하지 않은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외부자로서의 타문화를 강제 이식하게 되는 권

력관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회의 젠더 역할과 권력관계, 사회적 관습과 통념 등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존중하고 현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야 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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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더 평등한 민주적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현장에서는 젠더 외에 국가, 인종, 나이, 학력 등의 다양한 차별적이고 위계적 요소들이 중첩되는 관계 속

에 있으며 이 요소들은 젠더 불평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한다는

인권의 관점에서 젠더 이슈에 대한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누구나 경험을 나누고 성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누구의 경험이 옳고, 누구의 경험은 가치가 없다면 그러한 판단 자체로도 차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평

등하게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장(자리)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현재 당면한 자신의 사회

적 위치와 권력을 성찰하고,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지혜를 모으는 정기적인 장이 필요

합니다.

2) 사회적 위치와 권력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시적/암묵적 위계와 권력관계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분리통계(gender segregated statistics) 등을

활용한다면 현실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하여 변화를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국제개발협력현장의 사업수행조직에서도 여성 인력을

채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남성 인력의 경우 고학력, 고임금을 유지하게 되고 이를 발판으로 더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인력은 저학력, 저임금과 함께 결혼과 출

산 육아로 사회생활에서 이탈되거나, 선택의 기회가 없는 저임금 노동을 계속하게 되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조직내 혹은 사업 참여자(수혜자) 및 기관의 직원들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성폭력은 수평적이지 않

은 권력관계 등에서 발생합니다.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젠더기반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지 파트너기관의 남성 직원은 평소 여성 직원들에게 히히덕거리는 농담을 자주 하였고, 여성들에게

신체접촉 등을 자주 하였습니다.

남성 직원은 신입 여성 직원이 입사하자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문자를 보내 ‘같이 즐기자’고 하

였고, 이를 신입 여성 직원이 들어주지 않자, 업무적으로 보고서를 잘 쓰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다른 직

원에게는 분담되지 않는 업무를 개별적으로 시키기도 하고, 화를 자주 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 신입 여성직원을 다시는 엔지오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도 했

습니다. 

이에 신입 여성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 직장을 잃고, 본인이 미래에 결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면서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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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이러한 젠더 영향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업의 수행자들은 경험의 공유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여 의사결정구조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확보하

여 권력관계에 천착되지 않는 다양한 관계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 맺고 있는 개발협력 현장에

서의 다양한 사람, 조직, 기관들의 역학관계를 읽고, 취약한 이해관계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권리

를 회복하고 확장시키는 방식을 고민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취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리더십 및 역량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3) 다양한 관계 속에서 소통과 합의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개발현장에서는 사업의 주체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사업 참가자 개별 인터뷰도 진행하지만 그룹 인

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묻거나 듣기만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일방적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부 기관-사업수행기관 간, 사업수행기관-사업 참가자(수혜

자) 간, 참가자 간, 사업수행인력간에 모든 소통이 필요한 관계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과 소통 창구, 

합의의 시스템을 사업 수행 방식과 조직의 운영방식으로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

성원들이 합의한 민주주의 진단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의 체계를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내 구성원들

중 일부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의사 표명과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젠더적 차별 요소가 있

는지, 조직 문화가 나이와 인종에 의한 암묵적 위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계속적인 점검을 해 나간다면

조직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표명을 하고 다 함께 이해하고 합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개발협력 현장 사업 수행 관계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해당 분야의 역량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도

화 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습과 관행이 사업의 주요 배경이 되는 국제개발현장에서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다양하지 않거나, 재난, 분쟁 등 발생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인도적지원사업의 특성

상 현지 파트너 기관 및 사업수행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검증의 절차를 지키기도 쉽지 않을뿐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훈련된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난민캠프에서 구호물품을 받으러 난민들이 몰려들고 질서가 무너지자 구호물품을 배분하는 A 단체

의 현지 직원이 난민들을 향해 경멸의 태도를 취하며, “섹스만 할 줄 알고 애들만 줄줄이 낳는 것들아!”

라며 소리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업 실행 원칙을 규정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 이해관계자들, 참여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인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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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

니다.

5) 개발협력현장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과정에서도 성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 및 참여자들에 대한

행동강령 및 서약을 하게 하고, 이를 위반시 혹은 문제 발생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성하고 이를 기

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록 3.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분야 젠더기반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의 사례] 는 개발

협력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젠더기반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OECD DAC, UNHCR, UN이 도입

한 안전장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사업 주체들(구성원들)

간 성별 영향에 따른 직급, 급여, 의사결정방식, 논의 구조 등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대한 안전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협력 파트너들과의 젠더 평등한 파트너십의 중요성

우리가 개발협력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사업 참가자(대상), 그들을 둘러싼 가족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사업수행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다른 배경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역

할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통적 가치관에 의한 젠더 역할만을 부여하고 그것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잠재력과 성장, 발전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부여

한 성역할 외의 경험과 기회를 제한당한 주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누구나 평

등하게 역할과 경험의 기회를 통해 개인의 성장을 발현시키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젠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젠더적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젠더 평등한 인식이 기반된 현장의 사업들은 사업 참가자들 간, 참가자가 속해있는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의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촉진해 나가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누군가 주입하고 이식

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경험을 나누고, 인식하고, 협력하는

작은 변화들이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기에 협력 파트너들과의 젠더 평등한 관계맺기

(파트너십)은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으로 갖는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자 또다른 목

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 Gender Equality in Codes of Conduct Guidance 

https://www.bsr.org/reports/BSR_Gender_Equality_in_Codes_of_Conduct_Guida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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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현장에서의 젠더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까지 9 가지 질문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에서 젠더가 어떤 고민을 통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개발협력

사업에서 젠더적 관점을 언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질

문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현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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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월경위생 사업으로 살펴보는 젠더 사업

나는 우간다에서의 여아를 대상으로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는 젠더 사업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처음 사

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학교 재학상태 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역 여아의 출석률이 남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확인했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사업대상인 여아를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극소수의 아이들만이 고비용의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아이들

이 지저분한 천이나 솜 조각 등 변변치 않은 생리대 사용과 남아들의 놀림이 두려워 학교에 나가는 것

을 꺼려 하였으며, 생리위생 관리가 되지 않아 질병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등 생리 위생과 여아

의 출석률 간에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 내용은 여아들을 위한 생리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생리대는

일회용 생리대가 아닌 면 생리대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조사결과 아이들의 성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생리대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여

아들이 성 권리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도 함께 기획했다.

그렇게 사업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고, 오늘은 현지 모니터링 출장을 떠나는 날이다. 면 생리대를 만

드는 방법과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충분한 양의 면 생리대가 보급되었다. 여아들의 변화되고 개

선된 생활을 내 눈으로 확인할 생각에 벌써 가슴이 뛰었다. 여아가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줄어들고 더

잘 뛰어놀 수 있게 되는 등 교육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고, 여아의 권리가 더욱 향상되어 자신있게 의견

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이었다. 신난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현지에 도착해 몇 번의 보고회를 가졌다. 그런데 아이들의

출석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었다. 나는 직접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이의 엄마들은 집에 물이 부족

한데 생리대를 세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했다.①

아이들은 세탁한 면 생리대를 말릴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했다. 집 밖에 널어두는 것이 창피해 숨겨 말리다 보니 습

한 환경에서 생리대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또 학교에서는 여아들의 권리 옹호 클럽이

남아들과 갈등을 유발해 종종 다투기도 하고 여전히 놀림

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② 이렇다 보니 생리대는

100% 배급이 되었지만 정작 잘 활용하지 못하는 아이들

도 많았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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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지역사회 사이의 다이내믹을, 아이들이 생리대를 빨아 너는 행위와 빨랫줄

에 내걸린 생리대가 지닌 강력한 메세지를 간과했던 것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마을 어르신, 남학우, 지역사회의 리더까지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모든 이가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젠더 사업은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을 위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 또 본 사업에서 여아들이 그

랬던 것처럼 젠더 감수성은 나 혼자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와 환경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상호

작용 안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젠더 감수성을 갖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에 참

여하는, 또는 사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젠더분석을 바탕으로 사업국에 대한

이해, 사회의 다이나믹 속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과, 나아가 그들을 포함한 현

지 사업 수행 파트너와 사업 수행기관(나)의 자세까지④ 성 평등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때 가

능한 것이다.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해본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 당연시되었던 것들에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한다. 그 대상이 스스로가 되기도 한다. 젠더 감수성에는 ‘혼자’도 ‘완벽’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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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① Q5의 사업에서 고려할 점에서 짚어본 바와 같이, 기획한 사업이 주체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위해서는 성분석을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본 사업은 여아의

교육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1)여아의 교육 접근성 수준, 2)여아와 남아의 출석률과

성취율과 주된 원인, 3)여아가 학교에 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여아 뿐만이 아니라 부모,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분석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에요. 

② Q4의 남성 참여의 필요성에서 짚어본 바와 같이, 면 생리대를 보급하더라도 여전히 학교에서 남

아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놀림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겠죠? 여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젠더사업이라도 남아를 참여시킴으로써 여아의 성 권리 보장과 사회의 인식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된 젠더 챔피온(Gender Champion)을 사업 모

델에 활용하는 등 여아의 권리 옹호 활동에 남아들을 함께 참여시킨다면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

스럽고 주도적인 젠더 규범을 만들어 갈 수 있을거에요.

③ 아이들에게 나누어준 생리대의 숫자는 사업이 성공적인 듯 보여지지만 생리대를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 활용률을 지표로 설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겠죠? 또 Q7의 사

업분야별 성주류화 활동 예시를 참고하면 분리 화장실 비율, 부모의 인식 등 환경적인 요소에 대

해서도 함께 점검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④ Q8~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평등한 가치는 사업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사업수행과정에서도 반

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에 따라,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조직의 문화와 현지의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의 성평등한

파트너십에서도 점검과 변화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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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여성소득향상사업으로 보는 젠더 사업

나는 2012년 KCOC 에서 사업기획 지원금을 받아 가나 북부 주 카라가 군의 닝갈리마을에서 여성 생

산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 시어 열매 가공을 통한 여성소득향상 사업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

하였습니다. 우선 지역을 연구하고 거주했던 현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뿐 아니라, 몇 번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해한 사회구조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나 북부 주 카라가 군의 지역은 시어 열매가 매우 풍부하고, 가공을 하는 데에 필요한 수원을 가지

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남성 여성의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는 점이었습니다. 시어 열매는 지역 특성상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주로 채집에서 가공까지 담당 하고 있

고, 시어 열매 채집 및 가공을 통해서 얻은 부가적인 소득은 여성이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

닐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의 남성 지도자 및 가구의 남성 가장도 마을 내에서 시어 열매와 관련된 일

은 여성의 일이기에 마을 내의 남성들은 가공과정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

어, 집을 짓거나 하는 일들은 공동체 내에서 남성이 하는 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만, 집을 짓고 몇 년이 지나 빗물에 쓸려나간 벽 외벽을 공사하며 유지 보수하는 일은 여성의 일로 구

분되어 있습니다. 

가나 북부 뿐 아니라 서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남녀 간의 구분된 경제활동으로 인

해 오히려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여성 역량 강화 및 여성에 한정 지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

니다. 이러한 지역사회가 가진 사회문화적 특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가처

분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기술적이고, 직접적인 가공기술 및 품질 개선 등을 통한 여성의 소득향상에

집중했고, 그에 다른 사업 효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채집부터 생산까지의 모든 가치 사슬에 여

성이 주도적인 특성 때문에 젠더 적 관점에서의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만을 위

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젠더에 중점을 둔 아주 좋은 사례의 개발 협력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만, 출구전략으로 시어 열매를 중장기적으로 수매하고 보관하는 창고를 마을에 짓고, 관리하는 프로젝

트를 이어 진행하였을 때에는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산을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

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시어 열매를 보관하는 마을의 저온 창고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짓고 열매를 보

관하는 연속적인 사업 모델은 시어 열매와 관련된 일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창고라는 마을 공동의 자

산에 여성조합원들이 각자 채집한 열매와 구매한 열매를 보관하고 있어도, 여성들은 분실의 위험이나

도둑이 들었을 때의 위험부담 등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마을 내 공동의 장소, 예를 들

어 모스크 및 학교 등의 장소를 제외하고 마을 공동의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부재했을 경우, 여성들

은 문화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어 가공

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을 유지에게 창고 열쇠를 맡기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간다 북부의 지역의 랑오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Lira(리라), 및 Otuke(오투케) 지역의 시어 생산

지의 경우에는 무슬림 인구보다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나 전통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가

나 북부 주의 닝갈리 마을과 마찬가지로 부계 중심 사회입니다. 대신 씨족 사회가 중심인 이 지역은 여

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농업을 주 생계로 하는 마을입니다. 대신 이 지역의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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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이미 씨족장 (Chief of Clan, King of Clan)에 의해 나누어진 그들의 소유의 농경지에서 자랍니

다. 가나의 경우에는 이미 농경을 하는 땅 위의 시어 나무는 대체로 베어진지 오래고, 야생에서 주로

자라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여느 여성이나 접근 가능한 작물이었지만, 우

간다 북부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많은 나무는 개발되지 않은 공동의 땅에서 자라고 있지만, 대부분이 각자 농경을 하고 있는 그들의 농

경지 내에 시어 나무가 자라고 있어 그 자신의 땅에 자라는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는 자신의 소유로 여

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은 가나와 다르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농사를 짓고, 대신 장날에 판매는 여

성이 전담하는 등. 생산의 단계는 남녀가 성별의 구분 없이 함께 노동하고 판매는 여성이 남편을 대신

하고 장날에 다녀오는 등, 서아프리카의 지역과는 뚜렷한 성별의 역할 분담이 없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및 가나 북부 등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시어 열

매 가치사슬 사업이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수 없이 많은 사례와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하게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아프리카 북부의 시어생산지역과 사업의 대상자들은 전혀

다른 사회문화적 양상 (결혼, 토지의 소유 형태, 성 역할 등)을 가지고 있었기에 같은 사업 모델로 운

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례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경작지에서 자라는 시어나무

에서 떨어진 열매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채집하고, 여성이

장날에 시장에 나가 파는 동안에 남편은 여성 대신에 농장

에서 일을 함께하기에 함께 일군 작물을 판매함으로써 얻

은 소득은 남편과 여성이 함께 소유한다고 여겼습니다. 인

터뷰에 참여한 가족들 대부분은 소득은 자녀들의 학비로

먼저 사용한 후에 남은 나머지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고 여

성은 그 소득으로 자산이 될 만한 여성의 소유물 (모바일, 

자전거, 염소, 옷 등)을 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

에게 따로 허락을 맡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공동체

의 경우에 기존의 농작물 판매에 대한 실 소득과 추가로

시어 열매를 채집 가공하여 얻는 소득 또한 남편과 나누는

문화는 많은 가구를 인터뷰한 결과 증명되었습니다. 

시어 열매를 가공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이로 인한 이익에 대한 사용처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서아프

리카 가나 북부의 다곰바(Dagomba) 여성의 지위와 생산도 이익의 분배도 공통으로 하는 동아프리카

우간다 북부의 오투케 지역의 랑오(Lango) 여성의 지위는 어떻게 측정하고 효과성 있는, 젠더적 관점

이 있는 사업모델로 기획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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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① 아프리카 국가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내에서 Q.2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젠더

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GAD)’ 의 접근을 택해 궁극적인 성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 사회, 문화, 가족구조, 사적 관계의 젠더 권력 관계를

해소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가나와 우간다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경

제, 사회, 문화, 가족 구조 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국가 및 경제, 사회, 문화 등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의 문화와 가족구조 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업의 목표 및 지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시어버터 가치사슬 사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사업 또한 Q4. 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사회의 남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우간다에서는 시어가치사슬 사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력 향상 등에 대한 연구 및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Q5.의 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초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나의 시어 가공사업에 참여하는 가족 구조 및

사회와 남녀의 관계, 힘의 균형 정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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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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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Gender Champions Pre- and Post- Test35 >

(Save the Children)

1. Do you think your gender has played a role in the decisions you’ve made in your life, or in the way 

that others treat you?

Yes____ No_____

Please explain:

2. Do you think that you, yourself, have gender biases? Do you think about others in a certain way or 

treat them in a certain way based on their gender?

Yes____ Sometimes_______ No_____

Please explain:

3.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a gender bias? (Check all that apply)

___ A mother gets her daughter a baby doll as a gift, and she gets a truck for her son

___ A young mother with a newborn baby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breastfeeding her baby

___ A father is served first in a family, and eats the best meat. The mother eats after he has

finished.

___ A young boy is scolded for crying, and told to be a man.

___ The daughters in a family fetch water while the boys play.

___ The boys in a family plant seeds while the girls relax.

___ A girl begins menstruating at the onset of puberty while a boy does not.

4. Whose attitudes and behaviors can perpetuate gender bias at home?

Women__

Men___

Both___

5. Whose attitudes and behaviors can perpetuate gender bias at the work place?

                                        

35 본 설문지는 젠더에 대한 지식 혹은 인식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설문 조사지로 주로 젠더 인식변화

교육 전/후에 실시하며, 질문들은 현지 상황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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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__

Men___

Both___

6. Who is responsible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Women__

Men___

Both__

7. What are key ways of increasing gender equality? (Check all that apply)

___ Divide chores equally between boys and girls.

___ Make sure that boys and girls do the same kinds of chores.

___ Men and women both engage in household activities (preparing food, caring for children,

washing up).

___ Men and women share decision-making about their families and households.

___ Women make decisions about their households without consulting men.

___ Women become the heads of the household and men take on a subservient role.

___ Girls graduate from school more frequently than boys.

___ Girls are not married before they become adults.

___ Young women have a role in the decision whether to marry.

___ Boys and girls are encouraged to succeed at school.

___ Women and men have leadership roles at work.

8. Do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 Girls are smarter than boys YES/NO

· Men have more leadership skills than women YES/NO

· It is more important for men to have jobs than women YES/NO

9. Are the following examples of gender norms or differences based on sex?

GENDER SEX NOT SURE

A. Men do not cry

B. Girls should be gentle

C. Men cannot cook

D. Women give birth to babies

E. Men do not menstruate

F. Women do not own land

H. Men cannot get preg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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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problems listed below are illustrative example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Champions Training, the training facilitator(s) and key contact(s) from the country office should work 

together to ensure the problems listed in Questions 8 and 9 represent contextualized examples of 

gender disparities.

10. How common are the following problems in your Country Office? Tick only ONE answer for each 

statement

Problem
Very

common
Common

Not

common

Not at all

common

A. Most positions of power (SMT, managers) are men

B. Most positions of power (SMT) are women

C. Gender pay gap (favoring men)

D. Gender pay gap (favoring women)

E. Men do not receive encouragement/ support for career 

advancement

F. Women do not receive encouragement/ support for 

career advancement

G. Inadequate parental leave policies for fathers/ male 

caregivers

H. Inadequate parental leave policies for mothers/ female 

caregivers

For post-test only:

Do you have any reflections on the training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For example:

· Which activities, if any did you find useful and/or thought-provoking?

· Were there any activities that you would suggest removing? If so, which ones?

· Are there any ways in which your attitudes about gender have shifted as a result of this 

training?

· Are you planning to change any behaviors as a result of your experiences in this training?

Please feel free to share any other ref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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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지속가능발전목표 성별분리지표>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국제적으로 25-34세 사이의 절대빈곤선 (1.90달러) 이하

로 사는 여성은 남성 100명당 122명이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과 권한이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성별분리 지표

(6개)

1.1.1 국제사회에서 규정하는 절대빈곤선 아래에 사는 인구의 비율 – 성별, 연령, 취업 상태 및

지리적 위치(도시/시골) 구분

1.2.1 국가에서 규정하는 절대빈곤선 아래에 사는 인구의 비율 – 성별 및 연령 구분

1.2.2 국가에서 규정하는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는 남성, 여성, 남아, 여아의 비율

1.3.1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 – 성별 및 그룹별 구분

1.4.2 서류에 명시된 확실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 성별 및 소유권의 종류에 따른 구분

1.b.1 여성,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분야의 정부 예산 지출 비율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 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식량 안보가 달성되지 않을 확률이

11% 더 높다. 곡물 가격이 오르거나 위가가 오면 여성과

소녀들은 완충장치가 되어 남성에 비해 식량을 적게 공급

받게 됩니다. 

성별분리 지표

(1개)
2.3.2. 소작농의 평균 수입 – 성별 구분

목표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모성 사망률이 감소하는 반면에 목표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 사망률을 100,00명 당 70명 미만 수준으로 낮

춘다.)의 달성은 느립니다. 성·재생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여성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성별분리 지표

(6개)

3.1.1 모성 사망비

3.1.2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출산의 수

3.3.1 HIV 1,000명당 비율 – 성별, 연령 및 인구 그룹 구분

3.7.1 현대적 피임 기구 사용에 대한 필요가 충족된 15-49세 사이의 여성의 비율

3.7.2 십대 여아(10-14세/15-19세)의 출산율

3.8.1 성재생산 및 모자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기초보건 서비스 적용 범위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

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 중에 천만 명의 남아가 학교 밖에

있는 것에 비해 천오백만 명의 여아가 학교 밖에 있습니

다. 어떤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연령의 여아 중에 48%의

여아가 학교 밖에 있는데, 이는 교내 위생시설의 부족 때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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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분리 지표

(8개)

4.1.1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읽기와 수학 분야의 실력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및 중

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동의 비율 – 성별 구분

4.2.1 건강, 배움 및 정서적 웰빙에 있어 정상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5세 아동의 비율 – 성별 구분

4.2.2 초등학교 입학 연령 전에 규모 있는 배움에 참여한 아동의 비율 – 성별 구분

4.3.1 최근 12개월 내에 비정규 교육에 참여한 성인과 청소년의 비율 – 성별 구분

4.5.1 남/여, 농촌/도시, 빈곤 격차, 장애 관련 지표, 소수 민족, 분쟁 피해자를 고려한 모든 교

육 지표 내 격차-성별 분리

4.6.1 특정 연령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가진 인구 내 성비

4.7.1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성평등 및 인권이 주류화 된 교육의 국가 교육

정책, 커리큘럼, 교사 교육 및 학생 평가로의 확장

4.a.1 전기, 교육 과정을 위한 인터넷, 학습을 위한 컴퓨터,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 및 교구재, 

안전한 식수, 남녀구분된 화장실, 손씻기 시설을 갖춘 학교의 비율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가정 내에 물을 확보하고 길어오는 것은 여성의 부담인 경

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과 여아를 각종 폭력에 노출시키고

교육 및 기타 활동할 시간을 빼앗게 됩니다.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

지에 대한 접근 보장

2012년에 전 세계 4백만 명의 사람이 실내 공기 오염으

로 사망했는데, 이 중에 60%는 여성과 여아입니다. 전 세

계적으로 반 이상의 가정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보통

여성들이 음식 준비의 책임을 지고 있어 이를 위한 연료

준비 또한 여성의 몫으로 남아 구하러 가는 길에 폭력에

노출됩니다.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비

율이 낮지만, 비정규적과 낮은 임금을 받는 직장에는 여성

의 비율이 높습니다. 성별 직종 분리 및 임금 차이는 세계

어디나 존재합니다. 

성별 분리 지

표 (7개)

8.3.1 비농업분야에서 비정규직 비중 – 성별 구분

8.5.1 여성 및 남성 노동자 각각의 평균 시급 – 연령 및 장애 여부 고려

8.5.2 실업률 – 성별, 연령 및 장애 여부 구분

8.7.1 5-17세 사이의 아동 중에 노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 – 성별 및 연령 구분

8.8.1 일을 하면서 당하는 치명적/비치명적 부상을 당하는 비율 – 성별 및 이주 여부 구분

8.8.2 세계 노동 기구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정도 – 성별 및

이주 여부 구분

8.9.2. 투어 관련 전제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비율 – 성별 구분

목표 9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

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전 세계적으로 과학 분야 종사자 중의 70%가 남성입니다.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이혼한 여성이 이혼한 남성에 비해 가난해질 확률이 2배

더 높습니다. 이혼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사회 진입 장벽

이 보통 여성에 비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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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분리 지

표 (1개)
10.2.1 중산층의 50%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비율 – 성별, 연령, 장애 여부 구분

목표 11
도시화 주거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

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보통 도시에 사는 여성과 여아는 농촌에 비해 많은 기회를

갖게 되지만, 도시 빈민가에 사는 여성은 기초적인 필요도

채우지 못한 채 더 큰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별분리 지표

(3개)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 성별, 연령 및 장애 여부 구분

11.7.1 공공의 장소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 성별, 연령 및 장애 여부 구분

11.7.2 최근 12개월 이내에 신체적 및 성적 공격을 경험을 인구의 비율 – 성별, 연령, 장애 여

부 및 사건 장소 구분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대중교통에 의존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기 때문에, 대

중교통의 발전은 여성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

기 위한 긴급 대응

농촌의 소수 민족의 여성은 로컬 자연 자원에 의존도가 높

아 기후 변화에 피해가 가장 큰 그룹입니다. 

성별 분리 지

표 (1개)

13.b.1 여성과 소규모의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 및 소규모의 도서국가의 수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
직종 분리로 인해 여성의 수산 자원의 채취가 불가합니다. 

목표 15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

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

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삼림 파괴로 오는 피해는 자연에서 음식과 연료를 구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

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

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

축

많은 국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별 분리 지

표 (6개)

16.1.1 국제적 살인에 사망한 인구 100,000명당 비율 – 성별 및 연령 구분

16.1.2 내전으로 사망한 인구 100,000명당 비율 – 성별, 연령 및 원인 구분

16.2.2 인신매매의 희생자 인구 100,000명당 비율 – 성별, 연령 및 착취의 형태 구분

16.2.3 18세에 성폭력을 경험한 18-29세 사이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

16.7.1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입법부, 사법부 및 공공 서비스 부분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 – 성

별, 연령, 장애 여부 및 인구 집단 구분

16.7.2 의사 결정 과정이 포용적이고 상호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 성별, 연령, 장애 여

부 및 인구 집단 구분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선결 과제인 성평등 달성을 위한 충분

한 펀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별 분리 지

표 (1개)

17.18.1 국가 차원에서 수집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 중에 성별로 분리되어 수집되는 지표

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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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분야에서의 젠더기반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도입의 사례>

OECD DAC

OECD DAC는 2019년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분야에서 성착취 성남용 성희롱 종식에

대한 권고안 36 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국제기관과 단체들이

PSEA(Protectio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원칙을 내세워 사용하였으

나, 금번 발표된 권고안은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최초의 국

제 권고안(international instrument)입니다. 

동 권고안은 ODA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 및 공공/민간 국제 개발협력 기관 뿐 아니라 실

행 파트너 즉 수원국 정부 부처/기관 및 비정부기구, 다자기구 및 사업 수행의 조달업체

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정책 및 임직원은 아래 여섯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 성착취, 성남용, 성희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관 문화의 변화를 모색생존자

및 피해자 중심의 대응과 지원체계 구축

§ 성착취, 성남용,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관 차원의 보고 및 대응 체계 수립

§ 성착취, 성남용,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인지 제고 및 의사소통

§ 성착취, 성남용,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 성착취, 성남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보고 및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OECD의 권고안을 따라 사업 수행 시 기관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UNHCR

UNHCR의 성폭력 피해 여섯가지 행동강령은37은 좋은 예시로, 관계자들은 행동강령에 대

한 서약을 하고 파트너기관이 성폭력 방지와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

약을 종료하는 등 엄격한 적용과 실천을 행하고 있습니다.

① UNHCR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의한 성적착취 또는 성학대는 심

각한 위법행위이므로 해고를 포함한 징계 대상이다.

② 현지지역의 성인 기준과 동의 가능 연령 기준과 상관없이 18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관계는 금지한다. 아동의 연령을 잘못 인지한 점은 참작되지 않는다.

③ 굴욕감과 비하, 착취적 행위 등을 포함하여 성행위를 돈, 고용, 물품 또는 서비스와 거

래하는 것을 금한다. 수혜자 대상 지원의 대가로 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36 OECD(2019). DAC Recommendation on Ending Sexual Exploitation, Abuse, and Harass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Key Pillars of Prevention and Response.

37 Reach Out Refugee Protection Training Project, Handout 9- UNHCR Standards of Conduct-Ensuring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https://www.unhcr.org/4371faad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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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UNHCR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직원과 수혜자간의 성관계는 비수평적인 권

력관계에서 발생하여 UN임무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맺지 않을 것을 강

력히 권장한다.

⑤ UNHCR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소속과 상관없이)에 대한 성착취 의

혹을 발견한다면 사내 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한다.

⑥ UNHCR이 지원하는 직원들은 성적 착취를 방지하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해야하는 의

무가 있으며 행동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모든 매니저들은 이를 위한 특별 책

무가 있다.

UN

UN은 모든 기관과 프로젝트 관계자에게 PSEA 원칙38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행동강령을 세우고 이에 대한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UN은 사업수행시 내부에서 성착취, 성남용, 성희롱 등 GBV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

래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있습니다39.

[의혹 접수 > 처리방법(보호문제 포함)에 대한 결정 > 사건 조사에 대해 결정시

> 사건 계획 및 리스크 평가 > 배경에 대한 자료와 문서 증거 수집 및 검토 > 

조사 계획 수정 및 인터뷰 질문 작성 > 증인 인터뷰 >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과

리포트 작성> 조사 종료 및 적절한 추가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

                                        

38 Humanitarianresponse.info. (2019).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 Humanitarian Response.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en/operations/bangladesh/

protection-sexual-exploitation-and-abuse.

39 Guidelines for Investigation(CHS Alliance),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chDlg0--P6_zKd4LCg0lq8qHgB707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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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사업 젠더 역량강화를 위한 10가지 문답

DAK 젠더 분과위원회

본 입문서는 젠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DAK 젠더분과위원회 소속 운영위원들과 KOICA 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입문서 작업에 참여하신 집필진 및 자문위원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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