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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양성평등교육의 운영
실태와 쟁점을 분석하고, 양성평등교육의 여성주의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논문에서 ‘양성평등교육’이란 양성평등 혹은 성평등 개념을
습득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런 교육은 다
양한 이름으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용어인 양성평등교육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공무원
성인지교육,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중교육, 그리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실태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추진체
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제도화의 방식이나 방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부
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양성평등교육 전개방식은 관련법이 먼저 만들어지
고 그것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기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성평
등교육의 이론적 자원 공급처로서의 여성학의 활용이나 여성학 연구자들과의 관계설정
이 잘 구축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되어온 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를
통해 양적 팽창에 주력하다보니 교육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내실 있는 교육을 달성하
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성평등교육의
교육주체와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함께 양성평등교육에 직접 참여하
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자들을 찾아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성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90년대
들어와 성주류화전략이 여성정책패러다임으로 채택되면서 양성평등교육정책이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1990년대 후반 양성평등교육이 정책적 용어로 등장하였
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교육기본법에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사실 성평등교육은 그
이전부터 여성학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공무원 성인지교육이 시작되었고, 여성
단체도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여성관련 기관들을 위탁운영하거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
여,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성평등교육의 교육주체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과 교원 대상의 성인지교육을 교육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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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은 정책과의 연동성이 가장 강한 영역으로 크게는 성인지력향상교육과 성별영향분
석평가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
영향분석평가교육은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실적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포함되어 교육실적에 대해서는 민감한 편이지만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은 2010
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교육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성폭력성매매, 다문화의 3영역에서 9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
지만, 교원들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의 운영실태와 쟁점을
들여다보았다. 오늘날 양성평등교육에서 폭력예방교육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
문에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한 점검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
루어지는 성희롱예방교육은 실시율은 매우 높은 편이나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
다보니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교육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집체교육이나 방
송교육으로 진행되면서 형식적인 목표달성에 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중등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역시 의무시수는 점차
확대되었지만 교육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주도로 학교
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는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의
무교육이 갖고 있는 산만함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시민
대상의 각종 폭력예방교육 역시 통합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어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이어 여성단체교육은 면접조사를 통하여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
의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젠더거버넌스의 양상을 알아본 다음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
의 유형과 교육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교육목
적에 따라 정책교육, 의식교육, 전문상담원교육, 성교육강사양성, 성폭력예방교육, 내부
활동가교육, 기타 등으로 나누어보았다. 여성단체가 교육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외부기금의 증가는 단체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사업의 외부기금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사업지속성이 불안정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기금출연기관의 사회정치적 입
장과 가치관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급진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한편
여성단체의 특성상 교육참가자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여성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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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령별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여성주의 언어로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중
요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성평등교육의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강사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관리되는지, 교육의 전문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강사양성과정을 공공기관과 여성단체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
어 전문강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교육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정
부와 여성단체 간 또는 여성단체 내부의 입장의 차이는 없는지, 그리고 표준강의안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은 점차 공공기관
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심화교육이나 보수교육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격증
을 더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문제는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양성과정과 보수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1990년대 법적·제도적 근거가 다각적으로 마련되면서 시작된 양성평등교육은 2000
년대에 접어들면서 성평등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되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시
작으로 많은 분야의 의무교육들이 제도화되었으며, 교육의 수요가 커진 만큼 강사양성
과정도 여성단체와 사회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즉 법에서 출발
하여 개별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단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현
재 우리나라 성평등정책에서 양성평등교육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성평등교육을 뒷받침하는 독자적인 법안 역시 제정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성평등교육의 질적 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성평등교육의 교육목적,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교육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교육현장의 경험을 접목시킨 교수법에 대한 연구
가 더 많이 필요하고, 여성학 교육과정에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대중교육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교과과정 개발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양성평등교육, 여성주의교육,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성인지교육, 폭력예방교육,
여성단체교육
학 번: 2005-3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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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본 논문은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국가페미니즘이 형성되고 성주류화전략이 채택되
면서 성평등의제의 일환으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양성평등교육1)의 운
영실태와 쟁점을 분석하고, 양성평등교육의 여성주의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된
양성평등교육은 십 여 년을 거치면서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의 운영실태와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성평등사회 실현’이
라는 양성평등교육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여성주의교육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정책교육,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과 공공기관 종사자,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예방교육2),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
중교육,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는 각각의 교육영역에서 제도화의 특성과 교육현장의 쟁점을 탐
색하고, 양성평등교육이 우리 사회의 젠더관계 변화를 견인하는 변혁적 교육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지 질문해 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정책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부터지만, 교육프로그램이 정부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오늘날 양성평등교육은 유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의식함양과 양성평등문화실현, 성차별관행 개선을 목표로 이루어지
1) 이 논문에서 ‘양성평등교육’이란 양성평등 혹은 성평등 개념을 습득시키고 성인지 감수성
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런 교육은 다양한 이름으로 현장에서 실시
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양성평등교육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2) 폭력예방교육이란 1999년 의무화된 성희롱예방교육을 시작으로 각각의 근거법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의무화된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의무교육
대상은 공공기관 종사자와 학생 중심에서 시민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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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명시된 교육목표만을 놓고 보면 양성평등교육은 그 자체로 여성주의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육목표에서 말하는 ‘양성평등’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다양한 개념과 실천의 각축이 불가피한 상황으
로 보인다.
이 연구는 정책적으로 제도화된 양성평등교육을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전략3)
중 변혁적(transformative) 전략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 사회에서 그 위상과 실제
내용을 살펴본다. 그간 우리 사회의 성평등정책에서 주로 사용된 수단은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나 비례대표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인데, 이러한 조치는 성비의 양적 균
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기존의 구조화된 젠더불평등을 문제시하거나 그 구조를 바꾸
는 것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비해 양성평등교육정책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젠더관계와 사회문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의식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좀 더 변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변혁적 성격의 성평등전략의 하나로서 양성평등교육에 주목하면서 그 위
상과 내용을 경험적으로 다룬다. 지금까지 양성평등교육 연구는 교육단계별, 교과목별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이나, 여성정책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양성평
등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보고서, 그리고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육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여성주의교육 지형에 대한 분석이나 여성
운동의 관점에서 양성평등교육에 접근한 연구는 드물었다.
양성평등교육은 그동안 법적 근거에 따라 행해지는 관 주도의 교육인 것으로 인식되
어 왔으나, 교육내용의 구성이나 개념 등에서 여성주의운동의 흐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1990년대 후반 양성평등교육 용어가 등장하고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이전부
터 이미 성평등교육은 대학 내 여성학 교육이나 여성단체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관 주도의 양성평등교육만큼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다.4) 실제
3)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평등전략은 흔히 세 가지 모델에 기반하는데, 같음(sameness), 차이
(difference), 변혁(transformation)이 그것이다(Rees, 2005; Walby, 2011; 이재경·김경희,
2012).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의제설정과정에서 통합되거나
의제에 따라 공존하게 된다.
4)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은 한편으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거버넌스 형태나 여성단체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 운
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강생들과 만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일찍이 1980년대부터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육을 실시해 왔다. 지금도
각종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양성평등교육의 교육주체로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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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의 교육사업은 여성운동의 주요전략으로 기능하여왔다. 그동안 비가시화 되어
있는 여성단체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는 것도 이 논문의 주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가 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의 선행연구는 크게 보아 대학 여성학 교육에 관한 연구들과 교육과 성불평
등을 연결시킨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여성학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의 자원이 된
다. 대학 내 여성학운동이 성평등정책 기조를 만드는데 일조하였고, 양성평등교육의 내
용이 실제로 구성되는데도 여성학 교육이 길러낸 인재와 생산된 지식이 크게 기여하였
다. 대학 내 여성학의 발전과정은 양성평등교육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발생하는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과 성불평등
을 연결시키는 연구들은 크게 보아 ‘성평등한 교육’에 관한 문제의식과 ‘성평등을 가르
치는 교육’에 관한 관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gender equality’의 번
역어로 ‘성평등’을 사용하며, 다만 현재 이루어지는 제도화된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지
칭할 때는 ‘양성평등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 여성학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의 대학에서 여성학이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것은 1977년, 학과의 형태로 만들어
진 것은 1982년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학 안에서 여성학이 학문으로서 시민권을 획득
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게 된 것을 (대학판) 여성주의 운동의 성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5) 여성학의 발전은 여성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학이 대학 교육과정에 자
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동시에 활동가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의식교육, 리더십교육, 정
책모니터링교육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5) 이효재(1996)는 한국에서의 여성학의 제도적 확산 과정을 ‘여성학 운동’이라고 명명하는데
그 이유는 학구적 열기에 의한 아카데미즘의 확산이기 보다는, 학생 운동의 영향과 대학
밖 가족법 개정운동이나 여성노동자운동과 같은 진보적인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 캠퍼스
내 여성구성원들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하나의 학술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은경(2011), pp.6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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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게 되면서 여성주의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대학에서 여성학은 학과 형태보다는 협동과정이나
개별 교과목 형태로 여전히 불안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판
적이고 실천지향적인 본래의 성격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질문 받고
있다.
여성주의의 역사는 무엇을 출발점으로 삼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성주의가 대학
제도 안에서 학제화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1970년대 이후로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여성학이 대학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대학의 여성학은 1970년대 후반 이화여대에서 처음 강
좌가 개설된 이래 눈부신 성장을 보였으며, 학부의 여성학 교양교과목의 증가와 대학
원의 여성학 전공과정의 개설로 이어졌다. 대학의 여성학 교육과정은 여성주의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여성주의이론과 방법론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학문세대를 재생산하
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80-90년대 대학생들의 젠더감수성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고, 여학생회의 활동이나 여성주의 동아리모임, 대학 내 성불평등 문제의 공론화를
주도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여성노동이나 가족, 법,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들이 여성정책의
제로 채택되는데 여성운동 진영과 함께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90년대는 대학 안팎에
서 각종 성폭력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대학과 여성운동 양 진영에서 반성폭력운동이 거
세게 일어났으며, 여성학 또한 성폭력의 사회문제화에 일정 부분을 담당하였다(김승
경·이나영, 2006; 신상숙, 2008; 김영선, 2010; 이나영, 2011). 여성운동의 주요이슈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여성학자들과 여성운동 활동가들, 그리고 보수주의 진
영의 반격이 꾸준히 가시화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의 맥락에서 여성학의 제도화로 인한 딜레마나 여성학의
학문영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학 내 여성학이 자리 잡
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연구들(강정희·이숙진, 1996; 이재경, 1999; 조주현, 2000; 한정
신, 2005; 김승경·이나영, 2006; 김영옥, 2008; 배은경, 2011; 이나영, 2011; 허민숙,
2012; 허성우, 2013; 공미혜, 2014)은 주로 여성학의 제도화와 정체성 논의, 여성학 교
육과정과 교수법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한국여성학회에서도 여러 차례 여
성학 교육과정과 여성주의 연구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6) 여성학 교양과목은 초
6) 1984년 창립된 한국여성학회를 예로 들면, 1999년 한국여성학 교과과정 개발위원회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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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여성학개론 수업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이름으로 여성학의 경계를 넘나들
면서 젠더연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강의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강의자의 역량과 선택에 맡겨져 있어 여성학의 표준화와 다양성 사이의 긴장
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조주현, 2000; 김승경·이나영, 2006; 배은경, 2011).
여성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무엇을 페미니즘의 핵심 지식으로 삼을 것인가, 또
한 여성학적 지식은 누구를 대표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다루어왔다. 조주현(2000)은 한
국여성학이 어떤 지식생산구조를 가지며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 여성학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서구중심적인 이론과 방
법론으로부터 탈피하여 한국여성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었다. 비슷한 시기에 이재경(1999)도 한국 여성학의 교과과정 현황과 과제를 분석했다.
새로운 교과과정 개발의 필요성은 1990년대 후반 국내 대학의 교육환경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1990년대에 대학 내 여성학의 제도화는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지만, 1999년
당시 10개 대학에 대학원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4개 대학에 학부연계전공이 설치되어
있었다.7) 대학의 교육환경이 국내외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변화함으로써 여성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오늘날 여성학도 다른 학문영역과 마찬가지로 등재 학술지 중심의 능력평가와 다양
한 국가정책 프로젝트가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다. 김승경·이나영(2006)8)은
크숍을 주최하는 등 1996년과 1999년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고, 해외의 경우
1992년과 1993년에 학술저널인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과 Women's Studies
Quarterly에서 각각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 대한 특집호를 낸 것(최성희, 2008)과 비교해
봐도 1990년대에 국내외적으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06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여성학 교육방법론 워크
숍이 개최되었으며, 2011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여성학의 지식생산과 확대
재생산에 관한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7) 이재경(1999)의 조사 당시 10개 대학의 대학원과정은 5개 학과와 5개 협동과정으로 운영
중이었으며, 한 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 수는 제한되어 있었다. 모든 대학의 교과과정에
이론과 방법론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노동, 성, 가족, 문화, 여
성철학, 여성사, 여성운동, 정책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한편 학부 연계전공은 대학
의 ‘학부제’ 도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으나 재정적, 인적 투자 없이 체계적인 준비 부
족 상태에서 도입되었으며, 기초과목과 심화과목의 구분도 없었다.
8) 김승경·이나영(2006)의 조사에는 2005년 당시 12개 대학이 여성학 석사과정을, 1개 대학
이 문화학협동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여성학 박사과정은 4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었다.
한편 학부 여성학 연계전공은 8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었다. 이나영(2012)의 조사에는
2011년에 1개 대학의 여성학과, 8개 대학의 협동과정(박사과정은 4개 대학), 그리고 2개
대학은 문화학협동과정과 사회학과에 젠더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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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에서 지식생산의 ‘계량화’와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분석하면서 이는 여성학이
기존에 추구하던 연구방법론이 지양되고 주류 연구방법론을 흡수할 우려를 낳고 있으
며, 그 결과 여성학과 여성주의가 갖는 고유한 비판의 힘이 약화되고 대안적인 교수법
역시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학이 국가정책 프로젝트에 재정적으로 의
존하게 되는 현상은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하여 여성단체가 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외부
기금에 의존하게 되는 과정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여성학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더욱 첨예하게 제기되어야 한다는 주
장도 나오고 있는데, 허성우(2013)와 공미혜(2014)의 연구는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관계
속에서 여성주의 지식생산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허성우(2013)는 여성
학의 위기담론을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관계를 통해 재구성하며, 특히 여성학이 이론화,
전문화되면서 대중들로부터 유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녀는 여성학
이 제도화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주의교육으로 확장되어야하고, 대중들
과 재접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미혜(2014)는 부산지역을 중심으
로 여성주의 지식생산과 전문인력, 실천가를 양성하는 두 개 대학의 여성학 전공과정
과 여성연구소, 그리고 지역여성단체의 학술활동과 교육활동 분석을 통해 ‘지역’과 ‘여
성’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여성학의 상황은 한국만의 것은 아닌데, 가령 미국의 여성사학자인 조앤 스
콧(Scott, 2008)은 여성학이 사회정치적 반격과 대학의 구조조정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
는 동시에 내부 위기 또한 극복해야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여성학이 대학에
자리 잡으면서 학문의 정통성(orthodoxy)을 획득하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서 비판적 기
능이 무디어졌다고 지적한다(Scott, 2008:5-6). 사실 여성학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여전
히 주변적이고 불안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 내외부적으로 끊임없이 존재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성학의 탈정치화에 대한 비판은 여성학을
어떻게 재정치화시킬 것인가의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한다.
한편 여성학이 대학의 교육과정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
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는 1980년대와 90년
대 대학의 교과과정개혁에 여성학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이 시기 교육과정개혁의 특징 중 하나는 다문화주의가 교육과정에 통합되었다
는 점인데, 여성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논쟁이 젠더, 민족, 인종,
지역연구가 대학의 교육과정에 통합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Stor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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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elich, 2009:59-60).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1970년대 이래 여성에 대한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지만 대학교과과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비디 마틴
(Martin, 2008)은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대학이 갈수록 효율성과 가시적인 성과만을 강
조하는 현실에서 과연 여성학의 설 자리는 어디이며, 여성학이 대학 학문의 재조직화
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9)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 내 여성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관
계와 여성학이 대학의 교육과정개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평등교육에 함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여성학에서 무엇을 여성주의의 핵심지식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여성학이 제도화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여성주의교육으
로 확장되어야한다는 주장, 그리고 여성학이 국가정책 프로젝트가 안정적인 기반이 되
면서 비판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은 양성평등교육이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
서 다양하게 제도화되면서 현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젠더의
식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질문해보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도 직접 연
결되는 논의들이다.

2. 교육과 성평등 연구: ‘성평등한 교육’과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
성평등한 교육이 교육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평가하고 제거하는 것이라면,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은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교육을 의미한다.10) 이러한 개념
적 구분에 따르면 교육과 성평등을 함께 보는 1980년대와 90년대의 논의는 교육이 성
평등한 교육인가 아닌가를 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11)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적
9) 대학 바깥의 급변하는 취업시장은 대학의 인문학을 사치스럽고 시간낭비의 학문으로 만들
고 있으며, 기술과 정보의 위협은 교육자원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에서 대학 행정의 효율성, 교수와 학생 간의 효율성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
뿐 아니라 인문학까지 과학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우리 삶에 깊숙이 연관된 문제들
에 대해 질문하고, 차이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교과과정의 핵심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마
틴(Martin, 2008)은 강조하고 있다.
10) 김재춘·왕석순(1999)은 양성평등한 교육을 다시 소극적인 양성평등교육과 적극적인 양성
평등교육으로 나누고, 양성평등의식교육은 비판적인 양성평등교육이라고 구분하였다.
11) 루크와 고어(Luke and Gore, 1992)에 의하면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젠더와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당시 연구는 주로 교실과 교육과정에서의 젠더불평등을
폭로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정책 수립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그동안 수학이나 과학, 스포츠와 체육 교과목이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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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교육기회의 접근에서부터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성불평등, 학교행정
과 교원제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지적되었다.12)
교육에 있어서의 성불평등 현상에 대한 초기 논의는 주로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평등
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20세기
내내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교육년수나 대학진학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지만,13) 여전
히 전공 선택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한 선호도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양 또는 질과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지적된다. 대표적으
로 에스핑-안데르센은 이러한 학문분야 선택에 있어서의 젠더편향이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선호하는 인문학이나
간호학과

같은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학문분야는

소득전망이

낮기

때문이다

(Esping-Andersen, 2009[2014]:91).
정해숙·김연(2002)은 199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남성중심적인 표준교육과정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조화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서,
저자들은 더 나아가 양성평등의식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내용뿐 아니라 여성의 경
험과 삶, 문화를 여성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교육적 가치가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육내용 총체라고 양성평등 교육내용을 재정의하고 있다(정해숙·김연, 2002:25).
1990년대에 있었던 교육에 있어서의 성불평등 논의의 결과, 한국 교육정책에 양성평
등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14)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 성차별
생 편향적인 것을 지적하고 여학생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다. 또한 교과서 내용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고 보다 젠더중립적인 교재를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12) 정해숙·김연(2002)은 교육과정의 양성평등성은 교육과정에의 공정한 접근기회, 양성평등
한 교육내용, 여성친화적인 교수방법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실현된다고 본다. 정해숙·
김연(2002), p.4.
13) 오늘날 다수의 국가에서 교육년수나 대학진학율에서의 성별 격차는 상당히 좁혀졌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이 대학 재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
라 통계청(2010)에 의하면 2009년에 여학생의 대학진학율이 남학생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
으로 나타났다.
14) 곽삼근(2008)은 국내에서의 교육 성불평등 연구를 1970년대 후반부터 정리하면서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이 교육의 성불평등성 연구가 확산되는 첫 번째 계기라고 보는데,
이 시기는 여성운동의 확산과 여성학의 보급이 함께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1980-90
년대를 거치면서 학교 교육내용과 교과서의 성차별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동안 학교조직의 개편이나 교육
과정에서의 성불평등, 그리고 교과서 분석을 통한 내용수정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최근까
지 성평등교육 연구에서 가장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영역은 수학, 과학 및 테크놀로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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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육내용 제거 및 남녀평등의식 내용강화를 정책과제로 삼았고, 과제 중 하나로 제
6차 교육과정(1992~1997)의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다.
본 논문의 주제인 양성평등교육은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논의들은 주로 양성평등교육의 추진체계와 추진내용,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실태
와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양성평등교육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부터 교육분야에서의 성평등이나 성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교육에서의 성평등성이 아니라 ‘양성평등교육’ 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
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5) 아래의 <표 1-1>을 보면 선행연구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어
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평등한 교육과 성
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연구기관의 보고서인
경우는 양성평등교육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양성평등교
육을 의식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연구(김선희 외, 2010; 홍선영 외, 2012)에서는 성평등교육을 넓은 개념으로 사용
하고, 양성평등교육은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성평등교육의 하위개념으로 사용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와 같이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1-1> 양성평등교육 개념정의와 범위
선행연구

개념정의와 교육의 범위

김재춘·왕석순(1999)

양성평등교육은 ①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②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종식시키는 것, ③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남성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한시적으로 받아야 함
을 의미한다.

교육인적자원부(2006)

양성평등교육은 양성(兩性)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
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며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도록 촉진하는
교육이다.

야라고 지적하고 있다. 곽삼근(2008), pp.89-91.
15) ‘양성평등교육’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양성평등교육 실현방
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1999년 교육부에서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라
는 연수자료집이 배포되면서 교육 분야에서 ‘양성평등교육’ 용어가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본다. 오재림(2006),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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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숙·정미미(2007)

양성평등교육이란 우리 사회가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분업의 문제
를 인식하고,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
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교육에의 접근기회뿐 아니라 학
업성취 등 교육의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없도록 하
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의 범위는 양성평등의식교육, 성희롱예방교
육, 성교육,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전문상담원 교육을 포함한다.

김선희 외(2010)

성평등교육이란 성평등의식함양과 성평등실현을 위한 모든 교육으
로서 성인지력향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족폭력예방교육, 양
성평등교육을 포함한다.

양성평등교육이란 ①여성과 남성 등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
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②남성과 여성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별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③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
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홍선영 외(2012)

성평등교육은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 관계임을 인
식하게 하여 양성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차별, 폭력, 소외, 편견을 해소하고 평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내용에
있어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등을
포함한다.

정해숙 외(2013)

양성평등교육이란 이성관계, 가족, 직장, 일상생활 등 사회제도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업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양성평등교육의 추진체계와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한
다(이갑숙ㆍ정미미, 2007; 홍미영 외, 2010; 김선희 외, 2010; 홍선영 외, 2012). 이들
선행연구에서 양성평등교육의 범위는 양성평등의식교육 뿐 아니라 성희롱·성폭력·성
매매예방교육 및 성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조례를 만
들어 양성평등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양성평등교육의 거점기
관으로서 여성정책연구기관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들 거점기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으면서,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을 직접 운영하기도 학고, 강사은행을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홍선영 외(2012)의 연구를 보면 전문강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
가 강의연계가 되지 않아 강의기회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각 거점기관들이 강사양성프로그램이나 강사은행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현장과의 강의
연계를 활발하게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강사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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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실제로 강의의 기회로 연결되지 않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
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갑숙ㆍ정미미(2007)의 보고서는 강원도 지역 내 양성평등교육의 수요를 파악하고
통합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6)
양성평등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사기관의 78%가 실시하였다고 답하였는
데, 교육내용면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이 가장 많았다. 양성평등교육시 어려움이나 애로
사항으로는 강사풀 부족, 연수기관 섭외의 어려움, 예산부족 등을 꼽았고, 정책적 제언
으로는 통합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은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는
각종 기관과 단체이다.17) 이들 기관과 단체는 폭넓은 범위의 교육대상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는데, 직접 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와, 교육을 요청
하는 곳에 강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강사를 파견하는 경우 강의료를 누가 지
급하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발생하는데, 공공기금에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경우와 교육
을 의뢰한 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16) 지역 내 257개 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는 공공기관이
52.4%로 가장 많고, 여성단체 21.2%, 기초자치단체 10.8%, 기업체 7.2%, 사회단체 4.8%,
언론기관이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갑숙·정미미(2007), p.18.
17) 여성단체 외에 여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
되어 있는 여성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다. 여성센터는 취업교육에서부터 인문사회
교육, 그리고 스포츠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대상에서도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이나 재취업을 목표로 하
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사는 1993년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여성단체를
운영주체로 3곳에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고, 2001년 사업이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나임윤경, 2009:354-355). 여성인력개
발센터는 2014년 현재 전국에 52개 센터가 개소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17곳,
인천에 3곳, 경기도에 7곳 등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27개 센터가 있고, 사업주체별로 보
면, 여성단체와 종교단체 등 22개의 사업주체가 있는데, 그 중 한국YWCA연합회후원회가
절반인 26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취업교육이 중심이고 국비지
원프로그램도 꽤 있다. 여성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으로 위탁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여성주의교육을 교육대상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추어 설계한다면 효과적으로 여성주의교육
을 대중화하는데 좋은 거점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대학과 같이 기존의 평생교육기관을 양성평등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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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의 여성주의교육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가운데 박인혜(2011)의 연구
는 「한국 여성의 전화」에 대한 심층사례연구를 통하여 여성단체의 대중의식화교육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18) 특히 저자는 정부가 각종 예방교육을 법적 근
거를 마련하여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들과 정부 사이에 심각한 헤
게모니 각축이 발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녀는 1990년대 여성단체의 상담사업과
상담원교육이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사업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교육사업의 중요
성은 현시점에도 적용 가능한 내용이다. 한편 여성의 전화가 전국조직으로 확장되면서
임의적인

반정부단체에서

공식적인

정부협력적

조직으로

변화하였다는(박인혜,

2011:279) 평가는 페미니즘의 제도화나 젠더거버넌스의 탈정치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
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양성평등교육 추진체계가
선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이다.19) 이것은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기
도 한데, 한 지역에서 양성평등교육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실에서
누가 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어떤 강의안을 가지고 교육하는지 정확
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강의안 제작과 강사양성도 기준 없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별
로 또는 강사 개인에 의존해 마련하고 있다(홍미영 외, 2010:108)고 평가하고 있다. 이
러한 체계적이지 않은 운영실태는 양성평등교육의 현황과 효과를 파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양성평등교육 제도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양성평등교육의 제
도화 과정이나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제도화의 방식이나 방향
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양성평등교육 전개방식
은 관련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에 근거하여 교육의 내용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기능
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성평등교육의 이론적 자원 공급처로서의 여성학의 활용이나
18) 박인혜(2011)는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상담학교를 여성 대중의 의식화와 여성학 학
습을 목적하는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중교육으로 평가하고 있다. 1970년대 주부아카
데미의 여성사회교육이 있었지만 그 대상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중교육으로 보기는 어
렵다고 보았다. 박인혜(2011), p.173.
19) 양성평등교육의 추진체계는 크게 정부와 지역별 여성정책연구기관 또는 성평등교육기관,
각급 학교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등이 가시화
되어 있지만, 선행연구만을 가지고 추진체계 내부에서 개별행위주체의 업무와 역할, 그리
고 행위주체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대상의 특
성에 대한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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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연구자들과의 관계설정이 잘 구축되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이 양성평등교육의
교육주체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역동성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으
며, 특히 양성평등교육이 우리 사회 젠더관계의 변화를 지향하는 여성운동으로서의 잠
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양성평
등교육 제도화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성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20)

제3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이 절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소개하고, 논문의 연구방법인 문헌연
구와 면접조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설계되고 실행되었는지를 정리해 볼 것이다. 논
문의 연구대상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인 공무원
성인지교육,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여성단체교육, 그리고 강사양성교육으로 설정하고,
교육운영실태와 쟁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단체의 교육담당자들을 면접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질적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문헌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범위로 구성되며, 질적연구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면
접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과 범위
이 논문에서 ‘양성평등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젠더감수성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
육현장에서 공무원,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화된 교
육뿐 아니라, 여성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고 현재도 다양하게 진행 중인 여성
주의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본 논문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다양한 차원의 성평등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보
20) 선행연구에서 양성평등교육과 여성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
시 안타까운 지점이다. 양성평등교육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여성정책연구기관에 의
해 독점되다시피 하면서 여성학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의 현장에 외부강사
로서 참여하고 있을 따름이며, 여성학은 양성평등교육의 지형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여성학이 성평등교육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강사양성과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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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이유는 양성평등교육이 갖는 양면적인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기능이란 첫째, 양성평등교육을 성주류화전략으로 채택된 성평등정책의 일환
으로서 진행 중인 성평등교육정책의 주요도구로, 둘째,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사
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주의교육으로서 여성운동의 전략적 도구로 바라보는 것
이다. 본문에서는 우리 사회 양성평등교육의 다양한 교육현장을 교육의 목적에 따라
성인지 정책교육,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여성단체교육 그리고 강사양성교육으로 나누
어 교육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비교적 가시화되어있던 공공기관 중심의 성인지 정책교육, 공공기관 종사자
와 초중등교육기관 중심의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있는 여성단체의 다양한 대중교육까지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세 가지 교육이
지난 10년간 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되면서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진행되어 왔으
며,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기관, 그리고 여성단체가 우리 사회 양성평등교
육의 교육기관으로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법제화를 통해 각종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공공기관과 학교는 의무교육대상기관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1)
이 논문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자들을 만나보았다. 면접조사의 범위는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과 인천, 경기도로 한정하였고, 공공기관과 여성단체 모두 현재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여성단체의 경우 설립목적, 정치
적 지향성, 조직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성을 추구하였고, 큰 도시와 작은 도시
간 교육사업 운영에 있어서 편차를 고려하여 경기도내 다양한 규모의 도시에 거점을
두고 있는 여성단체를 포함시켰다. 여기서 여성단체의 범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곳
을 찾다보니 직능단체나 주부단체보다는 소위 말하는 여성운동단체가 주로 면접대상이
되었다. 이들 단체는 성평등이념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회운동으로 연결시키는 단체지
만, 그렇다고 해서 회원자격에 남성을 배제하거나 교육대상에 남성을 제외시키고 있지
는 않았다. 서울 소재의 여성단체들은 대부분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전국조직인 경
21) 예를 들어 성폭력예방교육은 2013년에 의무화된 교육대상의 범위가 기존의 유치원을 포
함한 교육기관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되었고, 가정폭력예방교육도
2014년 1월 31일부터 연 1회 이상의 의무교육 대상의 범위가 교육기관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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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경기도 소재 여성단체의 경우는 여성단체가 지역에 하나뿐인 작은 도시부
터 3~5개가 있는 중소도시까지 도시의 규모가 다양하며, 단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부서와의 관계나 담당자의 인식과 관심도 단체활동이나 교육사
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연구참여자의 수가 적은데, 이는 여러 경
로를 통해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교육 담당자들이 면접참여를 꺼려
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면접을 부탁하면서 사례분석 시 기관의 익명성이 보장
된다고 강조하였지만, 연구자와 통화한 사람들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지역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속기관이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였다. 상대적으
로 적은 수의 공공기관을 면접하게 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
였고, 그 외에도 접근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검색하고 활용하였다.
특히 초중등교육기관의 양성평등교육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네
개의 시(A,B,C,D)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여성단체와 청소년성문화센
터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이나 각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서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2. 연구방법
이 논문은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질적연구를 결합한 복합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논문에서 행한 질적연구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그
자료의 해석과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1) 문헌연구
우선 문헌연구는 면접조사의 전(前)단계 뿐 아니라 면접조사 이후 논문을 집필하는
전 과정에서 꾸준히 이루어졌다. 즉 문헌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이론적 자원과 선행연구 검토를 포함해서 연구주제와 연구질문을 찾기 위함이
고, 두 번째는 수집된 자료해석과 분석에 참조하기 위해서이다. 문헌연구는 크게 세 부
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로 선행연구 검토로서 대학 내 여성학의 발전과정에 대
한 연구와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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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제도화되는 배경으로서 국가페미니즘과 성주류화, 그리고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서 여성주의교육이론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교육실천에 대한 연
구들을 검토했다. 특히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교육실천은 현재 양성평등교육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함의를 갖고 있다.
먼저 여성학 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여성학
교육에 대한 연구는 여성학의 학제성과 정체성, 여성학의 제도화 과정, 여성학 교육과
정과 교육내용, 그리고 여성학의 위기담론과 미래전략에 대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단
행본과 학술논문들을 살펴보았다. 여성학 교육에 대한 연구는 무엇을 핵심지식으로 가
르칠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지난 30여 년간 대학에서 여성학이 제도화되면서 ‘학
제성의 인정’과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역할’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다.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는 양성평등교육을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
고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과 양성평등교육을 실제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주된 자료가 되었다. 양성평등교육강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의식 조사,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수
강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만족도 조사결과 등도 검토했으며, 이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을 분석할 때 참고자료로서 이용되었다.
두 번째는 양성평등교육 제도화의 배경으로 국가페미니즘, 성주류화 그리고 젠더거
버넌스 논의를 검토하였다. 우선 교육의 성평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의 역
할, 그리고 1990년대 성주류화전략의 채택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페미니즘 형성의 과정
과 여성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젠더거버넌스의 출현과 확대, 성격변화 등을 살펴
보았다. 1980-90년대 여성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었던 여성이슈들이 하나
씩 정책의제로 채택되면서 법과 제도로 만들어졌으며, 여성단체들이 1990년대 이후 정
책의제설정이나 정책실행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게 되면서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이 탈정치화되는 과정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여성주의교육이론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교육실천에 대한 문헌이다. 여
성주의교육이론은 여성주의관점에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과정 등을 분석한 선행연
구에 대한 검토이다. 여성주의교육이론은 이 논문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급진주의, 포스트모던주의 등의 사상적 분류를 따르지 않고, 분석
을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서 젠더재생산이론,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여성주의단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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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교육과정이론을 살펴보고, 이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교육실천에 대한 연구도 검토
하고자 한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여성학이 1980년대 급속한 팽창기를 거쳐 1990년
대에 접어들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동안 실험적
으로 행해진 다양한 교육실천에 대한 성찰로부터 등장하여 점차 발전하여왔다. 페미니
스트 페다고지는 고유한 교육실천의 특성으로서 첫째,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둘째, 학습자의 의식변화를 목표로 하며, 셋째, 강의자와 학습자의 상
호작용을 통한 학습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교육의 교육목적이
나 교육내용과도 맞닿아 있다.

2) 면접조사
(1) 질적 연구의 설계

이 논문의 질적연구는 기본적으로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에 기초하여 설
계되어있다. 근거이론은 1960년대 양적방법론이 사회과학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던
시기에 바니 글레이저와 안셀름 스트라우스(Glaser and Strauss, 1967)에 의해 정교화
되면서 연구방법론으로서 자리 잡기 시작하여 여러 갈래로 발전하였으며, 근거이론연
구자들은 이론이란 현장(field), 특히 사람들의 행동, 상호작용, 사회적 과정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reswell, 2007[2010]:98).22) 캐시 차마즈
(Charmaz, 2006[2013])는 근거이론의 특성을 연구참여자가 갖고 있는 묵시적인 의미와
경험에 기반한 관점과 연구자의 완결된 근거이론이 실재를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갈래의 근거이론 연구 중 스트라우스 학파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따른다.
존 크레스웰(Creswell, 2007[2010])은 근거이론의 두 가지 유형으로 안셀름 스트라우
스와 줄리엣 코빈(Strauss and Corbin, 1990, 1998)의 체계적 절차와 차마즈(Charmaz,
2005, 2006)의 구성주의 접근을 꼽은바 있는데, 이 논문은 연구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전자의 노
선을 따랐다. 후자인 구성주의 접근은 근거이론의 연구방법인 자료수집, 자료코딩, 이
22)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Glaser and Strauss, 1967)가 개발한 근거이론이 질적 연구자들에
게 귀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이론이라는 용어가 그 유용성을 상실
하는 수준까지 부풀리는 역할도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Seidman(2006[2009]),
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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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표본추출23) 등 개인의 관점, 가치, 신념, 이데올로기의 해석주의적 접근에 더 가
깝다(Creswell, 2007[2010]:99-102).
근거이론 연구의 과정은 연구주제 탐색하기, 연구질문 정하기, 현장 들어가기 및 자
료수집하기, 해석하기 및 분석하기, 이론 개발하기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홍현미라
외, 2008:27), 이 논문의 연구설계는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대략적인 연구질문을 구성한 뒤에, 현장으로 들어가 면접을 진행하면
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병행하여 한국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설명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2) 면접조사의 과정

면접조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프로
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었다. 어빙 세이
드만(Seidman, 2006[2009])은 연구자가 교육단체, 기관, 혹은 과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
는 주된 방법은 개개인, 즉 그 기관에 속해 있거나 그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타인들’의
경험을 통하는 것(Seidman, 2006[2009]:34)이며, 이러한 타인의 경험 이해에 면접이 유
용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여성단체에서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사람들을 면접대상으로 삼아서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운영실태와 쟁점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공공기관과 여성단체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자를 면접대상으로 설정한 다음 면접에 얼
마나 많은 수의 연구참여자가 필요한가를 고민한 결과 20명의 연구참여자 면접을 목표
로 잡았다. 면접대상 기관이나 단체는 각각의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을 우선적
으로 선정하여 주로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경우 기관을 직
접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함께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
인 질문이 발생한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였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
였다. 면접을 할 때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할 지 아니면 반구조화된 또는 느슨하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
23)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Glaser and Strauss, 1967)에 의하면,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이란 연구자의 연구문제나 이론적 입장과 분석틀, 실행할 분석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도출해 내고자 하는 설명을 염두에 두고 탐구할 집단이나 범주를 선택하는 것
을 의미한다. 표집전략이 중요한 것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결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Mason(1996)[1999],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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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구조화된 면접은 질문의 표준화와 질문방법의 표준화를 통해 ‘편견’을 최소화하
도록 디자인된(Mason, 2007[2010]:73) 반면,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면접과정에서 연구자
와 연구참여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상호작용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융통성을 발
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연구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질문지를 정교하게 작성하기 위해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연구계획서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잡았다. 첫 번째는 연구대상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현장 중심의 이해를 통해 연구주제와 연구질문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고, 두 번
째는 예비조사를 통해 현장상황을 인지한 다음 면접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
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위한 것이다.24) 즉 현장조사를 통해서 양성평등교육의 지
형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어디까지 잡을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자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 성인지교육, 성교육과 각종 폭력예방교육, 여성단
체교육과 강사양성교육 등 매우 다양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교
육의 전체 지형과 내부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면접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기관심의위원회(IRB)에 연구심의를 신청하
는 일이었다. 심의에 요구되는 서류를 2013년 11월 1일에 제출하였고, 수정 후 재심의
를 거쳐 2013년 12월 17일에 최종결과를 통보받았다. 심의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면접
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분석할 내용들을 고려
하면서 항목별로 세부적인 질문을 만들었다. 질문지의 주요항목은 연구참여자의 특성,
교육프로그램의 성격, 강사진, 교육일정과 교육내용, 수강생, 예산, 기획과 운영, 양성
평등교육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 등 크게 여덟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로서 공공기관의 양성평등교육 담당자에게 전화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
문하였고, 여성단체 두 곳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단체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
그램의 성격에 대해 소개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여성단체가 양성평등교육
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두 영역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성평등교육을 둘러싼 전체적인 지형과 교육현장에서의 쟁점
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예상한 대로 공공기관과 여성단체

24)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표집과 면접대상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예비조사를 통한 현장이해를 바탕으로 이후 표집전략과 면접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Mason(1996)[1999],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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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접근이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구하고 전반적인 이야
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예비조사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 연구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
게 된 점, 둘째 공공기관과 여성단체의 입장 차이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한 점,
그리고 셋째, 면접조사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은 점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면접을 진행할 때 면접참여자의 기관에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연구참여자를 찾는 과정에서 소속기관에 이번 조사에 대한 정보가 알려졌고,
대부분의 면접은 사무실에서 진행되면서 면접과정은 자연스럽게 공개되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소속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조사를 비
밀에 부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25)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소속기관의 내부회의를 통해 면접의 취지
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면접조사는 단체마다 한 명씩을 면
접하다보니 연구참여자가 그 소속기관을 대표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무엇
보다도 연구참여자에 대한 접근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단체에 먼저 연구목적을 알리고 단체로부터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면접의 특성상 연구참여자의 기억에 의해 교육현실이 재구성되는 측면이 존재
하지만,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그들의 언어, 관심,
문제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접조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
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발간한 총회자료나 교육자료집을 함께 검토하면서 연구참여자가
면접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연구참여자

면접조사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면접시간은 1시간부
터 길게는 3시간까지 소요되었으며, 평균 면접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이다. 면접은 연
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총 20명의 면접 중 17명은

25) 인맥을 활용한 접근보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참여자를 찾는 과정이 반복되었는데, 한 번
에 면접을 허락받는 경우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면서 면접을 부탁하여 면접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단체의 경우 끈질긴 부탁으로 석 달 만에 면접이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조사 후반으로 갈수록 처음 전화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면접약속을 받아내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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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나머지 3명은 커피숍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사무실 방문의 경우 면접녹음을 위하여 사무실 내 상담실과 같은 격리된
공간을 활용하였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는 면접이 끝나고 센터장과 함께 교육체
험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었
다. 면접조사 이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강사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을 알아보
기 위하여 진흥원에서 6년 동안 위촉강사로 활동한 지인을 보조적으로 인터뷰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소속된 단체 또는 기관의 성격과 직위, 소속지역, 근속년수, 연령을 정
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연구참여자는 소속단체에서의 직위는 다양하지만 단
체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자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소속은 수도권에 소재한 여성단체 13곳, 공공기관 4곳, 청소년성문화센터
3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연구참여자의 특성
사례번호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사례 9
사례10
사례11
사례12
사례13
사례14
사례15
사례16
사례17
사례18
사례19
사례20

단체성격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직위
간사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상담원
활동가
사무국장
정책부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소장
소장
회장
센터장
센터장
센터장
담당
센터장
연구원
주무관

지역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인천
서울
경기도
인천
서울
서울
경기도
경기도

근속년수
4년
5년
3년
5년
1년
7년
3년
2년
6년
15년
12년
11년
5년
13년
8년
10년
5개월
10년
8개월
2년

* 근속년수는 직위와 상관없이 소속된 단체에서의 근무기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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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30대중
40대중
30대중
40대후
30대초
30대중
30대중
30대후
40대중
40대후
50대초
50대초
40대중
40대후
30대후
50대후
30대초
50대후
30대초
30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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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사례17과 사례18은 연구참여자가 맡은 업무와 직위는 다르지만 소속기
관은 같다. 우선 연구참여자의 직위를 보면 사무국장이나 센터장, 또는 단체 부설상담
소 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무국장이나 소장, 센터장이라는
자리가 일단 소속단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경력이 있고, 단체의 전체 사업과 운영을 두
루 섭렵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근속연수는 짧게는 1
년 미만부터 길게는 15년까지 다양하며, 특히 소장이나 센터장의 경우는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성평등교육과의 전공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전공을 질문해 보았는데,
간호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문사회계열이나 사회복지학, 교육학에 속해 있으며, 대학
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한 경우도 전체 연구참여자 중 8명이나 되었다. 연구참여자 20명
중에서 센터장 두 사람은 각각 상담심리와 여성정책을 전공한 박사학위소지자이다. 대
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한 경우는 공부를 마치고 여성단체활동을 시작한 경우와 여성
단체활동을 하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성학 공부를 하게 된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후자의 경우는 성공회대 NGO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실천여성학과정을 거친 사례
가 여럿 있다.
하지만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여성단체에서 활동가로 근무한다는
것은 내부활동가교육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여성주의에 대한 공부와 훈련에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6) 한편 연구참여자들의 경력을 보면 현재 소속
되어 있는 단체 이전에 다른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우가 많았고, 대기업에
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우도 소수 있었다. 특히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의 소
장인 경우 상담원교육에 수강생으로 참여하면서 소속 단체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경우
도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
며,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서 여성정책에 대해 누구보다도 현장에 기반한 정
책적 관심과 함께 참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정책적
관심은 끊임없이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이어지
고 있다. 연구참여자가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

26) 한 연구참여자는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한 후 여성단체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여성단체
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하게 될 줄 알았다면 굳이 대학원을 가지 않았을 거라고 면접
중간에 언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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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연구참여자단체가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였지만, 면접과정에서 두 가지 기준, 즉 소속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사
업이면서 다년간의 지속성이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연구참여자와의 업무관련성을 고
려하여 단체마다 몇 개의 대표적인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질문하면서 면접이 진행되
었다.

제4절.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논문의 이론적 자원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가페미니즘과
성주류화, 젠더거버넌스 논의로서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양성평등교육이 성평등정책
의 하나로 채택되는데 있어 국가의 성격과 정책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유
용하다. 또 하나는 여성주의교육이론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교육실천에 관한 논의인
데, 양성평등교육이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론과 교육실천
을 제시해 주고 있다.

1. 페미니스트 정책에 관한 연구
1) 국가페미니즘과 성주류화
이 논문의 일차적인 연구대상인 양성평등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국가페미니즘(state
feminism)이 형성되고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전략이 채택되면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국가페미니즘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
지만27), 그 이전에도 여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논의나 여성주의 국가관에 대한 논의
27) 마주르와 맥브라이드(Mazur and McBride, 2007)에 의하면, 1980년대 서독에서 일군의 학
자들이 ‘국가페미니즘’ 개념을 사용한 것은 동유럽이나 소비에트연합에서 여성운동이 공산
당 내부에서 진행되면서 여성운동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들은 국가페미니즘 개념이 3단계에 걸쳐 발전해왔다고 보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젠더나 여성이슈에 초점을 둔 국가행위의 범위를 묘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성정책기구의 연구와 연결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성운동이 국
가 내부에서 여성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리고 왜 여성정책기구와 연대하
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Mazur and McBride(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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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의 여성주의 국가 연구는 단일한 행위자로
서의 국가가 친여성적인가 또는 반여성적인가/가부장적인가라는 식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배선희, 2007:36). 그동안 여성주의 국가 연구에서 가
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가부장적 국가론은 국가는 일차적으로 남성중심적이며, 남성
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본다. 여기에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논리를 첨가하
여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국가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유주의 여성
주의는 국가를 다소 젠더중립적인 것으로 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참정권이
나 교육권, 재산권의 획득을 강조함으로써 국가가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 획득에 초점
을 두었고, 그러한 권리의 평등을 기회의 평등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여성주의 국가론에 등장한 새로운 쟁점들 중 하나는 국가를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가 각축하는 장으로 보자는 관점
의 전환이다. 이것은 국가페미니즘 논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이해관계가 각축
하는 장으로의 개입이 여성운동의 새로운 목표로 자리 잡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페미니즘 개념은 여성정책기구(women's policy agencies),
여성지위향상국가기구(national machiner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또는 양
성평등기구(gender equality machinery)를 지칭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Kantola and
Squires, 2012:383). 따라서 국가페미니즘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국가 기반의 정책
형성 메카니즘을 사용하고,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국가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Kantola and Squires, 2012:384).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여성정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성주류화는 국
제기구의 영향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성
주류화는 이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국가페미니즘이 등장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또한 여성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도 기존의 발전에서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여성과 발전(Women And
Development) 단계를 거쳐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으로 변화한다.28)
pp.502-504.
28) 이러한 개념의 진화는 개발담론 속에서 여성의 이슈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1970년대 개발담론 초기의 관점이 젠더관계에 대한 통찰 없이 개발과정
에서 여성의 자원에의 접근을 강조하였다면, 점차 남녀의 젠더관계에 대한 사회구조적 분
석이 강조되면서 젠더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방식에 주목하게 되고, 그러한 젠더분석의 결
과를 정책형성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참고로 배선희(2007)는 김영삼 정부의 여성
정책 수준을 WID단계, 김대중 정부는 GAD단계,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GM단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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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리즈(Rees, 2005)는 성주류화가 양성평등이슈를 다른 정책의제와 통합시키는
하나의 정책적 접근이라고 보면서 성주류화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째, 개별
인간을 완전한 인격체(whole person)로 간주하는 것, 둘째, 민주주의 원칙, 셋째, 정의,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equity)이 그것이다(Rees, 2005:564). 특히 인간을 완전한 인격
체로 간주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며, 남성과 여성
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가페미니즘 논의에서는 국가페미니즘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서 시장페미니즘(market feminism) 개념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요한나 칸톨라
와 쥬디스 스콰이어즈(Kantola and Squires, 2012)에 의하면, 이제 국가페미니즘 개념
으로는 국가와 여성주의 활동가들의 공조체제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며, 신자유주의 시
장메카니즘의 영향으로 새로운 거버넌스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시장은 경
계가 모호해지고, 시장 메카니즘의 영향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계속 강조되며, 정부는
이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데만 초점을 둔
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단체 또는 비정부기구(NGOs)와의 공동협력을 통해서 서비
스가 제공되며, 이러한 정책시행과정의 변화는 여성단체의 정치적 실천과 우선순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는 여성단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위협이기도 하다. 여성단체는 젠더전문가집단으로 변모하면서
역시 시장지배의 메카니즘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시장페미니즘 논의는 우리나
라의 여성정책기구와 여성단체의 상호작용과 역할의 변화를 분석하는데도 참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여성정책기구가 여전히 국가페미니즘의 성격을 띠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 가운데 월비(Walby, 2011)는 페미니즘의 제도화에 주목하면서 페미니즘 개념
의 확장을 제안한다. 페미니즘이 살아있지만 예전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는데, 페미니즘이 주류권력이나 의사결정기구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9)
한편 김경희(2009)는 한국의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흐름이 국가페미니즘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데, 이 논의는 앞서 칸톨라와 스콰이어즈(Kantola and Squires, 2012)의
한다.
29) 199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핵심활동은 국가참여이며, 이후 페미니즘의 방향은 저항
(protest)이 아니라 참여(engagement)로 변화하였고, 성폭력처벌 입법화나 경제이슈의 주
류화에 주력하였다. Walby(2011),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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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페미니즘 논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김경희는 우선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시기에 국가페미니즘이 형성되었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페미니즘이 안착되
었다고 본다. 그동안 여성운동에서 주장하던 여성주의적 이념들이 법제화운동을 통해
관철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호주제 폐지라고 본다. 하지만 2005
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여성정책이 일가족양립정책으로 수렴되
었고, 신자유주의 경제흐름으로 여성들의 계급적 차이가 견고해졌지만 그것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녀가 결론에서 국가페미니즘에 대한 재고와 성찰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여성운동과 국가가 관계 맺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든다. 칸톨
라와 스콰이어즈가 앞서 말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출현과 그로 인한 여성운동의 변화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 젠더거버넌스
국가페미니즘의 특징 중 하나는 민관 협력사업의 확대이며, 오늘날 젠더관점이 통합
된 민관협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젠더거버넌스(gender-governance)가 사용되고 있다.
원숙연 외(2006)는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매우 적합
한 영역으로 특히 여성운동이 국가를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법·제도 개선운동에
주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젠더거버넌스 개념을 젠더에 방점을 찍는 경우와 거버넌스
에 방점을 찍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젠더에 강조점을 둔 경우는 젠더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하며, 젠더는 사회적 관계의 구성체이고 권력관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권
력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며, 거버넌스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는 거버넌스가
다양한 행위체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정책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에 관심을 둔다고 본다(원숙연 외, 2006:90-92).
이러한 젠더거버넌스의 확대와 그로 인해 개별행위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변화의
지점들은 많은 논의를 낳고 있다. 여성정책기구와 여성단체 간 협력체제에 대한 분석
이나 여성운동의 제도화 논의들(Lang, 2000; Walby, 2011; 원숙연 외, 2006; 김은경,
2008; 이재경 외, 2009; 신상숙, 2011; 정인경, 2013; 안경주, 2013)이 지속적으로 생산
되고 있다. 사빈느 랭(Lang, 2000)은 독일 여성운동의 제도화 분석을 통해서 페미니즘
의 NGO화에 대해 연구하였고, 실비아 월비(Walby, 2011) 또한 페미니즘의 제도화에
대해 분석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국가참여에 대해 논의하였다. 젠더거버넌스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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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되는데, 많은 경우 사업의 자율성이나 재정분담율을 기준으로
정부 주도인지, 단체주도인지, 파트너관계인지를 유형화한다.
젠더거버넌스의 유형에 대한 몇 가지 분석을 들여다보면, 우선 김은경(2008)은 여성
부와 여성단체 간 공동협력사업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여성단체가 재정분담율에 있어
서는 여성부에 의존적이지만, 사업내용결정권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동반자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30) 특히 동반자모델로 볼 수 있는 보조적
인 두 가지 판단근거로 여성단체와 정부관계가 상호구성적이냐, 여성단체와 정부가 상
호세력화되느냐를 보았는데, 둘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신상숙(2011)은 여성정책기구가 정부 안에서 고립되고, 거버넌스도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점차 무너지면서 젠더거버넌스가 동반자 관계라기보다는 대행자 역할에 머
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31) 이재경·김경희(2012)도 우리나라 거버넌스
는 전문가-관료주의 모델이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인경(2013) 역시 젠더거버넌스의 함정에 대해 논의하는데, 현재 여성의 현실에 기반
하지 않은 젠더평등의제는 공허한 울림일 뿐이며, 정부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민주
적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정인경, 2013:241). 젠더거버넌스의 관계변화에
대한 논의들은 이 논문의 분석대상의 하나인 여성단체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
어서 외부기금 의존도를 고려해 볼 때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여성단체와 관련하여 볼 때 대표적인 협력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여성
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이다.32) 이 사업추진으로 여성단체 중 일부
는 여성부가 설정한 기획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만, 제한된 예산을 골고
30) 김은경(2008)은 여성부의 공동협력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선정과제와 선정
단체를 분석하였는데, 5년간 기획과제가 416개, 일반과제(자유주제 공모)가 105개로 기획
과제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지만, 여성부가 주도하는 기획과제의 주제 자체가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과제와 일반과제의 구분이 정부주도냐, 여성단체 주
도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다고 보았다. 김은경(2008), pp.77-81.
31) 신상숙(2011)은 2009년 2월 행정안전부가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
한 단체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방침을 밝혔고, 이러한 방침은 여성
부, 노동부 등의 공동협력사업 선정뿐 아니라 지자체 수준의 보조금 지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신상숙(2011), pp.181-182.
32)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의 법적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4장 30조와 제5장 32조의 ‘여성
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다. 이 두 조항은 여성발전기금의 용도가 여성단체의 지원 등
에 있으며,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이나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선희(2007), p.145,
각주 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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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분배하다보니 선심성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현장경
험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단체를 중심으로 위탁운영 방식으로 관리되는 상담소나 센
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앞서 시장페미니즘 논의에서 정부와 여성단체 간의 새
로운 관계설정을 의미하며, 조직역량이 강한 일부 여성단체가 젠더전문가집단으로 자
리매김하면서 국가정책의 대리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
다. 정부와 여성단체 간 협력관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제도적 선택성33) 개념
역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페미니즘의 형성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젠더거버넌스의 성격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정부나 여성단체의 역할과 성격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
은 기존의 국가페미니즘 논의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변화의 지점들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나 여성단체 모두 신
자유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효율성 원칙(principle of efficiency)
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젠더거버넌스의 관계유형과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매우 논쟁적이며, 최근에는 탈거버넌스 현상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신상숙, 2011; 이재경·김경희, 2012).

2. 여성주의교육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양성평등교육이 법률에 명시된 교육목적이나 실질적인 교육내용 면에서
여성주의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주의관점을 가진 교육이
론과 교육실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여성주의교육이론에서 교육과 젠
더는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 여성주의관점의 교육연구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양한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그동안 여성주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현장
에서 시도되어 온 새로운 교수법으로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교육실천의 내용을 들여

33) 제도적 선택성(institutional selectivity)이란 위슬러와 기우니(Wisler & Giugni, 1996)가 유
럽 4개국의 사회운동을 비교·분석하면서 사용한 개념으로서, 그들은 정치제도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제도에 친화적인 운동을 수용하고, 기성 제도와 어긋나는 운동을 배제하는,
이른바 제도적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주체들 간 해석틀의
경합(frame struggle)은 제도적 선택성 기제가 작동함에 따라 정리되고, 제도에 친화적인
운동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정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
워진다는 것이다. 신상숙(2011),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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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고자 한다.

1) 여성주의교육이론
여성주의교육이론(feminist educational theory)은 여성주의관점에서 교육의 역할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교육이론을 주로
사상체계에 따라 분류하였으나34) 본 논문에서는 여성주의 교육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젠더재생산이론과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여성주의단계이론과 교육과정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주의교육이론은 지식이나 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Hartsock,
1983; Haraway, 1988; Harding, 1991[2009])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식과 앎의
방식에 대한 여성주의의 문제제기는 여성주의입장이론(feminist standpoint theory)으로
발전하는데, 입장이론은 맑시즘의 계급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낸시
하트속(Hartsock, 1983)에 의하면, 계급사회에서 성별분업에 따라 남녀에게 다르게 요
구되는 행위는 다른 인식론과 존재론을 형성하게 된다.35) 샌드라 하딩(Harding,
1991[2009])도 여성들의 차별화된 삶은 과학적 문제들의 출발점으로, 과학적 증거들의
원천으로, 지식 주장들의 정당성에 대한 감시자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Harding, 1991[2009]:191).36) 다나 해러웨이(Haraway, 1988)가 발전시킨 상황적 지식
(situated knowledge) 개념 역시 모든 지식은 투쟁적인 권력의 장에서 응축된 결점
(condensed node)이며, 과학도 하나의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입장
34)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여성주의교육이론에 대한 설명은 주로 여성주의의 사상적 분류체
계인 자유주의, 사회주의, 급진주의, 문화주의, 포스트모던주의, 탈식민주의 등으로 나누어
검토되었다. 예를 들면 곽삼근(2002)은 여성주의교육이론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
다. 첫째, 전통적 여성주의 교육이론, 둘째,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교육이론, 셋째, 생태여
성주의 교육이론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상적 분류를 따르지 않고
오늘날 여성주의교육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35) 하트속에 의하면 남성은 어머니와의 분리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아
를 확립하게 되어 위계적인 이원주의의 입장을 갖게 되고, 여성은 반대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구성하게 되며, 개인 간 또는 자연세계와의 연결을 중시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 구성의 차이는 추상적 남성성(abstract masculinity)과 여성주의 입장(feminist
standpoint)을 낳게 된다고 보았다. Hartsock(1983), pp.299-300.
36) 그러나 하딩은 모든 ‘여성들의 경험’과 ‘여성들이 말하는 것’이 지식주장을 위한 정당한 근
거인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페미니스트 입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하며,
자신들을 억압하는 자들에 저항하여 일으킨 투쟁을 통해 억압받는 자들에게 지식이 드러
난다고 보았다. Harding(1991)[2009], 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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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가들은 지금까지의 지식이 지배와 종속의 패턴을 생산하고 정당화시킨다는 것을
폭로하였고, 지식생산의 당파성과 기존 방법론의 한계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
식의 가치편향성과 위치성을 염두에 두고 교육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식론적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지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주요한 장이 교육이기 때
문이다.
먼저 젠더재생산이론(gender reproduction theory)은 교육의 역할에 대한 여성주의
접근의 대표적인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여성학은 여성의 억압과 성에 기반한
차별만을 다루지 않고,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과의 상호교차
를 통한 다층적인 억압과 차별, 그리고 유지기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분석의 중심 도
구는 젠더다. 젠더를 중심으로 한 사회시스템을 일컬어 젠더레짐(gender regime) 또는
젠더체계라고 부르고 있으며, 여성학자들의 가장 큰 연구주제 중 하나는 젠더가 어떻
게 재생산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되었다. 젠더 재생산에서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기제
가 바로 교육이다. 재생산이론은 맑시즘과 부르디외의 영향으로 계급이론에서 출발하
여 오늘날 문화이론으로 확대되고 있다.37)
젠더재생산이론에 대해 비평가들은 젠더가 학업성취에 결정요인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화, 인종, 섹슈얼리티, 계급 등의 영향이 저평가되었다고 비판한다. 또한
평등에 대한 관심을 주로 학업수행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젠더재생산
이론에서 교육을 문화권력이나 문화적 부의 개념으로 정의한 것은 교육을 기존질서와
가치의 재생산에 초점을 둔 것이나 본 논문은 교육의 또 다른 가능성인 사회변혁의 도
구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post-structural feminism)이 여성주의교육이론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후기구조주의이론과 인식론은 교육에 있어서 젠더관계를 다시 생각
하도록 만들었다.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에서 섹스/젠더는 담론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
며, 따라서 젠더질서의 이원주의나 위계적 성격은 거부된다. 베키 프란시스(Francis,
37) 딜라보(Dillabough, 2011)는 재생산이론이 부르디외(Bourdieu)의 문제의식, 즉 교육이야말
로 젠더불평등 재생산의 장이라는 생각을 공유한다고 본다. 20세기 후반 젠더재생산이론
은 젠더관계와 계급의 재생산에서 교육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는 공교롭게도 자유주의 여
성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교육을 통한 여성 해방이라는 과제와 어느 정도 충돌한다. 교육이
여성해방의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이론가에 의하면 교육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를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아르노(Arnot, 2002) 역시 교육이 여성을 ‘계급화되고 성별화된
주체(classed and sexed subjects)로 만들면서 문화권력으로서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재생산이론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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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는 후기구조주의이론이 여성주의 교육연구에 미친 영향을 명료하게 정리하는데,
후기구조주의가 페미니즘에 기여한 다섯 가지 요소로 첫째, 합리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관주의, 둘째, 자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셋째, 담론과 권력, 넷째, 섹스/젠더의 해체,
그리고 다섯째, 담론분석의 해방적 잠재성을 꼽았다(Francis, 2011:80). 그리고 후기구
조주의이론이 교육에 있어 젠더연구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 특히 남녀가 각
각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담론적 맥락에서 움직이는 권력관계에 놓여있다고 본다는 점
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평가하였다(Francis, 2011:81).38)
레베카 로퍼스-후일만(Ropers-Huilman, 2009)은 여성주의교육에서 권력과 돌봄의 문
제를 다루는데 있어 후기구조주의이론을 분석틀로 사용한다. 그녀는 후기구조주의이론
이 교실환경에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권력관계와 상황적 맥락을 인지하는데
유용하다고 본다.39) 이와 같이 후기구조주의 여성주의 교육학은 오늘날 양성평등교육
의 교육설계와 교수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 번째인 여성주의단계이론(feminist phase theory)은 여성학이 개인이나 학문 영역
에 통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서, 교육과정에 여성주의를 접목하는 방식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학은 초기형성단계에서부
터 하나의 지적 혁명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
미하기도 하였으며, 여성학이 교육과정에 통합되는 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변혁
과 저항의 과정이기도 하다. 여성주의단계이론의 대표적인 두 유형으로 메리 테트로
(Tetreault, 1985, 1987)의 연구40)와 마릴린 슈스터와 수잔 밴 다인(Schuster and Van
38) 루크와 고어(Luke and Gore, 1992) 역시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은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계몽주의 인식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권력, 주체성, 목소리 등의 이슈가 강조된다고
보았다. 즉 모든 지식과 진리에 남성중심성을 비판하면서 차이에 기초한 인식론을 추구하
며, 그 결과 개인과 지식체계가 수렴하게 된다고 보았다. 권력, 주체성, 목소리 등은 오늘
날 교육환경 연구에 여성주의 관점이나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후기구조주의이론에서 유동적인 권력관계나 상황적 맥락에 대한 강조는 현실
세계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39) 한편 해러웨이(Haraway, 1991)는 앞서 언급했던 상황적 지식 논의를 통해 입장이론의 강
점과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의 통찰력을 연결시키는데(McCann and Kim, 2003:297), 그녀
는 모든 지식생산의 실천은 특정한 위치(positioning)와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
서 기존의 과학적 객관성과 대조적으로 여성주의적 객관성은 상황적 지식이라고 보았다.
후기구조주의이론에서 권력이나 주체성만큼 차이도 주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40) 테트로(Tetreault, 1985)의 5단계이론은 역사교과목에 여성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5단계이론이란 1단계(male scholarship, 남성의 경험이 보
편적), 2단계(compensatory scholarship, ‘생략된 여성’에 대한 탐색으로 소수의 여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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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e, 1985)의 연구가 있고, 카렌 워렌(Warren, 1989)은 앞의 두 단계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7단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여성주의단계이론은 다양한 학제에 여성(학)이
통합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41)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론(curriculum theory)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교육과정이론의 최근 동향에서 교육과정 분석과 페미니즘이 수렴되는 경향을 보
인다는 점이다.42)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론가인 윌리엄 파이너(Pinar, 1994[2013])의 연
구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다. 그는 기존 교육과정이 가부장
적이고 관료주의적임을 비판하면서 교육 특히 공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이 재설정되어

굴), 3단계(bifocal scholarship,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성의 차이 강조), 4단계
(feminist scholarship, 여성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 5단계(multi-focal,
relational scholarship, 남녀의 관계맺음과 상호작용 강조, 섹스와 젠더 외 인종, 계급, 성
적 지향 등 다양한 변수 고려)로 구성된다. 1981년 4주간 개최한 교수개발세미나는 인류
학, 역사학, 문학 그리고 심리학 네 분야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테트로는 단계이론의 유용
성을 강조하면서, 이 모델의 장점으로, 앞의 네 분야 뿐 아니라 어떤 학문분야에서 여성
이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 여성학의 학문적 목표와 지적인 내용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교과서 내용분석에 매우 유용하다고 보았다(Tetreault, 1985:380). 그는 이후
연구(Tetreault, 1987)에서 5단계가 선형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
기도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5단계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단계별 도전과제나 단계 간
갈등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41) 한편 닐센과 애브로밋(Nielsen and Abromeit, 1993)은 여성주의단계이론을 교과분석에 적
용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학문영역(discipline)을 설정한다. 여성학이 어떤 분야의 교육과정
개혁에 참여하게 될 때 학문영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학 내에서도 해석학적 영역과 실증주의적 영역이 있다면 해석학적 영역이 여성
학에 더 수용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의 교육과정개혁 프로그램에서 여
성학의 통합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의의를 가지며, 학문영역별로 교수법에 대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들은 교과분석을 통해 태트롤트의 5단계이론에서
는 혁명적 과정이 3,4단계에서 일어난다고 보면서 3단계를 3a, 3b로 구분하였다.
* 저자들은 1년 동안 교수개발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두 대학의 교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프로그램 참
여전후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석학적 분야(인류학, 영화학, 인문학, 외국어, 역사학,
종교학)가 실증주의적 분야(농업교육, 경제학, 지리학, 정치학, 사회학)보다 여성학의 통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ielsen and Abromeit (1993) 참조.

42) 박민정ㆍ성열관(2011/12)은 북미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연구에 대한 유력한 3개 학술지에
최근 10년간 실린 논문의 연구영역과 연구방법론을 분석하였다. 북미의 교육과정 연구 특
징 중 하나는 탈실증주의 담론의 확산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주도한 교육과정 이론가들은
파이너(Pinar, 1994[2013])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탈실증주의 담론은 교육과정에 대해 해석적, 비판적, 해체적 분석과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연구방법론 또한 질적 연구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탈실증주의 담론은 페미니
즘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간학문적,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
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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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학교교육은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비판하면
서, 학습자들이 자기 내부로부터의 탐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교육은 경험과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가능해지고, 그러한 교육방법의 하나로 ‘자
서전적 글쓰기’43)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강의자와 학습자 모두의 주체성과 행위성을
강조하는 학습법이며, 정체성의 정치학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한편 마들린 그루메와 린다 스톤(Grumet and Stone, 2000)의 페미니즘과 교육과정
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매우 성찰적이다. 저자들은 교육과정이 언제나 ‘무엇이 문
제인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제한다. 지난 수십 년 간 페미니즘 연구는 남녀로 규정하
는 삶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노력했으며, 이 때 이원주의는 교육의 핵심으로 기능해왔
다고 본다. 페미니즘의 주요 관심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중구조의 기원에 대한 탐
구라는 것이다(Grumet and Stone, 2000:187-188). 하지만 남성의 경험에 기초해 여성
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기존 체제에 대한 현상유지적 접근이라는 자유주의 페
미니즘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페미니스트 의식고양그룹과 교육과정
구성주의자들이 수렴하는 지점은 질문의 초점이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것이며, 여기서
의도성이나 성찰성이 결여되면 이러한 비판은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그루메와 스톤의 분석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그동안 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
을 미쳤지만, 그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2)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교육실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학 교육과정에 자리 잡은 여성학과 대학 밖의 페미니즘 제
도화의 결과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여성주의교육이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feminist pedagogy)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연구의 범위
는 강의(자)와 학습(자)에 대한 연구,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교과과정 및 교수방법론에
대한 연구, 그리고 크게는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으로서 교육철학을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교육실천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44)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여성주의 교육철학에
43) 파이너에 의하면 자서전적 글쓰기는 자아의 구성이자 변형, 학습이자 반학습이다. 자서전
을 통해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재구성하며, 자아의 구성은 실제적인 인간성을 구성하
는 것이 된다. Pinar(1994)[2013] pp.295-298.
44) 페다고지는 좁은 의미로는 교수법 또는 가르치는 기술에 대한 연구이지만, 넓게는 교육철
학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식고양활동으로 조별토론을 하는 것은 조별토론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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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교육실천이며, 기존의 권력과 지배를 분석하고, 교실에서 의식변화를 통해 자신
의 삶과 교실 밖 세상에 대해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천지향적인 가르침을
의미한다.45)
먼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무엇에 대한 연구인가를 살펴보면, 앤 마니콤(Manicom,
1992)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핵심은 지식과 앎의 방식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인
동시에 교실에서의 여성주의적 실천이라고 본다. 교실에서의 실천은 지배관계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발전시켜 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유
사한 맥락에서 캐슬린 웨일러(Weiler, 1995)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사회변화라는 비
전에 기초하며, 방법론과 인식론적 주장은 풀뿌리 정치적 실천, 특히 1960년대와 70년
대의 여성해방운동의 의식고양그룹 활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본다. 웨일러는 페
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세 가지 관심영역으로 첫째, 교사의 역할과 권위, 둘째, 지식의
자원에 대한 인식론적 질문, 그리고 셋째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꼽았다(Weiler,
1995:31).
레일라 빌라버드(Villaverde, 2008)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다양한 교육철학과 페
미니즘의 산물로서 교육은 사회변화의 도구라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본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비판적 페다고지46), 그리고 좋은 가르침(good teaching)은 별개의 것이 아니
며, 셋의 공통점은 바로 변화와 인식(awareness)이라고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로빈 크
랩트리, 데이비드 샙과 아델라 리코나(Crabtree, Sapp and Licona, 2009)도 페미니스트
게 이끌어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왜 조별토론이 필요하며, 어떤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45) 루크(Luke, 1996)는 기존의 페다고지가 주로 가르침의 기술에 대해 논의하였고, 여성주의
교육학자들조차 주로 커리큘럼이나 학생평가 등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권위와 지식
의 정치학이 강의자-학습자의 관계나 강의문화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루크는 교육사회학을 전공하면서 페다고지와 지식사회학을 접
목시켰으며, 강의자와 학습자간 지식의 선택, 해석,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지
식의 형성과정에서 선택의 정치학, 권위의 정치학, 그리고 성의 정치학 등에도 관심을 가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46) 비판적 페다고지(critical pedagogy)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지적 배경 중 하나로 프레
이리(Freire, 1972[2010])의 비판적(또는 해방적) 페다고지로부터 출발하였다. 프레이리의
해방적 페다고지에서 핵심 개념은 억압, 의식화, 인간화, 그리고 대화이다. 그리고 그의
교육을 통한 해방의 목표는 인간화이다. 비판적 페다고지는 크게 보면 억압적인 사회조건
과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의와 평등이 어떻게 사
회적으로 규정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비판적 페다고지의 교육목표와 내용은
많은 부분 페미니즘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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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다고지가 크게 보면 페미니즘 이론과 페미니즘 원리에 기초한 가르침의 철학과 실천
이라고 정의한다. 무엇을 가르치는가와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대화와 성찰에 비판
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베레니스 피셔(Fisher, 2011)는 강의기술보다 강의목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보면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몇 가지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무엇보다도 평등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며, 커리큘럼에서도 젠더편향적이지
않아야 한다. 둘째, 개인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학교 교육은 남녀 모두의 돌봄
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권력의 차이와 젠더 부정의(gender
injustice)에 주목해야 하며, 학습과정은 학생들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 넷째, 후
기구조주의자들의 영향으로 텍스트 해체를 통해 정체성의 정치학에 도전해야 한다
(Fisher, 2011:203-208). 피셔의 강의목표에 대한 강조는 양성평등교육의 핵심내용을 무
엇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질문에 답을 제시해 준다. 미쉘 웨버(Webber, 2006)도 페미니
스트 페다고지가 젠더관계와 젠더억압에 대한 이해와 가시화, 사회변화 추구, 비판적
사고 함양, 학생의 임파워먼트 등을 목표로 삼으며, 학습자원으로서 경험을 중시한다고
본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연구들을 이슈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페미니스트
교실에서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연구(Weiler, 1995; Colwill and Boyd, 2008;
Ropers-Huilman, 2009; hooks, 2010)를 보면, 웨일러(Weiler, 1995)는 페미니스트 교사
에게 권위가 모순적이라고 보는데, 교사는 제도화된 권위-학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학생
을 평가하는 것-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주의의 영향으로 권력획득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을 임파워시키는데 자신의 권위를 내주어야하기 때문이다. 로퍼스-후일
만(Ropers-Huilman, 2009)은 페미니스트 교육자로서 권력과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책
임인지 깨닫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고, 벨 훅스(hooks, 2010)도 교사와 학생 간 파트
너십을 통해 상호존중과 돌봄의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로 페미니스트 교실이 안전한 공간인가에 대한 연구들(Macdonald and
Sanchez-Casal, 2002; Villaverde, 2008; Lee, 2008; Kishimoto and Mwangi, 2009;
hooks, 2010)은 주로 대화와 토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 이슈를 다루고 있다. 에이
미 맥도날드와 수잔 산체스-캐살(Macdonald and Sanchez-Casal, 2002)은 토론과정에서
학생과 연구주제(대상) 간 안전한 경계(comforting boundary)가 부재하다고 평가하였
고, 빌라버드(Villaverde, 2008)는 학생들이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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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열린 대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넷 리
(Lee, 2008)는 여성학 강의에서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인 성폭력에 대해 다룰 때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훅스(hooks, 2010)는 페미니스트 교실은 모든 믿음체계가 흔들리는 공간이므로, 안전한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 간 믿음과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며 상호존중
과 배려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로 교수방법론에 대한 연구(Dunn, 1993; Freedman, 2009; Wood, 2009;
Muzak, 2011)는 여성주의 강의실에서 자주 채택되는 대화와 토론, 소그룹활동, 글쓰기
과제, 그리고 현장실천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 에스텔 프리드만(Freedman, 2009)은 소
그룹활동으로서 조별토론이 학생들의 의식고양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하였고, 캐
슬린 던(Dunn, 1993) 역시 지속적인 대화가 학생들이 지식을 구조화하는데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하면서 소그룹활동을 권장하였다. 한편 줄리아 우드(Wood, 2009)는 전체
토론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목소리가 옳은 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의 차
이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삼고 전체토론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연구의 선두주자 중 한 사람인 훅스(hooks, 1984[2010],
2000[2002])는 페미니즘이론이 점차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학문적으로 게토
화되고, 페미니즘사상이 아카데미화되고 탈정치화되어 페미니즘운동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모든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주의교육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hooks, 2000[2002]:60-62).47) ‘대중적인 여성주의교육’에 대한 훅스의 강조는 이 논
문의 문제의식과 연결되며, 양성평등교육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양
성평등교육은 훅스가 강조하는 페미니즘의 전파가 아니라 젠더감수성향상을 목표로 하
고 있지만, 훅스 표현대로 양성평등교육에는 페미니즘이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
키는 요소들이 잘 녹아들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논의의 많은 부분들은 양성평등교육과 연결된다. 특히 피셔
(Fisher, 2011)가 강조한 바와 같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평등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
고, 권력의 차이나 젠더부정의에 주목해야한다는 점은 양성평등교육의 고유한 특성이
47) 훅스는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페미니스트 교육을 제공하는, 대중적 기반의 운동을 창출하
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은 대다수 주류 매체에서 생산되는 부정적
정보에 의해 언제나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 페미니즘이 우리 삶을 얼마나 다양한 국면에
서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hooks(2000)[2002],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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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빌라버드(Villaberde, 2007)가 교육을 사회변화의 도구로 전제한 것 또한 이
논문의 관점과 연결된다. 양성평등교육이 젠더권력관계의 변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와 같이 양성평등교육 연구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교육실천
전략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자가 볼 때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중요한 이유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고유한 세 가지 특성에 있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교육에
있어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학습자의 의식변화를 목표로 하며, 강의자와 학
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정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차례대로 살
펴볼 공무원의 성인지교육부터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여성단체교육, 강사양성교육에
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분석틀과 연구질문
이론적 자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성평등교육정책의 정책환경으로 국제기구의 영
향, 국가페미니즘, 성주류화, 젠더거버넌스를 상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양성평등교육
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는 페미니즘은 전지구화나 신자유주의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
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화를 통
해 확산된 양성평등교육도 정책환경과 외부환경의 변화나 교육운영주체와 교육대상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끊임없이 협상과 수정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것은 성주류화전략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정책연구자들에 의하면 성주류화는 근본적으로 변혁적 전략으로 간주되는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변혁적일 수밖에 없으며 성불평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키 벌루(Verloo, 2005)는 성주
류화전략이 사회의 모든 체계와 과정상의 젠더화된 것(genderedness)을 바로잡아 나가
는 것을 의미하며, 성불평등은 변화하는 대상(moving target)이기 때문에 전략은 유연
하고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Verloo, 2005:347)고 강조한다. 이는 양성평등교육이 성주
류화전략의 일환으로 채택된 정책으로서 처해 있는 현실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
월비(Walby, 2011)에 의하면 성주류화전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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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형성과 실행을 통해 페미니스트 목표를 달성시키고 여성운동의 정치적 기
회구조가 확장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운동의 목표를 협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급진성이 후퇴하게 된다. 즉 성주류화전략은 페미니즘에 기회인 동시에 위
험이지만, 페미니즘의 제도화가 부정적이지만은 않으며, 페미니즘 개념의 확장과 새로
운 페미니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여성정책과 진보여성운동의 교착
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큰 논의이다.
멜리사 하우스만과 버깃 사우어(Haussman and Sauer, 2007)가 편집한 RNGS
(Research Network on Gender, Politics, and the State) 보고서는 여성운동과 국가페미
니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4개국의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14개국
의 개별 보고서는 국가별로 정책 중 핫이슈 몇 개를 선정한 다음 그 중 하나의 정책논
쟁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의 분석모델은 독립변수로서 여성운동주체의 성격
과 정책환경, 매개변수로서 여성정책기구의 성격과 활동,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여성운
동의 영향과 국가의 대응을 꼽고 있다. 즉 개별 국가에서 정책의 성공/실패는 여성운
동단체의 성격과 정책환경, 그리고 여성정책기구의 성격과 활동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
라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변수로서의 정책환경은 공식적인 규칙의 존재유
무와 정책논쟁에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 범위에 따라 개방적, 다소 폐쇄적, 폐쇄적으
로 유형화가 가능하며, 매개변수로서 여성정책기구는 여성정책기구의 젠더틀(gender
frame)이나 운동 목표에 따라 내부자, 비여성주의, 주변적, 상징적이라는 네 가지로 유
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분석틀은 벌루, 월비, 하우스만과 사우어 등의 논의를 참고하여 다음의
<그림 1-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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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논문의 분석틀

분석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책환경의 변화는 국내외의 정치경제를 둘러싼 환경
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의 영향에서부터 국가의 성격에 이르
기까지 성평등정책이 도입되는 정책적 배경을 의미한다. 성주류화가 여성정책패러다임
으로 채택되고 성평등의제가 정책화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학교, 여성단체를 중심으
로 양성평등교육의 주체가 구성되었고, 기존의 교육과 여성학, 여성운동이 만나면서 성
평등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성평등교육의 핵심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현실과 지식 사이의 긴장과 역동성
이야말로 여성학 교육 고유의 특성이기도 하다.48) 성평등교육 역시 지속적인 사회문화
와 의식의 변화를 교육콘텐츠에 접목시켜야 하며, 비전과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다음 장부터 전개될 논문의 구성은 <그림 1-2>와 같다.

48) 성평등교육은 사회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하고 있는 여성주의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집
단적인 학습과 지식생산의 과정(Manicom and Walters, 2012)이다. 성평등교육은 교육대
상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젠더관계와 사회문화, 성평등
정책을 재교육시키는 일종의 대중교육 또는 사회교육으로 기능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정치적 환경 속에서 함께 변하고 있는 여성주의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학습과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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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논문의 구성

양성평등교육은 제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교육주체가 개입하면서 광범위
한 교육대상을 상대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와 개념, 실천의 각
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살펴본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양성평등은 오늘날 다양한 가치들, 예를 들면 인권이나 정의, 평등과 같은 가
치들과의 경합이 불가피하고, 여성주의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킨다.
양성평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정책보고서의 성격을 띠
면서 교육안의 표준화나 강사역량과 관리 문제,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의 교육주체와 교육대상별 현황을 살펴
본 다음, 교육현장에서의 쟁점을 바탕으로 변혁의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는 한편으로 국가페미니즘의 일환이지
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와 여성주의교육의 사회적 확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의 양성평등교육에 여성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둘 다 사회의 젠더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중교육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둘러싼 정책환경은 어떠한
지,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쟁점은 무엇인지 교육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하여 자세
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페미니즘의 제도화는 페미니즘의 목표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을 비가시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양성평등교육 또한 페
미니즘의 제도화이자 확장이지만, 실행과정에서 많은 장애물로 인해 협상과 수정이 불
가피하며, 제도화의 딜레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주의 목표의 본래적 이념이 희
석되거나 성과위주의 형식적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젠더거버넌스의 영향으로 여
성단체의 성격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논문에서 제기하는 연구질문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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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양성평등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적 배경 하에 제도화되었으며, 그 과정
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제도화의 결과 현재의 추진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를 질
문해 본다. 제도화된 양성평등교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은 국
가페미니즘의 산물이지만, 교육에 대한 성평등적 관점에서의 비판은 이미 1980년대부
터 시작되었고, 여성단체 또한 같은 시기에 다양한 이름으로 대중교육으로서의 여성주
의교육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성주류화 전략이 채택되면서
양성평등이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법과 제도
로서 양성평등교육이 자리잡게 되는데, 이러한 전체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에는 어떠한
법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교육대상이 어떻게 설정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앞서 살펴본 법적 기반과 추진체계 위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
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고, 이러한 제도화된 교육들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이 되고 있는지
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
는 양성평등교육을 교육목적에 따라 공무원 성인지교육,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여성
단체교육, 강사양성교육으로 나누어 운영실태와 쟁점을 분석할 것이다. 각 교육들은 교
육주체와 영역이 상당부분 중첩되지만, 목적에 따라 판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면도 있
다. 공무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주로 공공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성
교육과 각종 폭력예방교육은 공공기관과 여성단체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여성
단체의 다양한 대중교육도 대부분 공공기금 기반의 ‘프로젝트’로서 진행되고 있어 공공
부문과 긴밀히 연결된다.49) 따라서 젠더거버넌스는 양성평등교육의 주요한 사업운영방
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여성단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민하고
자 한다.
셋째, 두 번째 연구질문에서 파악한 양성평등교육의 현황과 쟁점을 근거로, 우리나라
양성평등교육 제도화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변혁적 교육으로서
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지 질문해 보고자 한다. 교육현장에서 교
육담당자들이 느끼는 쟁점과 도전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양성

49)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출현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지점이다. 정부와 여성단체 간 협력사업은 공공시설의 위탁운영이나 공동
협력사업으로 나타나는데, 둘 다 양성평등교육과 무관하지 않은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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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가와 강의안을 어떻
게 개발해야하는가의 질문으로까지 연구질문을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현장의 쟁
점이나 도전과제는 앞서 이론적 자원 검토에서 살펴본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을 기
준으로 삼아 현재 양성평등교육이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
는지, 교육대상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서 어떠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강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함께 질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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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양성평등교육 도입의 정책적 배경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되는 정책적 배경으로 국제협약의 영향과 1990
년대 국가페미니즘의 형성과정, 성주류화전략의 채택과 그에 따른 성평등의제의 정책
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양성평등교육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정리해 본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성평등한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 양
성평등교육이라는 정책 용어가 등장하면서 교육부와 여성부를 중심으로 성평등을 가르
치는 교육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1. 국제협약의 영향과 국가페미니즘의 형성과정
교육에 있어서 성불평등 연구나 성차별 금지에 대한 법제화는 국제기구와 국제협약
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모든 사람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아
야 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유엔(UN) 세계인권선언(1948년)에서 천명하였
고, 1960년 유네스코(UNESCO)는 교육차별금지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을 채택하여 교육에서의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더 나아가
유엔은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채택하여 여성차별 금지와 권리보장을 주장하였고,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84년 비준하였다.50) 오늘날 유엔개발계획(UNDP)을 비롯한 각
종 국제기구와 단체에서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성불평등지표들과 그것에 근거하여 산
출된 국가순위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으로 작
용하고 있으며, 성불평등 문제를 사회이슈화하고 정책의제로 삼는데 하나의 준거틀로
50) 이외에도 유엔은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채택하여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강
조하였다. 민무숙 외(2006),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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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으로 성주류화가 채택되면
서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발 빠르게 여성정책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인 것은 여성정책패
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성주류화전략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
대 중반 이후 국가페미니즘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교육
이 정책차원에서 도입된 것 역시 1990년대 국가페미니즘이 자리 잡은 것이 한 몫을 담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국가페미니즘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지
만, 연구자에 따라 등장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김은경(2005)은 한국에서 페
모크라트가 형성된 배경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신설 등으로 제도
권 내 여성운동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민주화운동세력이 정치세력
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으며,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이 여성운동
내부에서 제기된 것(김은경, 2005:45) 등을 등장배경으로 꼽았고, 배선희(2007)는 김영
삼 정부의 출범 이후를 국가페미니즘의 도입기로(배선희, 2007:24)로 보았고, 김경희
(2009)는 김은경(2005)과 유사하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여성운동진영과 정부가 여성문
제 프레임에 수렴하면서 여성운동의 아이디어와 인적자원이 행정부와 의회에 투입되면
서 국가페미니즘을 형성하게 된다고(김경희, 2009:18) 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국가페미니즘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여성운동역량의 성숙이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는 여성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시점으로 다양한 여성단체의 설립과 함께 사회
민주화운동과 개별 부문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여성운동에서 축적된
힘과 지식은 1990년대 이후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51)
국가페미니즘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들(배선희, 2007; 김경희, 2009; 황영주, 2011)
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배선희(2007)는 1990년대 중반 ‘여성발전기본법’ 제
정과 ‘근로여성기본계획’ 수립 등을 국가 차원에서 여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시도되는 시
51) 황정미(2005)는 1990년대 여성정책의 형성과정에 여성운동단체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분석하면서 그 토대를 마련한 1980년대의 여성단체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즉 1980
년대 여성단체들은 페미니즘의 이념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양성평등의 가치를 정부
가 수용하도록 요구하였으며(황정미, 2005:41),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단체들의 정책
활동이 활성화되어 여성정책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게 놓게 된다. 1990년대는 가족법개정
(1990)부터 남녀차별금지법(1999) 제정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의 법적 기초가 광범위하게
마련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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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보아 국가페미니즘의 도입기로 본다(배선희, 2007:121).52) 하지만 당시 여성정
책전담기구인 정무장관(제2)실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법률안 제안권이 없었으며, 여
성관련 업무에 대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김대중 정부의 여성특별위원
회 역시 대통령직속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은 가능하나 의결
권이 없어 권한은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본다(배선희, 2007:127-128). 즉 1990년대 전반
에 걸쳐 국가페미니즘의 핵심인 여성정책기구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위상과 권한이
매우 취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표되어 여성부가 설치
되면서 여성정책의 기획, 조정뿐 아니라 집행과 평가도 수행하게 되고, 법률안 제출권
과 제정권도 보유하게 되었다(배선희, 2007:132).
국가페미니즘 활성화에 국가권력의 성격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은 황영주(2011)
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주는 스웨덴, 호주, 한국의 3개국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페미니즘이 활성화되는 조건을 탐구한다. 비교연구를 위해 3개국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스웨덴을 북유럽모델의 전형으로, 호주는 페모크라트 중심의 유형
으로, 그리고 한국은 비서구권에 속하며 성주류화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에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3개국에서 여성정책기구와 젠더평등정책
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분석결과 3개국 모두 국가권력의 변화가 국가페미니즘 활성화
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초국가적 거버넌스의 영향은 비서구권인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젠더평등정책은 3개국 모두 성주류화를 수용하였다고 본다.
특히 주목할 점은 3개국 사례를 통해서 본 여성정책기구와 여성운동의 관계인데, 여성
운동의제가 국가기구에 흡수되고 제도화되면서 여성운동이 약화되거나 보편적인 평등
정책으로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가페미니즘이나 여성정책실행에 국가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우리나라 여성
정책기구의 핵심인 여성부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존폐논란을 경험하였고 주요정책과제
가 조정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커다란 설명력을 갖고 있다. 지금도 예산이나 조직
규모 면에서 작은 부처에 속하기 때문에 성주류화정책이나 젠더거버넌스 관계에 가장
큰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53)
52) 배선희는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에서 종합적인 여성발전기본계획이 채택되기는 하지
만, 국가페미니즘은 정부에 의한 여성정책의 제도화가 여성운동계와의 정책 제휴 및 정책
공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국가페미니즘 등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다. 배선희(2007), pp.121-122.
53) 한편 배선희는 1990년대 한국 국가페미니즘이 도입되어 발전하게 된 주요 동인을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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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페미니즘 형성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2001년 여성부의 신
설이다. 여성부의 설치는 여성정책기구가 상설화되고 조직화되는 출발점으로서 기여하
였고, 기존의 여성정책으로 분류되던 업무들에 대한 타 부처로부터의 이관과 함께 새
로운 업무의 발굴과 확대로 이어졌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에 이
어 2001년 여성부의 신설은 국가페미니즘의 도구이자 목표로서 안정적인 여성정책기구
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개편을 경험하
게 되고, 특히 보육정책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보육업무를 주고 받
음으로써 여성부와 여성가족부의 명칭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54) 2014년 현재에
도 일가정양립정책은 여성가족부의 매우 중요한 가족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업
내용면에서는 보육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5)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하여 국가페미니즘의 형성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조직개편은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교육부를 포함하여 6개 부처에 여성
정책담당관실56)이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교육분야에서 성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민무숙, 2002; 장원규, 2003; 손흥숙, 2004; 오
재림, 2006), 이는 교육부의 주도가 아니라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이후 양성평등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여성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문제에 대해서 민무숙(2002)은 교육정책에 있어서 젠더문제의 부상이

적 요인, 여성운동계의 활동, 주요 정책결정자의 역할 및 선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특히 주요 정책결정자의 역할 및 정치적 선택이 주요 매개변인으로 추동하였다는 점에 주
목하면서, 이것은 향후 발전추이가 가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배선희(2007),
p.276.
54) 앞서 논문의 분석틀을 만들기 위해 참조한 RNGS보고서에는 매개변수로서 여성정책기구의
성격과 활동을 내부자, 주변적, 비여성주의, 상징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우리나라 여성가족
부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내부자와 주변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비여성주의나 상
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55) 여성주의 진영에서는 여성과 가족문제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성별분업 구도를 유지하고
재생산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하여 일가족양립정책에 젠더 관점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
다. 일가족양립정책은 여성의 노동권이나 돌봄노동에서의 성평등을 목표로 삼는 것은 공
유하지만 전략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김경희·윤자영(2011), p.268.
56)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여성정책담당관실에는 6명의 직원이 배치되었으며, 주요업
무는 첫째 여성교육관련 정책수립과 조정, 둘째,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셋째, 여교사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넷째,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다
섯째, 여성의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여섯째, 여성의 교육참여확대 계획 수립
등이었다. 장원규(2003),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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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의식향상이 아니라 여성정책기구에 의해 외부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교육정책이 수사학적이고 상징적인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고,
손흥숙(2004)은 여성부의 부처로서의 한계로 인해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이 원활하지
않고, 특히 여성정책의 핵심전략인 성주류화 개념이 교육정책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성주류화전략과 양성평등교육정책
1) 성주류화전략과 성평등의제의 정책화
월비(Walby, 2011)는 성주류화전략이 오늘날 페미니즘의 가장 큰 도전으로서 잠재력
과 위험성이 공존한다고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1995년 북경행동강령이 선포된 이
후 성주류화전략이 여성정책패러다임으로 채택되었으며, 성주류화와 성평등전략은 다
양한 영역에서 법 제정과 제도 개선, 여성정책의 수립과 실행으로 현실화되었다. 1990
년대 이후 여성정책의 흐름과 딜레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김경희·신현옥, 2004; 황
정미, 2005; 김경희, 2006; 마경희, 2010; 허라금, 2010; 윤이화, 2011; 임혜란, 2011)을
살펴보면 성평등전략이 정책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엿
볼 수 있다. 성주류화는 특히 기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여성정책의 한계를 넘어
일반정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성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
전까지의 여성정책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도 성주류화의 잠재
력과 혁명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고
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제7조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의 종합계획으로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준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와 과제

제1차 기본
계획
(1998-02)

비전
건강한 가정의 구
현과 국가 및 사
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
고 책임을 분담하

목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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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전략/핵심정책과제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고용촉진 및 지원강화
여성경쟁력제고 위한 교육체
제확립
다양한 여성·가정 복지서비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스 확충 여성의 문화·사회활
동 활성화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
할증대

는 사회시스템 구
축
제2차 기본
계획
(2003-07)
제3차 기본
계획
(2008-12)
제4차 기본
계획
(2013-17)

실질적 남녀평등
사회 실현

남녀조화로운동반자관계형성
지식기반사회여성경쟁력강화
사회각분야 여성대표성제고
여성복지증진및인권보호강화

성숙한 성평등사
회

여성의 역량강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

함께 참여하고 성
장하는
성평등 사회

성별격차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

성주류화/협력체계 구축
10대 핵심정책과제 수립
여성인력활용
여성권익보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
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정책패러다임으로서 성주류화전략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성평등사회 실현이며, 목표와 정책과
제에 있어서도 여성대표성제고, 여성고용촉진, 여성경쟁력강화, 여성복지증진, 여성인권
강화와 같이 유사한 내용이 반복됨으로써 지난 20년간 기본계획을 통하여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의 변화를 뚜렷하게 포착하는 것은 어렵지만, 변화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57)
우선 형식적인 평등에서 실질적인 평등으로 평등의 개념이 점차 심화·확대된다는
점이다.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조성과 성차별적 요소 제거에서 출
발하여 점차 의식과 젠더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둘째, 여성정책의 대상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성의 대표성제고를 위한
각종 적극적 조치들이 채택되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증가하였지만, 정치나 경
57) 여성정잭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왕재(2006)는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을 비교평가하면서 1차 계획에서의 세부과제는 그동안 여성정책이라는 이
름으로 해왔던 일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2차 계획 역시 1차 계획을 대부분 계
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1차와 2차 계획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여성정책기본계
획 1차부터 3차까지의 변화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 김영미·김혜란(2012) 역시 세부과제
들의 상대적인 비용이나 효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
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특히 2차 기본계획의 특징 중 하나로 10대 핵심과
제에 정책의 양성평등관점 통합이 포함되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별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여성정책의 당면 과제는 여성정책의 주류
화 또는 고도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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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역에서 여성비율의 증가는 현재 정체상태에 놓여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역시
계속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목표 중 하나인 일과 가족의 조화는 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서 여성의 역량강화로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두 번째 변화의 흐름과도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4차 기본계획의 비전에서 명
시하고 있다. 함께 참여하고 성장한다는 내용은 그동안 여성의 참여확대에 초점을 맞
추던 정책방향에서 남녀가 함께 성장한다는 내용으로 질적인 심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제4차 계획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 눈
에 띄며, 이것은 성폭력특별법이나 가정폭력특별법에 기반해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강화와 함께 폭력예방교육이 전사회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준다.
하지만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인 성평등사회 실현에서 성평등을 무엇으로 볼 것인
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허라금(2010)은 여성주의
성평등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는데, 첫째, 동일관점의 성평등 개념으로 남성
과 여성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것, 둘째, 차이 관점의 성평등 개념으로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 셋째, 젠더 관점의 성평등 개념은 성
차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젠더 관점의 성평등은 성차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을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평등전략으로서 성주류화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경희(2010)는 성주류화의 ‘변혁
의 잠재력’과 ‘공허한 기표’라는 양면성에 주목하는데, 성주류화는 한편으로는 성불평등
구조의 ‘변혁’을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변혁적이라고 본다. 즉 같음이나
차이에 기반한 평등이 아니라 젠더의 새로운 사회구조적 권력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이
다. 다른 한편으로 성주류화는 명료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마경희, 2010:83-86), 무
엇이 주류화되는가에 있어서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재경·김경희(2012)는 여성정책이 여전히 성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성평등을 어떻게 정책과정에 의미화하고 정교화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데, 2000년
대 이후 여성관련 정책영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용어는 일·가족양립과 돌봄이며,
2000년대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이라는 정책 목표는 명시적으로만 남아 있고, 여전히 여
성만을 정책대상으로 함으로써 ‘성평등의 급진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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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2012:11). 성평등이 젠더관계에 내재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성비균형에 맞춰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주류화전략의 기본틀이 전문가관료적 모델에서 젠더거버넌스에 기초한 참여-민주적 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58)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평등정책은 오래된 이슈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사우
어 외(Sauer et al., 2007)59)는 14개국 비교연구를 통하여 1990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운동이 확장되고 이슈가 다양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운동이 파편화되고 좌파정
당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 저자들은 14개국에서 1990년대 이후 몸의 통합
성, 양성평등정책, 일가정양립을 여성운동의 오래된 이슈로 보고, 가정폭력, 성희롱, 여
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새로운 이슈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오래된 이슈와 새로
운 이슈가 혼재되어 있고, 양성평등정책은 주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성평등교육은 성평등전략의 일환으로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을 설득하고 동참하
게 하는 작업으로서, 사회구성원의 의식 변화를 통한 성평등문화 실현을 목표로 하지
만, 역시 성평등의 모호함과 유동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양성평등교육현
장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 ‘무엇이 성평등인가’
와 교육내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역차별’ 논란 역시 성평등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교
육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지난한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2) 양성평등교육의 추진체계와 법제화
양성평등교육은 1990년대에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제5,6차 교육과정 개혁, 교육기
58) 이재경·김경희(2012)는 전문가-관료적 모델의 예로, 호주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정권이 변
하면서 쇠퇴한 이유로 관료제적 틀에 맞춘 여성예산서가 진보적인 페미니즘 이슈를 담아
내지 못했으며, 여성주체들의 폭넓은 소통과 합의가 없었다고 보면서, 여성운동, 페모크라
트, 여성정책기구가 상호협력하는 참여-민주적 젠더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즉 결
과 중심에서 과정의 정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경·김경희(2012), pp.23-24.
59) 사우어 외(Sauer et al. 2007)는 여성운동이 정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전략을 소
개하는데, 그것은 정책이슈에 대한 젠더화(gendering)과 탈젠더화(degendering)이다. 젠더
화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강조하는 것이고, 탈젠더화는 성별차이에서 젠더중립적
인 것으로 이동하면서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슈와 정책환경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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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과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다각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래의 <표 2-2>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 과정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여성단
체의 세 축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해 본 것이다.60) 1990년대 경제사회발전5개년계
획이나 제5,6차 교육과정 개혁을 통해 교육과정에 있어서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거
가 마련되었다면,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2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
에 있어서 남녀평등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실현의 책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정
해숙, 2009:449).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6개 부처에 여성정
책담당관제가 신설되면서 교육부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양성평등교육정책을 총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양성평등교육과정개발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교육과정개발은 기존
의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한 것인데,
그 중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교과서 내용분석이다.61)
<표 2-2>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 과정

1980년대
1990년대

교육부
교육 성불평등 연구
5차 교육과정 개혁
6차 교육과정 개혁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개발원 설립
정무장관(제2)실 설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단체
여성주의상담교육
여성주의의식교육
반성폭력운동
상담원교육

60) 여성단체를 양성평등교육 제도화 과정에서 하나의 축으로 간주한 것은 여성단체가 양성평
등교육이 제도화되는데 있어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는 1980년대부
터 여성주의관점에서의 대중교육을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는 반성폭력운동을 통해 성폭
력문제를 공론화하여 법제화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이후 각종 성폭력예방교육이 법적으
로 의무화되는데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여성단체는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기금을 끌어들여 여성주의교육을 다각화하였고, 양성평등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
사들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강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61) 예를 들면 정해숙·김연(2002)은 교육과정의 성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고
등학교 1학년까지 4개 교과영역(도덕, 사회, 역사, 실과)의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각 영역에서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새로운 양성평등 교육내용을 개발하
였다. 저자들이 네 개의 영역을 선정한 이유는 여성의 공적, 사적 영역의 삶과 가치를 다
루는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성별분업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교육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성의 경험과 삶에 대한 가시화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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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2010년대

교육기본법 개정
학교보건법 개정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신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
각종 예방교육 의무화
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성교육강사양성과정
교육사업 프로젝트화
전문상담원교육
성교육강사양성과정
대중교육
각종 교육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

이와 같이 1990년대 양성평등교육정책은 주로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성평등성 확보가
일차적인 관심이었다. 그러다보니 기술이나 가정 과목처럼 성별 편향성을 띠고 있는
교과편제를 시정하고자 하였으며, 교과서에 나타나는 성불평등한 요소를 찾아내어 제
거하고 양성평등한 내용을 새로 개발하여 시정하고자 하였다. 위의 <표 2-2>에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남녀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으로서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고, 교육기본법에서는 2000년 개
정을 통해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조항이 신설되었다.
양성평등교육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민무숙 외(2006)는 양성평등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여성발전기본법과 교
육기본법에 양성평등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의 설치와 함께 교육부를 포함한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지면서 양성평
등교육 추진체계의 초기 형태가 만들어지지만, 양성평등교육정책의 관련 법안이 구체
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여성가족부의 경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중심으로 성인과 공무원 교육에 주력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에 주력하고 있어 교육의 통합적인 연계가 이루
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민무숙 외(2006)는 보다 구체적인 법안으로서 성
평등교육촉진법(가칭)의 제정을 제안하면서 해외사례를 검토하면서 미국과 대만이 양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독자적인 법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62)
62) 민무숙 외(2006)는 성평등교육촉진법(가칭)의 내용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협약과
여러 나라의 양성평등교육 관련법을 검토하는데,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대만은 독자적인 법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는 1972년 교육수정법 제9편(Title IX)에서 교육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명시하였고, 1974년 여성교육평등법(Women's Educational Equity Act)을 제정하면
서 적극적인 재정확보와 함께 남녀평등교육모델을 추구하였다. 대만의 경우는 2004년에
성형평교육법(Gender Equity Education Act)을 마련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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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쟁점은 무엇보다도 일련의
양성평등교육 의무화에 대한 것이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법적 근거를 통해 순차적으로 의무화되면서 교육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고, 다양한 여
성단체들이 단체의 특성을 살려 양성평등교육에서 전문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교육의 확대가 실제로 교육기회의 확장을 통해 전반적인 성문
화와 그 토대로서의 젠더관계에 대한 의식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양성평등교육의 의무교육과 비의무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운영주체들이 느끼
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의 지점이 무엇인지는 본문 3,4,5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
다.

제2절. 양성평등교육 교육주체의 구성: 다양성과 경합
현재 양성평등교육은 다양한 이름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으
며 교육주체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개별 강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
고 다양하다. 공공영역에서는 2003년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공공영역에서
양성평등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성평등교육기관이
재단 형식으로 설립되어있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개별 학교 역시 양성평등교
육의 이름으로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의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여성단체와 기타 사회교육기
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공부문과 젠더거버넌스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
에 교육사업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협력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폭력예방교육의 의무대상이 확대되면서 교육주체가 보다 다양
화되어 교육내용과 교육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환경, 교과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 대만의 법안
명칭이 왜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 아니라 성형평(gender equity)인지에 주목하는데,
형평(equity) 용어를 사용한 이유를 “무조건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과 상황
이 다를 경우 다르게 대우하여야 하며 특히 차별이나 편견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대우하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기초한 실
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미(민무숙 외, 2006:182)”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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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 추진체계의 확립과정: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기관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교육기관
우선 중앙부처의 경우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기관은 크게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
노동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외에 교육 사안에 따라 이들 부처와 타 부처 간의 협
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부처 간의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여성
가족부는 양성평등교육의 주무부처로서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
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3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다.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은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성인지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양성평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부는 유아기에서 성인기에 이
르기까지 단계별 교육에 양성평등교육이 통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정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63) 고용노동부의 경우는 2000년부터 한국노동교육원을 통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나 2008년 이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성희롱예방교
육 강사풀은 운영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3에 근거하여 2003년 6월 개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은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운영하며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성
인지 정책교육에서부터 성폭력예방교육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성평등전문인력양성과정은 공사영역을 통틀
어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주의교육 강의자를 대
량으로 양산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에는 교원의 성인지력 향상
을 목적으로 이젠(E-gen) 원격교육원수원을 개설64)하여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3)가 발간한 여성정책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63) 그러나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가 교육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
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0년부터 위원 구성도 하지 않고 회의도 열지 않았으
며, 초중등 교감자격연수프로그램에도 최근 4년간 양성평등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양성평등교육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여성신문,
2013년 10월 16일자.
64) “국내외 최초의 양성평등 원격교육연수원 탄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보도자료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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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과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사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3> 2012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계

6,208

계

6,208

정부출연금(일반회계)

4,969

인 건 비

1,778

자 체 수 입

854

경상운영비

705

이익잉여금 전입

284

사 업 비

3,725

적립금

101

예 비 비

0

전입

* 출처: 여성가족부(2013), p.61.

우선 <표 2-3>의 예산내역을 보면 수입의 80% 이상이 정부출연금이며, 나머지는 자
체수입, 이익잉여금과 적립금 전입이다. 지출의 경우 60%가 사업비로 교육프로그램 운
영과 개발에 쓰여졌다. 한편 <표 2-4>의 2012년도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실적을 보면,
성인지정책, 리더십, 전문인력양성 등 3개 분야에서 자체교육인원은 총 9,805명이다.
교육대상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3,892명(39.7%), 여성이 5,913명
(60.3%)으로 여성교육생이 남성교육생 보다 많지만, 공무원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여성이 월등히 많다. 여성가족부(2013)에 의하면, 공무원
교육생의 직급별로 보면 6~7급 여성 교육생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8~9급이
18.8%, 4~5급이 4.7%, 3급 이상이 0.0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급별 구성에서 직
급이 올라갈수록 교육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직급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비율이 줄어들
기도 하지만, 면접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직급이 높을수록 관리자의 양성평등 의식수준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2012년도 교육실
적(9,805명)은 목표(9,000명) 대비 108.9% 달성이며, 2011년도 9,727명에 비해 78명이
증가하였다. <표 2-4>를 보면 교육의 세 영역에서 골고루 초과달성을 보임으로써 교육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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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사업 추진설적(2012.12.31)
교육실적
구분

교육
목표

공무원

일반인

달성율
(%)

총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성인
지정
책

5090

2766

2607

5373

16

236

252

2782

2843

5625

110.5

리더
십

1580

561

325

886

10

776

786

571

1101

1672

105.8

전문인력
2330
양성

264

531

795

275

1438

1713

539

1969

2508

107.6

3591

3463

7054

301

2450

2751

3892

5913

9805

108.9

합계

9000

* 출처: 여성가족부(2013), p.62.

아래의 <표 2-5>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2014년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의 전체
구성을 보여준다. 교육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교육사업별로 교육대상을
정해두고 있다. 특히 9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인력양성교육은 전국에서 활동
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 강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법과 정책이 새로 생길 때마
다 연동되어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순차적으로 개설되었다. 지난 10년간 교육과정 변화
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법제정과 개정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의 신설, 교육과정의 세
분화와 전문화, 통합교육의 등장, 그리고 사이버교육의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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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대상별 교육과정
교육
사업

교육대상

성인지
정책 교
육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군인, 경찰, 교사,
지방의회 의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사이버
교육

교육과정

과정수

양성평등정책과정
성인지력향상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성인지 예결산 및 통계 과정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기관 교육훈련담당자,
상담원, 활동가, 교원 등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성인지인권통합교육 전문강사양성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 및 심화과정

9

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 일
반인

양성평등교육

1

폭력예방교육 사이버기관교육

1

원격교육연수원

1

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한편 2009년 4월에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역시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기관으로
설립 초기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금도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성폭력방지본부와 가정폭력방지본부도 설치하여 폭력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역시 여러 가지 교육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비교해 보면 성매매방지시설 상담원
양성 및 종사자 보수교육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
영 중인 교육사업은 다음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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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교육사업과 교육대상
교육사업

교육대상

교육내용

성매매방지
상담원양성교육

성매매방지법 제5조 별2의 상담
원자격요건을 충족한자,
성매매방지시설 설립준비자, 여
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 및 근무
경력자

이론100시간, 실습50시간(150시간) 이론
은 소양, 전문분야, 상담사례연구
현장실습은 관련기관 방문 및 지원시설
현장실습

성매매방지종사자
보수교육

성매매방지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의 종사자

교육내용은 성매매방지법 제9조의 4에
의거, 실무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성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청소년지원 및 여성폭력방지기
관, 군인, 교사

여성인권과 성매매관련 제도 및 정책의
이해, 성산업 구조 및 문화, 성매매피해
자 지원시스템 등

가정폭력방지기관
종사자역량강화아
카데미

가정폭력관련기관 종사자

위기개입교육, 인권의식향상교육 등

경찰대상

인식향상을 위한 초기대응 및 피해자 보
호 관련교육

전국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소진예방 및 전문
역량강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7개) 신입
상담원

상담원 기본역할과 자세 등

상담원 종사자

상담심화교육(연2회), 상담수퍼비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상담원교육 및 상
담심화교육

*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위의 <표 2-6>을 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교육사업 내용은 크게 성매매예방교육
과 폭력예방교육으로 구성되며, 교육대상을 놓고 보면 상담기관의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폭력관련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그리고 청소년이나 군인, 교사 등을 상
대로 하는 찾아가는 성매매예방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전국의 공무원을 상대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광역시나 도의 경우 여성정책연구기관을 따로 설치하여 공무원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지역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은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공무원의 성인지교육
뿐 아니라 시민대상의 양성평등교육과 찾아가는 예방교육, 전문강사풀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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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재단법인 형태의 여성정책연구기관 현황
기관명

설립
시기

주요기능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2

연구, 정책개발, 시설운영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4

연구, 정책개발, 교육

부산광역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8

연구, 교육/교류, 정책개발, 시설운영

충청남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999

연구, 정책개발, 교육, 시설운영

전라남도

전남여성프라자

2009

연구, 문화, 교육, 시설운영

경상북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997

연구, 정책개발, 교육

지역

* 출처: 홍미희·박형섭(2011), P21 <표4-1>의 일부분

<표 2-7>이 보여주는 각 시도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은 양성평등교육의 추진체계에서
지역별 중점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시도
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연구기관에 해당 지역 공무원의 성인지교육을 위탁하기도
하고, 시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관할지역의 여
성단체들과 협력하여 교육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홍미영 외(2010)의 보고
서에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시에서 진행된 성평등교육의 추진체계로서,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 부산시 교육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그리고 성평등교육 수행기관으
로서 부산여성회, 부전현장상담센터, 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꼽고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여
성가족개발원과 성평등교육 수행기관 모두 강사를 직접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진행된 성평등교육은 대부분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그리고 성교육이다.
하지만 양성평등교육의 교육기관을 범주화하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
부출연교육기관이나 청소년성문화센터, 초중등학교와 같은 가시적인 교육기관 이외에
보이지 않는 교육주체들이 매우 다양하며, 움직이는 교육주체들, 즉 단체소속강사와 개
인강사를 포함한다면 교육주체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단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나 운동단체들도 교육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여성주의적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양성평등교육의 교육주체가 다양화된 데는 어떤 요인들이 배경으로 작용
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큰 배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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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제도화와 의무화라는 정책의 방향이다. 일단 양성평등교육이 다양한 이름의 교
육으로 세분화되면서 그에 따른 전문강사양성과정이 생겨났고 공공기관과 학교, 기업
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교육의 수요가 창출되었다. 다시 말하면
양성평등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게 된 것이다. 양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강사양성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정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여성정책기관, 여성단체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같은 사회교육단체들 등 전수를
파악하기 힘들만큼 강사양성의 장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지난 10년간 제도화로 인
한 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양적 팽창은 오늘날 교육의 질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둘째로,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운동방식의 변화다. 1980년대 사회민
주화운동속에서 시민운동단체의 급격한 팽창은 1990년대 이후 단체들이 안정화, 제도
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추동하는 저항적인 운동 못지않게 의식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교육65)과 캠페인 방식의 운동이 중점사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 윤
이화(2011)는 한국여성운동의 전략변화가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바뀌면
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는데, 입법운동에서 대표성 확대운동으로 중심
이 이동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입법운동시기인 김영삼 정부시기에 대표적인 여
성운동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한국여성의전화가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운동방식 또한 제도화되었다고(윤이화, 2011:6) 평가하는
데, 이러한 여성운동단체 제도화의 흐름은 김대중 정부 이후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
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화 이후 정부의 위탁사업 수행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서 급진적인 여
성운동단체의 경우 급진성이나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으며, 그 결과 면접조
사에서 몇몇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거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등 재정운영에 있어서 배타적인 내부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1994년 사단법인화한 한국
65) 하지만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운동단체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양희준(2002)은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시민운동단체 교육활동의 목적이 여전히 ‘동원’인지,
그리고 ‘강의식’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위로부터의’ 교육양식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본문 5장에서 교육사업의 목적과 교육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주체의 다양한 목소리
를 살펴보겠지만, 사실 교육사업의 목적은 복합적이다. 여성단체가 다양한 내용의 교육프
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역량강화, 새로운 회원 확충, 여성일자리 창
출, 교양강좌, 현장 중심의 정책참여활동 등을 꾀하지만, 공통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교육
의 목적을 꼽으라면 여성주의의식 또는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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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전화 역시 한국 최초로 여성문제 전문상담전화를 개통한 이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끊임없는 시도는 항상 ‘운동이냐 상담이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
졌다(박인혜, 2011; 윤이화, 2011). 이와 같이 여성운동단체들은 단체의 자기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
셋째로,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운동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단체들이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금의 공급처와 공급량이 확대되었다. 단체들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은
크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지원기금에서부터 국내외 재
단과 기업후원에 이르기까지 단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금이 확대되었고, 이것은 전
반적인 거버넌스의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복지서비스기관들을 대부분 지역에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성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맡김으로써 여성단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직을 운영하
는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초중등교육기관
앞서 1990년대에 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허창수(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5년 6차 교육과정(1992~1997) 개정
부터 양성평등교육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1999년 교육기본법 중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양성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198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성인지 관점에 입각한 교사양성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기 시작하여 2000년
대에는 성인지 관점에 입각한 교사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고, 교육부의 지원과 참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허창수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노
력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교육이 실현됨에 있어 학교실행의 문제와 현장연구에 대한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학교의 실행의지 부족과 현장연구의 부족은 2014년 현재에
도 변함이 없다.
민무숙 외(2006)에 의하면 교육부 내 양성평등교육 추진체계는 1998년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교육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여성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여성
정책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소속에서 평생학습국 산하의 한 과로 삽입되는 변화(민무
숙 외, 2006:19)를 겪었다. 여성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당시 상황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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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교육 관련부서가 별도로 존재
하지 않고, 중등교육과나 산업정보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등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
다. 이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여성정책교육을 장학 혹은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민무숙 외, 2006:20). 이런 경향은 2014년 현재에도 지속되
어 양성평등교육 관련 업무는 학교생활교육과나 학생생활안전과 등에서 담당하는 것으
로 보인다.
오늘날 학교 양성평등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최규영(2010)은 학습동아리모임인 성교육교사회
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교육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데, 1980년대
와 1990년대 학교에서 활용한 성교육 자료들은 여전히 순결을 중시하거나 가부장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교육부는 교사용 성교육 지도자료인 함
께 풀어가는 성이야기를 제작·보급하였고, 학교 성교육 10시간 의무화 실시 지침을
내리는 등 학교 성교육이 활성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성교육을 주로 담당한 사람은 보
건교사66)이며, 교육내용도 점차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으로 발전하였다(최규
영, 2010:35-36). 하지만 정해숙 외(2013)는 초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이 각종 예방교
육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데, 현재의 성교육이 사회문제의 예방을 위
한 매뉴얼화된 교육에 집중하면서 문제 현상 이면에 있는 성불평등한 젠더관계의 문제
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정해순 외, 2013:70), 따라서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 혼재하면서 의무시수를 급급하게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양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다.67)
66) 보건교사는 오늘날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한 학교에 한 명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교사의 전국조직인 전국보건교사회는 1986년 전국양호교사회로 출범하였으며, 1988년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로 가입하였고, 1992년에는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산하단체로 가입
하였으며, 2001년에 법인으로 등록하였다. 보건교사회의 활동연혁을 보면, 보건교과가 학
교 교과과정으로 채택되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하였으며, 보건교육교재도 꾸준히 개발하였
다. 오늘날 보건교사는 학교의 양성평등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지만, 보건
교육의 목적은 건강증진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의식향상이나 성역할, 성별 권력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67) 최근 학교의 양성평등교육 현황에 대한 정해숙 외(2013)의 보고서는 우선 학교 교육의 성
불평등문제를 네 가지 주제로 범주화하는데, 첫째, 남성성과 여성성의 재생산, 둘째, 교과
목과 진로·직업 선택에서의 성별 분리, 셋째, 교과과정에서 돌봄의 주변화, 넷째, 학교폭
력과 성희롱이 그것이다(정해숙 외, 2013:9). 첫째와 둘째는 그동안 교과과정이나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셋째와 넷째는 상대적으로 분석과 평가가
미진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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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2007)는 각 학교마다 양성평등 점수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
가항목을 세분화하여 양성평등교육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평가항목을 하나하나 점수로
기록하면서 학교의 양성평등 정도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평가항목
을 차기 학교(운영)계획서 작성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매뉴얼에서 학교의 양성평등은
크게 학교의 문화와 환경,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학교의 문
화와 환경은 학교장의 양성평등의식에서부터 출석부의 이름순서방식에 이르기까지 매
우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가지고 있다.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교육과정 운
영계획에서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를 평가하
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학교(운영)계획서에 양성평등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있다면 1년에 몇 시간 정도인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뉴얼일 뿐 실
제로 지역교육청에서 개별 학교의 운영계획에 대한 꼼꼼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2012) 보고서에도 이 매뉴얼을 가지고 학교마다 자체진
단을 하여 점수화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4년 현재에도 학교에서 진단의 도구로 사용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2012학년도 양성평등교육 중점추진계획에는 2011년도 양성
평등교육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전히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직
원 및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일부 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성교육으로만 한정하
여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사연수 확대와 교육
청별 담당자 워크숍 실시를 제안하고 있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전문강사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하고 있다.
교육부의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면 담당부서가 계속 변화하고 있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한 업무단절 못
지않게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
경에는 제도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양성평등교육정책의 추진방식을
변경하였는데, 특정부서에서 총괄하여 추진하던 방식에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
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교육부가 더 이상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
게 되었다(정해숙 외, 2013:3). 이러한 추진방식의 변화는 앞으로 양성평등교육정책이
더욱 주변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게 한다.
연구자는 최근 초중등교육기관에서 양성평등교육의 추진실태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4
왔다.
63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개 시교육청(A, B, C, D시)에 2013년도 양성평등교육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온라인으로 청구하였다. A시교육청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양
성평등교육이라는 용어가 성평등교육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최근 성평등교육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담당부서가 지역교육청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다. 담당부서명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양성평등교육
업무는 생활교육이나 생활안전, 학교폭력 등을 다루는 부서에 속해 있으며, 이들 부서
는 양성평등교육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민무숙 외(2006)의
2005년 조사에서도 시·도교육청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중등교육과의
생활지도나 평생교육체육과의 학교보건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부서의 명칭이 조금 달
라졌을 뿐 업무의 성격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2-8> 각 교육청의 양성평등교육 담당부서
지역

담당부서명

A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B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C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D시교육청

학교폭력근절과

* 담당부서는 각 교육청에 양성평등교육의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
였을 때 자료를 보내준 부서명이다.

각 교육청에서 보내온 2013년도 양성평등교육 중점추진계획은 크게 다르지 않다. A
시교육청 소속 양성평등교육 담당자와의 전화통화68)에서 해마다 교육부에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추진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는
데,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아래의 <표 2-9>는 각 교육청에서 보내
온 중점추진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학교
68) A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 소속된 양성평등교육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적이 학교평가 점수에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양성평등교육은 의무사
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가지
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또한 A시의 경우 특목고는 A시 본청이 관리하고 일반초중고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니 구체적인 운영실태는 지역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D시교육청의 경우는 2013년도 양성평등교육 추진실적 보고서에 개별학
교의 점수 집계를 가지고 있어 지역교육청마다 각급 학교별 양성평등교육 추진실적 파악
에 편차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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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성평등교육 담당자 연수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C시의 경우는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안상수 외(2012)의 실태
조사를 보면 양성평등전담교사가 있는 경우는 전체 학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업무담당자 연수에 누가 참여하였는지를 파악하기는 힘들
다. 한편 각 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양성평등점수를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자체진단 실시에 교육인적자원부(2007)가 개발·배포한 매뉴얼인 우리학교 양
성평등은 어떤가요?를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청에 따라 점수를 취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초중고를 대상으로 각종
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성평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이 어떤 비
중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집합교육의 형태인지 반별교육의 형
태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
는 성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단체와의 면접조사에 의하면 학교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경우 최근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반별교육을 선호하는 경향과
함께 정보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체험식 교육을 지향하는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
다.
<표 2-9> 각 교육청의 2013년도 양성평등교육 중점추진계획 및 실적
A시교육청

공통
사항

특이
사항
추진
실적

B시교육청

C시교육청

D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 등을 통한 양성평등교육 강화
다양한 행사 개최(글짓기대회, 그리기대회, UCC공모전 등)
담당자 전문성 제고(연수 강화)
학부모대상 양성평등교육 실시
매뉴얼(교육인적자원부, 2007) 활용한 양성평등수준 자체진단 실시
우수학교 선정 및 우수교원 표창(교육부장관 표창)
성평등교육으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중심의 유관
기관협의회
(연1회)
담당교사연수
(500명)
자체진단(503교)

교장 및 업무담당자
연수(608명)

자체진단점수제출
(638교)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위 <표 2-9>를 보면, 네 개의 시교육청 중 B시교육청은 ‘양성평등교육유관기관협의
회’를 2012년에 구성하여 연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소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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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활동사항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협의회에는 시청의 여성정책과부터 지역사회
교육협의회나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성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9개 기
관과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각 단체마다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시 교육청이 취합한 자체진단 결과를 보면, 평균점수가 고등학교는 61.3
점, 중학교는 67.3점, 초등학교는 70.8점으로 초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면접조
사 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의 양성
평등교육은 학교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학부모교
육 등으로 구성되며, 양성평등교육에서 성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공과 민간의 결합: 여성단체와 청소년성문화센터
1980년대 양적으로 팽창한 우리나라의 여성운동과 여성단체는 사회민주화이후 한편
으로는 부문운동으로서 설립목적에 충실한 사업과 운동을 전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여성문제를 공론화시켜 그것을 법과 제도의 변화로 연결시켰다. 그 과정에서 크게 두
개의 커다란 협의체를 통한 활동을 전개해나가는데, 직능단체와 주부단체 중심의 한국
여성단체협의회와 운동단체중심의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두 협의체
에 소속되지 않은 여성단체도 다수 존재한다. 1990년대 여성단체 활동의 특징은 사단
법인화를 통한 사업활동내용의 다각화와 위상의 변화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많은 여성관련 기관들의 위탁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995년 제
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2항에서는 여성단체의 정의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
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여
성단체 개념이 주로 ‘여성주의적 이념을 가진 단체’나 ‘여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를 의미했던 것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 면접조사대상으로서의 여성단체
는 단체 고유의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성평등이념 또는 여성주의이념
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여성으로 이루어진 단체’ 보다는 기존의 ‘여성운동단체’ 개념에
가까운 의미로서 여성단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단체들이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각종 상담소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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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특히 역사가 오래되고 전국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인 경우는
위탁운영하는 부설기관의 수가 소규모의 지역기반 풀뿌리 단체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젠더거버넌스의 활성화는 여성단체에게는 기회구조의 확장이면서
동시에 제도화의 딜레마를 낳고 있다(김은경, 2008; 신상숙, 2011; 김경애, 2013; 안경
주, 2013).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성단체로 위탁운영되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정부가 여성
단체가 해 왔던 사업들을 가져가는 방식이 증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성폭력전문상
담원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10여년 전만해도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50여명씩
참여하였다면, 지금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육을 받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젠더거버넌스가 확대되면서 현실적으로 정부사업과 단체사
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특히 기금사업의 경우는 공모를 통해 단체
를 선정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정부기금을 활용하지 않는 단체도 있다.
정현백 외(1998)는 1990년대 후반 경기도 여성단체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
면서 결론 부분에서 인적기반과 재정기반의 확충과 함께 사업의 영역별, 대상별 특성
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면접조사를 통해 여성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사업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영역별로 단체를 범주화하기 어
려울만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젠더거버넌스의 확대 이후 사업의 다각화가 진행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상담원교육이나 국회인턴십프로그램과 같이 단체 고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사업도 운영하지만, 예를 들어 정책모니터링사업 같은 경우는 단
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성교육
강사양성과정의 경우도 너무나 많은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단체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는 어려우며, 강사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69)
69) 10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홍미희 외(2007)의 인천지역 여성단체 현황과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성단체들의 정책의제 개발자와 여성정책 전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평가하
고 있다. 물론 연구가 여성단체의 여성정책과정에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
지만, 그만큼 여성단체의 정책과정참여가 증대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한 조사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인천지역 여성단체의 자기정체성이 둘로 나뉜다는 점인
데,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은 지역봉사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천
여성연대의 소속 단체들은 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보고서에서 여성단체장들
과의 심층면접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는 공익사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
고 협력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행정적 업무처리방식을 요구하거
나 시민단체를 수평적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여성단체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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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여성단체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거나 사업을 다각화하여 활동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경기도 여성단체 현황과 활동에 대한 안태윤·황해동(2012)의 보
고서에 의하면 2012년 현재 경기도 지역에는 470여개 여성단체에 43만 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70) 보고서에서 단체의 수입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한
해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단체가 59.3%를 차지하며, 실무책임자의 평균연령도 40대로
서 앞으로 여성단체 조직의 재생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
래된 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주로 맡고 있다 보니 여성단체 내부
의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초중고 학생들의 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2014
년 현재 전국에 4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이다.71) 전국의 성문화센터
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2009년 6월 전부개정을 통해 아동이 명칭에 추
가되었다.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가 개발하여 보급한 표준매뉴얼인
SAY(Sexuality About the Youth)를 따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예산이 투입
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또는 사업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운영방식과 교육내용에
조금씩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72) 다시 말하면,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을 기본으로 따
르면서 각 지방자체단체별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다. 개별 청소년성문화센터
는 주로 국비와 시비(또는 도비)의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의 비율은 개별 센
다.
70) 안태윤·황해동(2012)의 보고서에서 경기도 지역의 많은 여성단체들은 크게 네 개의 연합
체로 범주화가 가능한데,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
기자주여성연대가 그것이며, 회원단체수나 회원수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기여성연대가 가장 규모가 작다.
71) 면접에 의하면, 2014년에 전국에 4개소가 더 생겨날 예정이며, 그 중 2개소는 서울에 생
길 예정이므로(사례14), 서울은 센터가 9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72) 최규영(2010)에 의하면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은 교육주체에 따라 조금씩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단체는 젠더 중심의 여성주의시각으로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면서 성차별문
화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
이며, 가족복지협회는 성적 건강권 획득을 목표로 삼고, 일부 종교단체는 순결주의를 강
조하는 등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최규영, 2010:39-40). 연구자의 면접조사를 통해서도
세 곳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센터의 사업주
체를 보면, 사례14는 한국YMCA, 사례15는 경기북부의 여성단체, 사례16은 지역사회교육
협의회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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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며,73) 한 센터 내에서도 해마다 조금씩 조합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표 2-10>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현황(2014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

4

2

2

1

2

1

6

4

3

1

4

3

4

3

2

49

* 출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성문화센터는 성교육뿐 아니라 다양
한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또한 활발하게 운영
하고 있다. 면접조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은 분리하기 어려우며,
성교육의 기본 교육이념에도 젠더감수성이나, 인권, 평화감수성, 평등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면접조사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있는 세 곳의 성문화센
터를 방문하여 센터장을 면접하고 교육장을 둘러보았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여성가족부가 보급한 SAY매뉴얼을 기본지침으로 삼고, 주로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대상별로 나누면 <표 2-11>과 같다.

<표 2-11>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교육대상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

유치원 이하
초중고등학생

발달단계별 매뉴얼, 센터교육장 체험형 수업,
체험이동교실(버스), 찾아가는 예방교육, 청소년 캠프

대안학교

한 학기 단위의 16시간짜리 프로그램(사례14)

(학)부모교육

자녀들의 성교육, 부부의 성

교사

유료사업(사례16)

장애인

3~5회 연속프로그램, 심화교육

수강명령 청소년

15시간짜리 교육프로그램(사례16)

* 교육프로그램은 센터에 따라서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73)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성문화센터 3곳의 예산비율을 보면, 사례14는 여성가족부와 서
울시 예산이 1:6의 비율이고, 사례15는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예산이 4:6, 사례16은 여성가
족부와 인천시의 비율이 1:3이다. 이와 같이 센터마다 국비와 시비(또는 도비)의 조합의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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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을 보면 성문화센터의 주요 교육대상은 청소년이지만 유치원 이하와 초등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센터에 따라 운영 중이다. 교육은
크게 센터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내방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파견교육으로 나뉘며,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1회성 교육과 여러 차례 진행되는 연속교육으로 나눌 수 있
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연속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16은 수강명령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교육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이나 쟁
점에 대해서는 본문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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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무원교육 교육주체와 교육과정의 특성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인지교육과 양성평등교육 개념은 공공기관에서 주도적
으로 사용하는데,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성인지교육 또는 성인지 정책교
육이라는 용어가 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교육의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역시 2003년 설립
당시 공무원들의 성인지력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공무원 대상의 성인
지교육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교육영역 확장되는 동시에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었는데,
초기에는 성인지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후 성인지예
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
원의 성격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면접조사에서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사례17부터 사례20까지며, 이 중 사례17과 사례18은 연구참여자의 직위
와 주요업무는 다르지만 동일한 기관에 속해 있다. 면접을 통해서 주로 파악한 내용은
수도권의 공무원교육 운영실태지만, 사례17과 사례18의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성인
지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성인지교육의 교육대상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안전행정부(2013)에 의하면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모두 합치면 약 100만명에 육박한다. 공무원의 내부구
성을 보면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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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전체 공무원 현원(단위: 명)
구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994,291

569,534

424,757

국가공무원

622,424

322,885

299,539

지방공무원

347,165

230,724

116,441

소계

969,589

553,609

415,980

입법부

4,147

2,697

1,450

사법부

17,374

11,052

6,322

헌법재판소

292

183

1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89

1,993

896

행정부

* 출처:『2013 안전행정통계연보』p.95 현원에 별도정원, 주재관, 정원 외 계약직 포함.

장차관급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직급별로는 1급부터 9급까지 분
포하며, 국가공무원의 수가 지방공무원보다 약 2배 정도 많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2.7%이며,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증가한다. 공무원 중에
서 중간관리자는 보통 4,5,6급을 가리키는데, 중앙정부의 경우는 보통 4,5급으로 나누
고, 지방정부는 5,6급으로 나눈다(사례18, 사례19, 사례20). 예를 들어 경기도의 공무원
교육인 경우 직급별로 교육을 나눌 때,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교육이 나뉜다.
공무원대상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과의 긴밀한 연동성이다. 특히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도입은 성인지 정책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최근 성인지
정책교육은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교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
며, 교육과정은 크게 보면 일반공무원과 과제담당공무원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대상 성인지교육의 교육과정을 보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2>를 보면 교육과정은 크
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정책과정과 성인지력
향상과정은 대부분 교육대상의 범위가 넓으며, 그 중 일부 세부과정은 교육대상이 특
화되어있다. 여성공무원 관리자 리더십과정을 제외하면 직급구분은 따로 없다. 교육시
간은 과정별로 크게 7시간(1일 과정)과 14시간(2일 과정)으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
는 21시간(3일 과정)도 개설되어 있고, 일부 과정은 맞춤형 교육시간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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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무원대상 교육과정
교육
과정
양성
평등
정책
과정

성인
지력
향상
과정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과정

세부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가정양립정책개발과정

전직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7시간/ 14시간

장애인성폭력예방정책과정

장애인복지 및 성폭력담당

14시간

경제와 젠더과정

전직급 공무원

14시간

지역사회와여성친화도시과정

지방자치단체 전직급 공무원

7/ 14시간,맞춤형

여성친화도시정책형성과정

지방자치단체 전직급 공무원

7시간/ 14시간

역사속, 젠더여행과정

전직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7시간/ 14시간

UCC로 만나는 젠더탐구과정

전직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7/ 14시간,맞춤형

소통과 프리젠테이션 역량강화과정

전직급 공무원

14시간

여성공무원 관리자 리더십과정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4시간, 맞춤형

다양성 관리과정

법무부공무원

14/21시간,맞춤형

군인 성인지 및 성군기사고예방
교관화과정

군인공무원

21시간

다문화업무담당 공무원과정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업무담당

7/ 14/ 21시간

성매매방지업무담당 공무원과정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담당

14시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및환류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

14시간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담당 및
전직급 공무원

4-7/ 14시간

성인지예결산 담당자과정
성인지
예결산
및
통계
과정

지역사회와 성인지예산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과정
성인지통계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담당 및
전직급 공무원
기관별통계업무담당자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4-7시간, 맞춤형
7시간, 맞춤형
14시간
7시간

*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의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의 범위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서울시여성가족
재단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는 영역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다(사례18). 서울시여성가
족재단의 공무원교육 대상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이며, 모두 9개 과정을 운영
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9개 과정 모두 4시간 단기과정이며, 2014년의 경우 서울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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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2000명, 자치구 공무원 2500명을 연간 교육인원 목표치로 잡고 있다.

<표 3-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무원 성인지교육(2014년)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기본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이해과
정

전 직급

강의실습

27

2000

건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해과정

건강, 보건 분야

강의실습

7

500

안전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해과정

도시계획, 주거,
재해 등

강의
사례특강

6

400

성인지통계과정

통계담당

강의실습

5

500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담당
자과정

(사업)과제담당자

실습컨설팅

8

500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 담당
자과정

(법령)과제담당자

강의특강

3

100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

성인지예산담당

강의실습

5

100

관리자
교육

성인지정책 관리자과정

서울시 5급 이상
자치구 6급 이상

강의특강

9

400

핵심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핵심이해과
정

전 직급 정책관계자

강의사례
(현장방문)

미정

-

70회

4500

분야별
교육

담당자
교육

9개 과정
*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 지역의 공무원교육은 경기도청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지
는데 앞서 살펴본 두 교육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기도의 공무원 교육과정의 특징
은 우선 교육명에 있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과제담당자교
육, 성인지예산교육으로 나뉘며, 수준별로 기초, 심화, 핵심 과정으로 나뉘고, 직급별로
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 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5급 이상 교육은 정책과정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강의시간으로 본다면, 4시간, 7시간, 그리고 2일 과정으
로 구성되는데, 2일 과정은 7시간교육의 기초와 심화과정을 이틀 동안 실시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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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공무원 교육과정과 교육내용(2013년하반기)
교육명

성별영향분석
평가교육

과정명
정책
과정

교육대상

시간

5급 이상

4시간

기초
과정

6급 이하

7시간

심화
과정

6급 이하

7시간

성별영향분석
평가교육
과제담당자
(사업)교육
성인지예산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과제담당자
(사업)교육

핵심
과정
핵심
과정
기본
과정

교육내용
공공정책과 젠더이슈(2h)
성별영향분석과 성인지예산(2h)
마음열기와 마음먹기(1h)
성인지정책의 이해(2h)
젠더마인드 업(2h)
정책의 성별영향분석(2h)
마음열기와 마음먹기(1h)
공공정책과 젠더이슈(2h)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분석(2h)
성별영향분석과 성인지예산(2h)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와 사례분석(2h)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체계와 시스템(1h)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작성 실습(4h)

과제담당자

7시간

사업담당자

4시간

예산담당자

4시간

6급 이하

2일

기본과정 I, II

과제담당자

2일

과제담당자과정 I, II

성인지예산서 사례분석(1h)
성인지예산서 작성실습(3h)
공공정책과 젠더이슈(2h)
성인지적 예산분석(2h)

* 출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부자료

위의 <표 3-4>를 보면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은 성인지 관점으로 정
책을 바라보는 성인지력향상교육의 비중이 크고, 과제담당자나 예산담당자의 경우는
사례분석과 보고서작성 실습과 같은 실무지원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2절. 공무원교육 운영방식과 관리상의 문제점
1. 공무원교육의 운영방식과 교육대상의 관리 문제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교육이 활성화되는 제도적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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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성인지 정책교육을 수강한 실적이 지표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그 뿐 아니라 성인지 정책교육 이수시간은 공무원 인사고과와 연동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사례들은 공무원의 성인지교육 실적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지방자치
단체별 순위가 매겨짐에 따라 성인지교육이 활성화되는 측면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
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정책 이런 게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전국이 동일하고요. 거기에서 6급 이상, 예를 들어 6급 이상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몇 프로가 받았느냐, 이것이 지표에 들어가 있을 거에요.
중간관리자 이상. 그런 식으로 합동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성
인지 정책교육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요(사례18).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각 시군별로 평가가 매겨지는데, 이 성
인지교육을 몇 회 했는지, 몇 시간짜리를 얼마나 했는지, 몇 급 이상을 몇 명
이 들었는지 이런 게 점수에 들어가더라구요. 매년 이 지표에 따라서 1등부터
31등까지(경기도는 총 31개시군) 줄세우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작년에 낮은 평
가를 받았던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죠(사례19).
정부정책이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는데 지자체들은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
을 받아요. 그래서 교육계획도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해져요.
4시간짜리를 할지, 7시간짜리를 할지, 몇 명을 할지가 정해져요(사례20).

공무원대상 성인지교육은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받는 교육과 파견강사가 지역으
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면접조사에서 파악한 공공기관의 성인지교
육은 서울과 경기도에 국한되지만 다른 지역도 운영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양성평등교육과정을 개설
하여 운영 중이다.
경기도의 공무원을 예로 들면 경기도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청과 경기도 소속 시군의 공무원 성인지교육의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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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경기도청 공무원의 경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기도 하고,
도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자체교육의 비중은 매우 작
다. 한편 경기도청의 경우 비중은 작지만 시민대상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도 경
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기도 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업무진행순서는 다음의 <표 3-5>와 같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래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드물지만 시군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표 3-5> 경기도 공무원교육 업무진행순서
순서

시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

교육에 대한 문의

직급에 따른 교육과정 소개, 인원수에 따른 교육비 소개

2

예상인원 결정통보

날짜와 교육장 결정(교육장은 주로 시군에서 섭외), 강사섭외

3

명단 미리 발송

명단 받아 출석부 작성, 교재와 강의평가지 준비

4

교육 당일

교육장 세팅, 출석체크, 강의 진행, 강의평가지 회수

5

-

강의만족도 코딩하여 점수로 환산,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통보

6

수료자명단 확인

-

* 출처: 사례19의 인터뷰 내용 재구성

<표 3-5>에서 인원수에 따라 교육비가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띤다. 그러다보니 한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한 번에 많은 인원수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집합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참여예상 공무원의 명단을 미리 받아 출석
부를 만들고 강의 당일 출석체크를 실시하여 수료자명단을 작성하게 되는데 면접조사
에서 드러나지만 교육현장에서 출석체크가 정확하고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가 갈수록 공무원교육의 교육과정은 전문화·세분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공
무원교육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과 이미 들었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면접에서 그러한 구별
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육대상의 체계적 관
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인지 정책교육 일정의 효과적 구성 역시 일반교육과 과
제담당자 교육으로 나누어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과제담당자 교육의 경우
과제수행에 임박해서 이루어지거나 업무연관성이 낮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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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해 교육일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내부다양성을 생각해 볼 때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나누는 교육과정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이럴 경우 일반공무원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들 수준에 맞게 차근차근 교육을 구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강의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 기본과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핵심과정에서 사
용하셨던 강의안을 조금만 수정해서 기본과정에서 쓰시는 거에요. 그렇게 되
면 내가 8급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난 핵심과정도 들어봤고, 기본과정도 들어
봤는데 강의는 거기서 거기더라,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사례19).
공무원의 구성이 성별, 연령별, 직급별로 다양하고, 담당업무의 성격도 다르
다보니 사실 몇 개의 교육과정으로 짜여진 교육내용은 대형강의의 경우 수강
생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최근에
대형강의를 지양하고 20~40명 정도로 수강생 수를 제한하면서 수강생의 특성
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성인
지교육이 정부합동평가지표의 하나로서 의미화되고 강제되는 상황에서는 의무
교육참여 이상의 교육효과를 달성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74)
작년에 성별영향평가, 경기지역 OOOO가 그걸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나서
시랑 간담회를 했거든요. 보니까 진짜 교육은 많이 했더라구요. 그런데 공무원
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놓은 걸 보면 교육받은 사람의 내용이 아닌 거에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교육은 이렇게 많
이 하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많이 한 거 같
아요(사례10).

특히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교육내용과 교육
74) 김창연 외(2012)는 성인지 정책교육의 당면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양
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둘째,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성인지 정책교육 일정의 효과적 구성 역시 일반교육과 과제담당자 교육으로 나
누어 접근해야함, 넷째, 다양한 강좌운영을 위한 강사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관리직 공무원의 교육 증대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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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업무관련성이 높을수록 교육의 효과성 또한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업무관련성으로 인해 교
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염
려스러운 부분이 드러난다. 위의 사례10은 단체가 소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성별영
향평가사업에 참여하면서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던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교육대상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관리직 공무원 교육
증대의 필요성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팀장급 이상 공무원의 저조한 참여율이 문
제가 되어 관리직 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정부합동
평가지표에서 높은 직급이 교육이수를 하면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는가가 너무 중요해진다고 느꼈는지 가중치를 또 다
르게 한 거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지만 5급 이상이 들으면 더 좋
다, 그렇게 조금 변화된 게 있긴 하죠. 예전에는 5급이 4시간 듣는 거나 6급
이하가 4시간 듣는 거나 점수 차이가 없었거든요. 가중치가 생기면서 조금 차
이가 생겼죠. 근데 그래봐야 6:4에요(사례19).
2013년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질적인 교육하고, 관리직 교육 강화
였거든요. 왜냐면 제도를 잘 운영하려면 관리직이 잘 알고 있어야,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잘 굴러가고, 의식전환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타겟으로 잡고, 작
년에는 5급 이상의 40%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도 1일 과정으로. 4시간짜리
안 하고 워크숍 형태로(사례20).

사실 관리직 교육의 중요성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조성이나 성인지관련 업무수행
과정을 놓고 볼 때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이갑숙(2010)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양성평등의식교육의 경험과 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들
이 대부분 4,5급을 교육의 우선대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갑숙, 2010:347)은 관리
직 공무원이 업무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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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의 부정적 대응과 소통의 문제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의해서 할당되다시피 한 교육은 일부 공무원들의 저항을 낳고
있다. 저항의 방식은 다양한데 노골적인 경우도 있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전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교육대상의 교육욕구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기 어려우며, 직급에 따라서 교육참여도에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눈에 띤다. 하
지만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파견한 교육담당자가 출석체크를 하면서 수업을 듣지
않고 빠져나가는 공무원, 특히 관리자급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4시간짜리 집합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충분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아직도 받아야 되나, 이게 설득이 4시간 가
지고 안 되니까, 그리고 집합교육이다 보니까 강제차출이잖아요. 오기 싫어도
와서 들어야 되는 괴로움, 싫고 짜증나고, 게다가 내용도 별로인 거 같고. 그
런 불만들이 막 저항으로 돌아오는.......당연히 중간에 나가고 안 듣고, 혹은
항의전화를 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항의공문도 받아봤어요(사례20).
서명만 하고 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알아요. 과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은
인사만 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서명을 하시죠. 카운
트는 해드리지만 그분들이 앉아서 교육을 듣는 건 아니고 나가시는 걸 저희가
다 알지만 봐드리는 거죠(사례19).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는 교육은 대부분 4시간짜리 성인지력향상교육으로서 공무원
들이 동원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 수업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고 수업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아래 사례19를 보면 교육담당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4시간짜리 교육의 한계인지, 집합교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무원 사회의
특성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가 어디있냐부터 시작해서 여성을 우대하는 게 양성
평등이냐, 이유 없이 그런 적대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양성평등, 양성평
등 하지만 공감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모르겠어
요. 교육과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무리 교육을 해도 공무원사회 자체가 가지
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평가지표에 들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경쟁적
으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게 주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것도 아쉽고(사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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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을 보면 실적 위주의 집합교육을 받다 보니 교육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
고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또한 직급에 따른 참여도의 차이 뿐
아니라 성별, 연령별로 교육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인지교육
을 재구성하는데 전략적으로 고민해야할 지점이다.
오히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자공무원들이 평가가 좋지 않아요.
(중략) 공무원사회는 예외적인 사횐데, 제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조직인데,
바깥에 일반사기업 얘기를 들려주면 공감을 잘 못하고 (중략) 오히려 설득이
잘 되는 집단은 한창 육아, 맞벌이하면서 육아시기를 거치고 있는 30대 중반
이후의 남자공무원들. 일가정양립이라든지, 육아의 어려움이라든지, 여성들이
일반기업에서 받는 차별대우에 대해 이야기하면 공감을 많이 해요(사례19).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합동평가지표의 하나로서 성인지교육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의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였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공무원들은 비
슷한 교육을 여러 번 수강하는 경우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면서 ‘지루한 교육’이나 ‘필요
없는 교육’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일반공무원의 경우 성별, 연령별, 직급별, 담
당업무별로 교육의 필요성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다양하면서도 수강생
의 교육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2012년부터 본격화되어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업무로 주어지면서 그동안 새로운 업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업무수행을 도왔다면, 앞으로는 교육내용의 심화과정이 더 확대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내용의 심화와 함께 강좌가 보다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강사풀 확대가 필요하다.
이것 역시 면접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다. 특히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
석평가는 전문가가 많지 않고, 성인지력향상교육의 경우도 한정된 지역에 소수의 강사
가 오랜 기간 활동함으로써 수강생의 입장에서는 한 강사에게 여러 번 강의를 듣게 되
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교육대상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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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원대상 성인지교육 운영의 특성
1. 교원을 위한 성인지교육 운영실태
정해숙 외(2013)의 보고서는 양성평등관련 교사연수를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연수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연수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연수는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 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의 16개 교육연
수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나누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의
16개 교육연수원 중 양성평등관련 교과목은 2개 교육연수원(광주, 제주)에서 총3개 과
정에 불과하여 사실상 양성평등교육연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2002년
조사에서 16개 교육연수원의 양성평등교육과정이 포함된 연수과정이 179개 과정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양성평등교육과정이 교육연수원에서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줄어들어 지
금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인데, 한 가지 이유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10년 교
육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지정받으면서 많은 교육청들이 양성평등교육을 이곳에
위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해숙 외, 2013:73-7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에서 운영 중인 교원을 위한 양성평등교육과정은 다음의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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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사연수과정
주제

양성
평등

성폭력
성매매

다문화

과정명
함께 할수록 즐거워지는 이야기
초등교사를 위한 양성평등수업적용
학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양성평등
(초등교원성인지교육)
양성평등문화를 만들어가는 행복한학교
(중등교원성인지교육)
즐거운 학교 내가 만들어요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모두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만들기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존중하며 살아가는 즐거운 세상만들기
(성매매예방교육)
아동·청소년폭력예방상담지도교육과정
더불어 사는 세상만들기
(양성평등과 다문화교육)

주요교육내용
시간 학점
양성평등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등
30 2
초등학교 교과별 양성평등교수법
30 2
성역할지도, 저/고학년 진로지도
광고, 고전문학, 속담, 언어생활에
서의 성차별
성희롱의 법적이해와 사례, 인지력
훈련, 대처방안
성희롱유형, 분쟁사건동향,
접수상담 및 상담실습, 문제개입법
아동성폭력 개념과 유형, 성폭력
발생단계, 대처방법
성매매유형에 따른 정책, 청소년
단계별지도법, 청소년 처벌및 지도
아동청소년폭력유형, 관련법, 상담
다문화사회와 성평등,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와 상담

60

4

60

4

30

2

30

2

30

2

30

2

30

2

30

2

* 출처: 정해순 외(2013), p.7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
사 및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 3-6>을
보면 총 9개의 교육과정(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은 하나로 간주)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
고서에는 각 교육과정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수참여자의 학교급별, 성별, 교원
직급별 내부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교육과정별 교육이수자의 규
모를 비교해 보면, 양성평등의 4개 교육과정보다 성폭력·성매매의 4개 교육과정 이수
자가 월등히 많다. 예를 들어 ‘함께 할수록 즐거워지는 이야기’과정은 지난 3년간 교육
이수자가 213명이라면,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은 995명,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은 2,381명,
아동청소년폭력예방상담지도교육과정은 2,245명으로 폭력예방교육과정이 가장 교육이
수자가 많다. 한편 교육이수자의 내부구성을 보면, 교육과정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지는
데, 양성평등교육과정의 경우는 초등학교는 보건교사의 비율이 높고, 중등교사는 교사
의 비율이 약간 높으며,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나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은 보건교
사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예방교육은 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다. 특히 아동성폭력예방
교육과정은 교감과 교장의 비율도 타 교육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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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이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안상수 외(2012)의 보고서는 특히 현직 교사에 대해
양성평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초중등 학교생
활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는 가운데 초중등교육기관의 양성평등교육 실
태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의 내용은 양성평등교
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된 질문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교
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교사의 양성평등
교육 연수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가 초중고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연수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절반 가
까이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연수내용을 알고 있기 때
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양성평등전담교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
로 3분의 1정도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중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성
평등교육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서 중학교 교사들이 가장 높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는 점도 눈에 띤다.

2. 교원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인식
초중등교육기관의 양성평등교육은 아직까지 일회성이거나 단기적인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개별 학교뿐 아니라 관할 교육청의 의지도 부족한 편이다. 불안정한 교육형태
를 띠고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교사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
육을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양성평등
의식향상은 비단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뿐 아니라 학교조직과 학교문화를
양성평등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담당교과목 수업내용에도 젠더감수
성을 접목시킴으로써 양성평등한 교육내용을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하지만 안상수 외(2012)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의 양성평등교육 연수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한 편이며, 실제로 연수를 받은 경험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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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교사의 양성평등교육 연수 실태
(단위: %)

빈도

연수경험없음

1 - 2회

3회 이상

학교급별

남교사

여교사

전체

초등학교

61.7

63.1

62.8

중학교

51.5

53.8

52.9

고등학교

46.3

52.1

48.8

전체

51.9

58.3

55.9

초등학교

27.2

26.4

26.6

중학교

25.2

30.7

28.7

고등학교

41.4

29.3

36.1

전체

33.3

28.1

30.0

초등학교

11.1

10.5

10.7

중학교

23.3

15.5

18.4

고등학교

12.3

18.6

15.1

전체

14.8

13.6

14.0

* 출처: 안상수 외(2012), p.250

위의 <표 3-7>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연수경험이 없는 비율이 55.9%를
차지하며, 특히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의 비율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자아정체감과 성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
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사의 양성평등교육 연수경험은 교사의
모든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다. 교원이 간헐적으로 양성평등교육 연수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사범대나 교대의 교육과정에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효
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수경험 비율은 교사들의 양성평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 다
음의 <표 3-8>을 보면 교사들의 양성평등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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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양성평등교육 강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
(단위:%)

현재로서 충분하다

초등학교

더 강화되어야 하지만,
교육여건상 확대가 어렵다

매우 부족하므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남교사

여교사

남교사

여교사

남교사

여교사

53.1

43.0

42.6

49.8

4.3

7.2

중학교

46.4

28.6

44.4

60.8

9.2

10.6

고등학교

45.8

31.4

46.4

59.8

7.8

8.7

전체

48.0

36.8

44.8

54.8

7.2

8.4

* 출처: 안상수 외(2012), p.256

<표 3-8>을 보면 양성평등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남교사는 52%, 여
교사는 6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확대가 어렵다고 보는 경우
가 가장 많았고,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는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 또한 흥미로운 성별 차이를 보여준다.
최근 주목할 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과정
중 ‘성인권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초중고 교육과정에는 성인권과목은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폭력예방교육이나 양성평등의식교육이 학교의 재량에 따라
연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권교육
과정이 개설되었다는 점은 그동안 여성단체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거점으로 강사를 파
견하여 진행해왔던 찾아가는 교육이 학교 자체 내에서 이 과정을 이수한 교원에 의해
점진적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으로 교원의 양성평등교육 참여도와 교육
효과,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성인권교육과정은 주로 학교 아이들, 초중고 해서 결국은 성인지적 관점의
폭력예방교육이겠죠. (중략) 여기에 성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폭력예방교육도
포함이 되고. 어디든 인권이 베이스이긴 하지만 그게 좀 더 강화되겠죠. 또
다른 버전이죠, 통합교육의(사례18).

한편 교사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연수에서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내부에 여성위원회를 두고 있으면서 매년 여성활동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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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전체활동가교육에서도
성평등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다. 전체활동가교육은 남성조합원과 여성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부교육으로 교육프로그램 안에 여성의제를 공부하는 시간을 2시간씩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므로 교육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2002년에 만들어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참교육실천강령’ 14개 항목 중에는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실천한다’ 는 항목이 포함되
어 있는데, 2013년에 양성평등교육에서 성평등교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제4절. 공무원 성인지교육의 성과와 한계
정부와 공공기관 양성평등교육의 핵심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지난 10년
간 성인지 교육과정 변화의 특징은 세분화와 전문화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세
분화와 전문화를 추동하게 된 것은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본격적으로 도입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책의 변화가 교육과정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
부와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특성상 정책연동성이 높기 때문이며, 현재 우리나라 양성평
등교육 제도화 방식의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본격
화된 2010년과 2012년 이후에는 과제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이 확대되
었다. 이러한 업무지원교육을 포함하는 성인지력향상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필두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연구기관에서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무원 성인지 정책교육은 시간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
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갈수록 세분화되는 교육과정은 공무원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
를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변화의 방향이다.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력향
상교육은 8개의 세부전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몇 개의 과정은 업무연관성을 띠고
있으며 교육대상이 특화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정이 7시간 또는 14시간의 교육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모든 과정이 공무원의 인사고과와 연동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
로 의무교육이 아닌 경우 공무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주요한 당면과제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성인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성인지력향상교육
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의 성인지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나 양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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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구명숙·안미숙, 2004; 김혜선, 2008; 이갑숙, 2010; 김
경주, 2013)을 보면 업무수행과 교육경험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공
무원의 양성평등교육 경험과 태도를 조사한 이갑숙(2010)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조사응답자 1156명중 29%를 차지하며, 교육방식은 성
희롱예방교육, 양성평등소양과목(2-3시간), 양성평등관련특강, 1박2일 이상의 정책관련
교육 순이었다(이갑숙, 2010:346). 김경주(2013)가 실시한 공무원의 성인지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5급부터 9급까지 분포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54명
중 52.8%가 성인지정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
는 중앙 및 광역의 고위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평가되며, 여성정책
수행경험이 있을수록 성인지정책의 인지도는 높았다(김경주, 2013:10). 또한 성인지정
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성인지력향상교육이 가장 중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정부합동평가지표를 위한 공무원들의 성인지 정책교육 못지않게 공무원 및 공
공기관 종사자는 각종 예방교육의 주요 의무대상이기도 하다. 각종 예방교육이 순차적
으로 의무화되면서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성평등교육기관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제
기되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성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 등 서로 달라 보이는 양
성평등교육의 하위 영역들이 본질적으로 남녀 권력관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포괄적 성교
육’75) 개념도 이와 같은 맥락과 연결된다. 성평등교육기관 안팎에서 통합교육의 필요성
이 대두되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과정에 통합교육이 또 하나의 세부교육
과정으로 추가되었다. 초중등교육기관에서도 여러 교과과정에 분산되어 있거나 각종
예방교육과 성교육으로 뒤섞인 양성평등교육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필요
성이 대두되면서 ‘성인권교육’ 또는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76)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
75)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개념은 1990년대 이후 유네스코
(UNESCO)와 국제가족계획연합(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 미국
의 학교성교육 연구단체 등에서 확산시킨 성교육 패러다임으로서 ‘포괄적’이라는 함은 청
소년들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행하고 자신의 건강과 섹슈얼리티를 결정할 수 있
도록 완전한 정보와 기술, 가치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이
안전한 성생활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공한다. 정해숙 외(2013), pp.16-17.
76) 그동안 각종 성폭력 예방교육이 순차적으로 의무화되어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어 왔지만
효과적인 교육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각종 예방교육이
연계된 통합적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통합교육의 법적 근거는 2010년 5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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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 역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과정에 교과목의 하나로 추가되었다.
현 시점에서 통합교육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교육효과
성을 염두에 두고 교육내용을 구성해야할 것은 자명하다. 통합교육 또한 교육대상에
따라 다르게 구성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계별 통합교육이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
록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각양각색으로 산재해 있는 양성평
등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양성평등 이
야기를 담을 수 있다면 지금처럼 여러 차례 교육을 받고도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생각
하거나, 오히려 역차별 운운하면서 교육내용에 저항감과 불편함을 표출하는 수강생들
을 보다 효과적으로 포섭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교육은 양성평등
교육의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3의 2항에 신설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법 제정
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의뢰하여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예방교육 교안을 개발, 보급하
였다. 김상희의원실(2011),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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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의무화의 제도적 기반
이임순 외(2010)에 의하면 1980년대부터 이전의 순결교육에서 성교육으로 명칭이 변
경77)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성교
육 제도화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1999년과 2000년에는 교육부가 학교성교육기
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성교육에 성폭력 예방관련 내용
이 강화되었고(이임순 외, 2010:41), 2008년에는 각 학교별로 성교육담당교사가 지정되
어 연간 3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의무화하였고, 2009년 1학기부터 국가수준의 학교보건
교육이 실시되면서 학교 내 성교육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이임순 외,
2010:21). 이러한 변화는 2014년 현재에도 유효하여 각 학교별로 성교육을 포함한 양
성평등교육은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표 4-1> 학교성교육 실시 관련 법령 및 시수
법령

명시된 성교육시수

교육계획에 의한
최소 교육 시수

비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
한법률및시행령

학기별 1회 이상(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포함하여 실시)

2시간

법령 및 시행령에
명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

연간 1회 이상

1시간

초등학생 제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및시
행령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
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1시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1시간

연간 1회 이상

77) 석태종(2003)에 의하면 1982년 문교부가 순결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성교육이란 용어를 공
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교사용 성교육 자료를 발간하여 시도교육위원회를 통해 성교육 실시
를 발표하였고, 1983년에는 교사용 성교육지도 자료를 전국에 배포하였다. 석태종(2003),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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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아동복지법및시행령

6시간

시행령에 명시

* 출처: 이임순 외(2010), p.50

한편 가장 먼저 의무화된 예방교육은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다. 이후 성매매, 성폭력, 가정
폭력 순으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의무화되었는데, 의무교육이 되는 시점
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의무교육대상의 범위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종사자, 학교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내용
의 성격상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다.

<표 4-2> 각종 폭력예방교육의 의무화시점과 법적 근거
의무교육시
점
직장내
성희롱
(1999~)

성매매
(2008~)

성폭력
(2013.6~)

가정폭력
(2014.1~)
통합교육
(2014.2~)

법적근거

내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5년 폐지)

성희롱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전부개정·공포(2014.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2007~)
아동복지법(2011.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공공기관, 사업장의 장 및 사업주는 성희롱
방지의무
직장 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는
연1회 이상 성매매예방교육 실시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성
매매예방교육 점검 및 관리 강화, 이를 경영
실적평가에 반영
청소년 대상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국가기관, 영유아보육시설, 학교, 공공단체
등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초중고에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이 초중고에서 국
가, 지자체, 공공단체 확대
각 의무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의무교육시점은 2014년도 여성가족부 업무추진계획 p.15에 게재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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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 이 법률이 폐지되면서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다가 2007
년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고 일부 내용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그
런데 이미정 외(2012)에 의하면 성희롱예방교육의 의무대상 범위는 공공기관 및 사업
장인데, 초·중·고교와는 달리 대학의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은 의무
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은 의무교육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강제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정폭력예방교육에 대해 정리한 김은경(2009)은 2006년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
서 초중고에서 의무화된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성교육과정의 하위단위로서 진행되고 있
으며,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건강 및 보건의 관
점에서 성역할과 연관된 성(sexuality)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김은경, 2009:239).
따라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폭력문제를 ‘안전’과 ‘인권’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이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김
은경, 2009:240)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무화된 교육이 너무 많다 보니 짜깁기식 교육
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보다 통합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폭
력예방교육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최근 공공기관과 여성
단체 교육프로그램에서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3년을 성폭력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에 성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위탁하고, 전국에 걸쳐 10개의
지역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의 취지는 기존의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10
개의 지역지원기관은 그동안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오던 단체들로서 각 지
역의 여성단체 부설 성폭력상담소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축이 되어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14년도 여성가족부 업무추진계획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 명칭이 폭력예
방교육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
게 되어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
면개정 논의가 있어왔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2014년 전부개정·
공포(2014.3.27)되면서 성매매예방교육의 감독이 보다 강화되었다.
면접조사 분석결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최근 각종 예방교육은 몇 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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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데, 첫째, 정부에서 위탁한 교육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관과 단체들이
예방교육의 교육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강사양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주체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전문강사의 자격을 강화
하고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일정 기간을 정
해 놓고 전문강사들이 보수교육이나 심화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몇 년간 각종 예방교육의 의무대
상 뿐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대상의 확대는 여성단체의 교육사업에서도 역시 다각도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셋째, 국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단체 등은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
이 많아졌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되면서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있
고, 실제로 성희롱부터 가정폭력에 이르는 폭력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어 있어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권 교과과정 개발’이
라는 새로운 시도도 눈에 띄며, 최근 한국양성평등진훙원의 전문강사양성과정에 폭력
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성인지인권통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이 개설되었
다.

제2절.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공공기관은 성인지교육 못지않게 의무교육이 가장 활성화된 영역 중 하나이다. 의무
화된 교육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성희롱예방교육이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
와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화되기 시작한 성희롱예방교육은 오늘날 가장 광
범위하게 실시되는 교육이기도 하다.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성희롱예
방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보면 실시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교육참여율 또한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교육이 형식적인 목표달성에 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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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공공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운영현황
국가기관
담
당

교육지원부서
인사지원부서

1년에 1시간 의무
집체교육과 동영상교
운
육 병행, 참석율은 조
영
직분위기나 기관장에
따라 다름
고
충

공직유관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인사지원부서

보건교사

학생생활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총무팀(인사팀)

1년에 1시간 의무
집체교육과 동영상교
육 병행, 참석율은
조직분위기나 기관장
에 따라 다름

1년에 1시간 의무
학생은 수업시간, 교
직원은 정례시간, 교
사연수시간 활용, 참
석율 높음

학교에 따라 운영방
식 다름, 학생, 교
수,직원 대상 교육
실시, 참석율 편차
큼

강사 섭외의 어려움, 집체교육 실시의 어려움

* 출처: 이나영 외(2012), p.227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이나영 외(2012)의 보고서를
보면, 우선 성희롱예방교육의 운영기관이 공공기관은 여성가족부, 초증고등학교와 대학
교는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일반사업장은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예방교육 실시율과 참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예방교육 예산을 보면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예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38.3%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의 교육
담당자들은 교육 운영상의 어려운 점으로 집체교육의 어려움, 강사의 자질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교육콘텐츠 부족 등을 꼽고 있다.78)
대학의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이미정 외, 2012; 신상숙 외, 2012)에서는
대학의 특성상 교수, 직원, 강사, 학생, 외국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므로 특성화
된 교육이 필요한데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달리 대학생은 성희
롱예방교육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져 있다(이미정 외, 2012:42-43).
신상숙 외(2012)는 전국의 대학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에 응답한 280개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와 예방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성희롱예방교육을 교육
대상별로 보면, 교수와 직원은 참석비율이 높고, 강사와 대학원생의 참석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예방교육 참여의 강제성을 보면, 교직원은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고,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희롱예방
78) 여성가족부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예방교육이 99%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발생건수도 2010년 344건에서 2011년 367건으로 증가하였다.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된
지 오래되었지만, 부실한 콘텐츠와 강사의 자질부족,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강의 대체 등
을 통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향신문(2012년 12월 2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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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의 어려움으로는 교육대상자들의 무관심, 정부의 지원부족과 관련 법규 문제,
학교의 지원부족, 교육대상자들의 반감과 편견, 교육강사풀 부족 등을 꼽았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성희롱예방교육이 기관장의 책무로 되어 있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개인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신상숙 외, 2012:108).
오늘날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공직사회나 대학의 성희롱사건들을 생각해보면 법적
으로 의무화 된지 15년이 된 성희롱예방교육의 교육효과를 의심해 볼 만하다. 김혜선
(2008)의 연구를 보면 위와 같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성희롱예방교육의 가장 큰 문제
는 효과성이 낮다는 점이다.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8년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응답자의 70% 정도가 성희롱과 관련된 법
을 모르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길수록 성희롱통념(오해, 피해자 책임,
과잉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김혜선(2008)은 낮은 효과성의 요인으로 연1회의 의무화
된 교육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시간이나 교육방법에 있어서 제
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제3절. 초중등교육기관의 성교육과 ‘예방교육’ 의무화
1.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운영실태
이 논문에서는 넓은 의미의 양성평등교육에 성교육이 포함되어있지만, 성교육을 양
성평등교육과 다른 교육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정해숙 외(2013)에서는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는데, 하나는 섹슈얼
리티 문제가 양성평등 문제와 분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양성평등교육
으로부터 섹슈얼리티 문제 고유영역을 분리해내는 방식이다(정해숙 외, 2013:19-20).
물론 연구자의 인식은 전자에 가까우며 넓은 의미의 양성평등교육에 성교육이 포함된
다고 보지만, 혹자는 반대로 성교육의 부분내용으로 양성평등의식교육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정해숙 외(2013)의 경우는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을 분리한 다음, 둘이 교차되는
지점을 ‘성인지적 성교육’이라고 지칭하였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1950년대 정결교육에서 시작하여 1960년대 순결교육,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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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으로 그 용어가 달라졌으며, 198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성교육이란 용어를 사
용하고, 성교육지침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이임순 외, 2010:46). 이러한 개념의 변화
는 일본과 유사한데, 일본도 1940년대 문부성에서 순결교육을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성교육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김교흥의원실, 2006:14).
하지만 1983년 문교부에서 나온 ‘초등학교 교사용 성교육 지도자료’는 여전히 순결교육
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
한 성교육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시대별 학교성교육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정리
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시대별 학교성교육 내용의 변천
시대

개념

교육내용

1950년대

정결
교육

성교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역할
학교에서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에게 부족한 면 보충

1960년대

순결
교육

문교부에서 최초로 성교육 방침을 학교교육 안에 포함시킴.
중등학교 가정교과서에 여성생리현상에 대한 기초지식 언급

1970년대

성교육

성교육이란 용어 사용한 지침서 개발.
남녀 신체, 생리발달, 이차성징, 사정, 생식 및 번식, 성병 다룸

1980년대

성교육

문교부가 공식적으로 성교육 용어 사용, 성교육지침서 발간.
성교육 필요성, 성윤리확립,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대한 성지식습득

1990년대

포괄적
성교육

교육부는 학교재량시간 이용, 중학교 연간10시간 성교육 실시지침 하달.
학교성교육기본계획수립(1999, 2000년)

2000년대

포괄적
성교육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성폭력예방에 대한 내용 포함
교사용지침서 배부하여 창의재량활동시간에 10시간 이상 성교육 실시

* 출처: 이임순 외(2010), p.47 <표4> 재구성

김교흥의원실(2006)에서 나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시점에서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은 시간과 교과시간은 <표 4-5>와 같다. 성교육을 받은 시간은 1-3시간이 49.8%로
가장 많으며, 10시간 이상 받은 경우도 14.7%를 차지하지만,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15.1%를 차지한다. 성교육을 받은 교과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재량수업시간이라
고 답한 경우가 57.5%로 가장 많으며, 외부강사 특강은 생각보다 적은 6% 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서도 재량수업시간을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96

제4장.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성인지 관점에서 폭력문제 가르치기

있다.

<표 4-5>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은 시간과 교과시간
교육시간

빈도

퍼센트

교과시간

빈도

퍼센트

없음

185

15.1

재량수업시간

706

57.5

1-3시간

612

49.8

일반교과시간

282

23.0

4-6시간

178

14.5

외부강사 특
강

74

6.0

7-9시간

67

5.5

기타

148

12.1

10시간 이상

180

14.7

-

-

-

6

.5

18

1.5

1228

100.0

1228

100.0

결측치
합계

* 출처: 김교흥의원실(2006), p.19

아래 <표 4-6>은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 주체와 선호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어 흥
미롭다. 예를 들어 누가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보건교사라고 답한 경
우가 84.8%로 가장 많았고, 누가 성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보
건교사가 역시 7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에서 가장 눈에 띠는 점은 외부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비율은 5.7%지만, 선호도(누가 효과적인가) 질문에는 2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를 볼 때 초중등교육기관에서 성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보건선생님으로, 보건선생님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학교성교육의 교육주체와 선호도(누가 효과적인가)
교육주체

빈도

퍼센트

보건선생님

1041

84.8

899

73.2

담임선생님

38

3.1

23

1.9

일반교과 선생님

70

5.7

34

2.8

여성단체 등 외부강사

70

5.7

267

21.7

결측치

9

.7

5

.4

1228

100.0

1228

100.0

합계

* 출처: 김교흥의원실(2006),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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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조사는 성교육을 받은 중심내용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는데, 남녀의 생식
구조(70.7%), 임신과 출산(63.8%), 성범죄(58.2%) 순이었고, 양성평등(27%), 동성애
(14.7%)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조사 당시 성교육이 생식기와 성관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있고 성역할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김교흥의원
실, 2006:31).
보다 최근에 실시한 초중고등학교의 성교육 실태조사 결과인 <표 4-7>을 보면, 초등
학교는 월1회 이상이 48.5%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학기당 2-3회 이상이 21.6%로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다. 한편 중학교는 연1회 이상이 29.1%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그 다음이 학기당 1회 이상이었으며, 고등학교 역시 연1회 이상이 33%로 가장 높았고,
학기당 1회 이상이 27.9%로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다. 특히 고등학교는 성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항목도 18.8%의 빈도를 보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교육 빈도가 낮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빈도
빈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월1회 이상

18.4

48.5

11.8

5.2

학기당 1회 이상

25.3

17.0

28.1

27.9

학기당 2-3회 이상

17.7

21.6

17.8

15.0

연1회 이상

25.2

7.4

29.1

33.0

받지 않는다

13.4

5.5

13.3

18.8

* 출처: 이임순 외(2010), p.148

양성평등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성교육의 중요성과 내실화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자들이 학교 안팎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학교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성교육이 계속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이혜정, 2013:240). 교육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겠
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
가 될 것이다. 이혜정(2013)은 성교육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중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성교육을 받기 싫은 이유는 같
은 내용의 반복과 지루함이 1,2위를 차지하였고, 학생들이 받고 싶은 교육내용에 대해
서는 초등학생, 여학생, 여학교는 ‘성폭력내용’, 고등학교와 남학교는 ‘이성간 우정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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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원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분절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 교육형태와 교육
내용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혜정(2014)은 한국의 성교육정책의 방향을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하나는 다양한 예방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체험교육이다(변혜정, 2014:62).79)
이와 같은 두 가지 방향은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오늘날 성교육
내용이나 교육방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성문화나 성적 실천과
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며, 성교육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은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다루어야 하는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신체중심의 성교육을
넘어서 젠더감수성과 성교육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도 문제인데, 최근 몇 년간 활발
히 논의되고 시행중에 있는 ‘성인권교육’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목소희(Lee-Mok, 2014)도 성인지적 성교육에
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양성평등교육 담당자로서 보건교사의 역할
오늘날 학교성교육은 보건과목에 포함되어 있어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
다. 보건교사는 보건실 운영이 주요 업무지만, 보건교과목이 점차 강화되면서 교육자로
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80)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성교육을 포함하는 양성평등교육
은 보건교사가 직접 교육을 수행하기도 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
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성교육은 내부의 교육담당자로서 보건교사를 두고 있고, 외
부교육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원업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보건교사와
79) 변혜정은 학교성교육이 여성발전기본법의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교
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다 2005년 9월에 학교폭력대책팀으로 업무가 이전되어 ‘폭력’과
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2005년 9월 이후의 성교육은
학교폭력이라는 범주에서 다루어지게 되면서 폭력예방교육에 편중되고, 성인지적 감수성
을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변혜정(2014), p.64.
80) 김현숙(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건교육의 역사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시작되어 체
육교과와 통폐합을 거듭하다 1980년대부터 성교육이나 안전교육이 실시되면서 보건교육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환경교육, 보건안전교육, 성교육 등이 추가로 편성되면
서 보건교육의 영역이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이라는 기존의 목표에서 보다 확장되었다고 본
다. 서울시 교육청은 1998년에 보건교과과정 표준지침을 마련하였고, 2007년 12월 학교보
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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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서 초중등교육기관의 성교육 실태를 학교급별 교육시간과 교육주체를 중심으로 살
펴본 결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교사는 보건교사이고, 보건교사
는 각급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담당자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
령에 따라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는 보건교사 1인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하고, 중고등
학교는 교사 정원 외에 보건교사를 따로 둘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보
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표 4-8>은 학교급별 보건교사의 배치율을 보여
주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건교사의 배치현황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수학교의 배치율이 가장 높으며, 초중고등학교 중에서는 초등학교의 배치율이 가장
높고 중학교의 배치율이 가장 낮다. 특히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조금씩 감소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나 과잉학급으
로 인해 추가로 보건교사가 필요한 학교에서 순회보건교사가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

<표 4-8>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008
4241(73.0)
1523(49.5)
1428(65.2)
128(85.9)
7320(65.2)

2009
4217(72.3)
1549(49.9)
1444(64.9)
134(89.3)
7344(64.9)

2010
4247(72.5)
1566(50.0)
1418(62.9)
127(84.7)
7358(64.6)

2011
4225(71.8)
1619(51.3)
1525(66.8)
131(84.5)
7500(65.4)

2012
4219(71.6)
1623(51.2)
1568(68.15)
133(85.3)
7543(65.5)

* 출처: 김미경(2013), p.137.

학교보건교육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교
과가 정식과목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이정열 외, 2010; 김영숙 외, 2011;
김영숙 외, 2012; 김현숙, 2012; 김미경, 2013; 서희진, 2013). 그 결과 2009년부터 모
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었으며, 교육과
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에서는 보건교육의 7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81) 예를 들어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46학급 이상의 과대학급 초등학교 105개교를 대상
으로 기존 보건교사 외에 계약직 보건교사를 추가로 2011년부터 배치하였고, 순회계약직
보건교사의 경우 43학급 이상의 과대 초중고등학교 72개교를 대상으로 38명의 계약직 보
건교사가 2개교를 순회하면서 학교보건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김영숙 외(2011),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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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건강, 질병예방과 관리, 약물 오·남용 및 흡연·음주예방, 성과 건강, 정신건강, 사
회와 건강,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등이 그것이다.82) 7개 영역은 대부분 건강관리와 건
강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과 건강 영역에서는 신체변화에서부터 성역할과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성폭력과 성매매예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교사의 자격은 2000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002년 신입생부터 4년제
간호학과 졸업자 중 재학 시 10% 이내의 교직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교사 자격을
주도록 자격이 강화되었으며, 200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양호교사에서 보건교
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상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현숙, 2012:153).
최근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teacher's self-efficacy)83)이나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보건교과목은 입시와 관련되지 않
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보건교사는 수업
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례로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보건
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조사한 김영숙 외(201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
다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초등학교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보건교과
에 대한 학교조직의 분위기가 좀 더 허용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중고
등학교는 비정기적으로 보건수업을 진행하지만, 초등학교는 2009년부터 연간 17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숙 외, 2012:64-65).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보건교과목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은 상급학교 진학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정기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교육운영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개인적 노력

82) 하지만 학교보건교육은 학교급별로 기존 교과목에 흩어져 있는데, 초등학교는 전 교과목
에 7개 영역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중학교는 체육과 기술가정 교과목에서 주로 다
루어지며, 고등학교는 체육과 기술가정, 과학교과목(생활과 과학, 생물I), 교련에서 다루고
있다. 김현숙(2013), pp.150-151.
83) 교사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믿음 혹은 판단(김영숙 외, 2012:60), 또는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어떤 특정한 교수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사
의 신념(서희진, 2013:156)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교사효
능감이 높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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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지보다 학교장과 일반교사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4-9> 학교급별 보건교육 실태
보건교육
실시시간
보건교사의
재량활동 보
건교육 실시
시수

창의적 재량시간
창의적 재량시간 외
담당하지 않음
17시간 미만
17-34시간 미만
34시간 이상

초등학교
533(99.3)
4( 0.7)
3( 0.6)
21( 3.9)
457(84.6)
59(10.9)

중등학교
253(96.9)
8( 3.1)
7( 2.6)
11( 4.2)
234(89.0)
11( 4.2)

고등학교
166(98.2)
4( 1.8)
3( 1.8)
7( 4.3)
152(92.7)
2( 1.2)

* 출처: 이정열 외(2010), p.176

<표 4-9>의 보건교육 실태는 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보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보건교육 실시시간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대부분 창
의적 재량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실
시시수도 학교급에 관계없이 17-34시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보
건교육의 권장시수인 17시간 이상을 대부분 상회하는 것이며,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
록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건교육의 실시내용을 보면 앞서 교육부에서 고시한 7개 영역 중 일부 영역에 편중되
어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정열 외(2010)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성
교육이 초중고등학교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예방과 관리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가 겪고 있는 교육시간확보의 어려움 못지않은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보건교
육을 진행하는 동안 보건실에 보건교사가 부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영숙 외(2011)의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건
교사가 생각하는 보건교육 정착방안 중 가장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보건교육 중
응급사고에 대한 법적 체계 마련’과 ‘과대학급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였다는 점 또
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보건교사는 2012년 현재 초중고등학교 평균 65.5%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서는 순회보건교사나 보건 시간강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교과목의 중요성이 확
대되었고, 다수의 학교에서 17시간-3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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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건교사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은 확대되었지만, 보건교육의 7대 영역 중 성교
육이나 질병관리와 예방 영역에 편중되어 교육이 운영되고 있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보건실을 비워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보건실 바로 옆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한
다거나 과대학급의 경우 보조교사를 두는 방안이 권장되고 있다. 보건교사가 양성평등
교육담당자로서의 역할도 병행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은 보건교육, 그 중에서도 성교육이나 질병예방 및 관리교육의 비중이 높
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외부교육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운영과 쟁점
앞서 2장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국비와 시비(도비)의 조합으로 운영되며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4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초중등교육기관
의 학생 수를 감안하면 교육의 수요에 비해 센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4년 현재 서울은 7곳, 경기도는 6곳, 인천은 2곳이 설치되어 있어 교육수
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받는 체험형 교육
의 경우 일단 학기 초에 일정이 짜여지면 이후 다른 학교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수
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한 센터장은 성문화센터의 다음과 같은 비전
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문화센터의 확산을 염두에 두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제 생각으로는 서울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 5학년, 이 전수를 어쨌든 성문화
센터에 한 번이라도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작년
에 서울시민 원탁회의 이런 걸 했었거든요. 토론회 같은 거를. 저는 학교가
아까 16시간처럼 교과로 들어가는 건 요원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초등학교는 16시간을 하면 그 중에 5시
간이 성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성문화센터에 2시간씩이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5학년에 1번, 중학교 1학년에 1번, 중학교 3학년에 1번, 고등
학교 1학년 때 1번 이렇게라도 전 청소년시기에 걸쳐서 4번 정도 와서 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서울에 한 15개 정도
가 생겨야 되겠더라구요(사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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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해마다 3월초에 공문을, 4개 (지역)교육청하고 본 교육청하고 5개 교
육청이 있어요. 거기다 리플렛하고 주제별로 해 가지고 공문을 다 띄웁니다.
문서함에다가. 그래서 선생님들(보건교사나 성교육담당자)이 그 공문을 받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다가 선착순으로(중략) 1년 거를 마감시켜갖고 신청을
받아서 1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중략) 아쉬운 게 인천시 예산으로,
인천시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선착순
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기학교가 굉장히 많아요(사례16).

센터에 소속된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는 교육도 운영중이므로 센터시설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겠지만 센터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은 수업
방식이 같을 수 없다. 위에서 사례14는 청소년기에 걸쳐 4번 정도 교육장에 와서 수업
을 받으려면 지금의 센터 수보다 적어도 두 배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자신의 비전을 말
하고 있다.
2장에서 성문화센터의 주요 교육대상은 청소년이지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센터교육장 공간의 한계로 유
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센터에 내방하는 경우 체험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고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례16의 경우는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교육
장이 분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크다. 하지만 발달단계별 교육장의 구성은 센터
마다 공간의 여유로움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다.
저 같은 경우는 특성화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구마다 있어서 여기는 어린
이집, 유치원,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성인, 장애인 이렇게 좀 특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잖아요. (중략) 저희가 전체 다, 오시는
분들을 가세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커리를 짜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을 수용한다는 게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굉
장히 많아요(사례16).

한편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대상의 발달단계별 분리와 함께 고민하는 것
은 성별 분리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센터마다 성별 분리교육에 대해 의견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성별 분리교육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교육대상이나 수업내용,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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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실적을 보면 중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렇
게 되는 거 같아요. 고2 아이들은 체험형 말고 저희가 또 별도프로그램으로,
요즘은 뭐, ‘섹스의사소통훈련’ 그런 것도 해요. (중략) 반별로 한 반씩 오면
그 반을 둘로 나눠가지고 대체로 중고등학생들을 다 성별로 나눠요. 여학생
따로, 남학생 따로. 예전에는 같이도 했다가 여전히 나눠서 하는 게 아이들도
편하고, 여자가 3명이고 남자가 15명이어도 일단은 나눠서 진행을 하고(사례
14).
교육내용 중에 신체변화가 남자, 여자가 다르다든지 이런 정도로 분리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남자교육 따로, 여자교육 따로
그렇게는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어요. 내 신체변화라든지 심리변화라든지 내가 알 수 있고 친구도 알 수
있지만 상대방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걸 알게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중고등학교는 남자, 여자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훨씬 좋고(사례
16).

위의 사례를 보면 교육장에서 중고등학생을 교육할 때 사례14는 성별 분리교육을 실
시하고 사례16은 혼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성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앞서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의 관
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성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
느냐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성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보급한 SAY매뉴얼을 따르고 있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도 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주로 성교육, 큰 주제를 말씀드리면 성교육, 양성평등, 성폭력예방이 전체적
으로 다 들어가요. (중략) 세부적으로 하위영역으로 들어가면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첫째는 자존감높이기, 요즘 아이들은 장점을 말을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단점은 굉장히 말을 잘 하는데. 칭찬을 잘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자
존감높이기하고 인간관계, 인간관계교육을 시켜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분명
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차별이 아니라, 늘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정말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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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중에 이성친구를 사귄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서로 다
른 점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는 인
성교육쪽을 많이 짚어가고 있어요(사례16).
(독일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은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애기 3살 때부터, 3
살은 선입견이 없잖아요. 그럼 애 날 때 피나는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는 거에요. 근데 한국은 성에 대해 접할 때 자연스러움이 먼저 오는 거 같
지 않고, 범죄,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교육 보건시간은 지루함, 그러니
까 성 하면 지루하고 필요도 없는 교육인거 같고, 와 닿는, 각인되는 게 없어
요(사례15).
저희들의 기본 컨셉은 학교에서 하지 않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또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교육할 수 없다, 지금 시점의 아이들에게 인사이트
를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최근에는 성평등하고 관계된 게 뭐겠나, 소통하고 평화감수성이
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중략) 오프라인교육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건 자기주
도형 교육이라는 것과 소통, 같이 온 사람들과 매개자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컨셉으로 많이 바뀐 편이죠(사례14).

면접내용을 보면, 사례16은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인간관계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사
례15는 성을 문제 중심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육을, 사례14는 소
통과 평화감수성을 강조하고 자기주도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84) 특히 사례
14는 청소년의 성주체성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2001년도부터 교육장에 ‘섹슈얼
리티체험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섹슈얼리티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그래서
교육내용은 섹슈얼리티가 무엇인가에서 출발하면서 생물학적인 성을 넘어서고자 노력
하였다.

84) 사례14는 특히 자기주도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장을 둘러보면 사례15나
사례16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사례15나 사례16이 여성가족부의 SAY매뉴얼에 따라
코너별로(주제별, 단계별로) 성교육교구와 게시판이 진열되어 있는데 반해, 사례14의 교육
장은 여러 개의 방이 색깔만 다르고 모두 빈 공간이다. 교재나 교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서랍 속에 있거나 롤스크린을 펼치게 되어 있고, 수업은 주로 소그룹단위로 질문과 대답
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교육장 한쪽 벽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던진 질문들이 붙어있는데,
기존 성교육에서는 다루지 않을법한 기발한 내용들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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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센터마다 교수방법에 대한 고민이 크다. 최근 몇 년간 교육방법에 있어서 변화
가 모색되고 있다. 그동안 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은 대부분 강당수업이거나
방송수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반별수업이나 체험형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것은 면접조사에 참여한 세 개의 센터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변화양상이다. 실제
로 강당수업이나 방송수업에서 반별수업으로 전환한지는 3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
것은 일선 학교와 센터 쌍방의 요구에 의한 변화라고 보고 있으며(사례16), 여성가족부
와 (경기)도에서도 방송강의나 집합강의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센터에 전달하고 있다(사
례15). 하지만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는 의무교육에 대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종
강당수업이나 방송수업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별
수업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85) 또한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성문화와 성의식을
교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도 중요한 고민이기 때문에 교육매뉴얼도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하고 강사들도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센터
세 곳 모두 소속강사들의 학습모임이 있고 주기적으로 자체적인 강의모니터링을 통해
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다.

제4절. 폭력예방교육의 방향과 제도적 한계
여성가족부는 2013년을 성폭력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그동안 의무교육대상
에서 제외되었던 주부, 소상공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찾아가는 예방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예방교육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의 통합교육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
나 이러한 폭력예방교육이 폭력의 근원적인 배경이 되는 구조화된 젠더불평등 문제를
깊이 성찰하기에는 교육시간,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방법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를 지니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5) 반별수업의 진행방식을 예로 들면 한 학교의 6학년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6반까지 있을
경우 3명의 강사가 함께 나가서 1,2교시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강사들은
정보공유와 자료공유를 통해서 수업내용이 서로 비슷하도록 사전조율을 하게 된다(사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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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의 찾아가는 예방교육 확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교육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찾아가는 시민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찾아가는 예방교육으로 2013년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진행된 성폭력예방교육을 꼽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을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에 10개의 지역지원기관을 선정하였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특별위촉된 강사들은
해당 지역에서 지역지원기관을 통해 그동안 의무교육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주부, 소상
공인 등을 방문하여 교육하였고, 교육실적과 평가는 지역지원기관을 거쳐 중앙지원센
터에 보고되었다. 20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성폭력예방교육의 운영방식과 쟁점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서울시도 2013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거점으로 하여 7만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초중고여학생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제로아카데
미’를 운영하고, 경찰지구대, 공기업, 군부대, 녹색어머니회, 학교보안관 등을 찾아가 폭
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각종 학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찾아가는 시민대상 교육은 폭력예방교육에 편중된 특징을 보이며, 다양한
교육대상이 포함되어있어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성폭력예방교육뿐 아니라 지역주민 또는 지역지
도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 또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 속한 성평등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
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의 여성단체가 교육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여 기획부
터 교육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시군에 평가지표로 넣어놔서 시민대상 양성평등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지역사회지
도자라 일컬어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군 여성가족과 담당자들이 이거를 연구
원에 의뢰하기도 하고, 강사초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꾸려서 하
기도 해요.(중략) 경기도성평등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몇 조였더라, 시민들과
관련해서 언급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죠. 몇 년 전에 추가가
됐죠. 2년 전인가(사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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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0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합동평가지표나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대상 교육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폭력예방교육과 양성평등의식교육 등 시민을 대상
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최근의 움직임으로 그동안 학교와 공공기관에 집
중되어있던 예방교육과 의식교육이 점차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확
장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위한 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움직임은 통합예방교육의 도입과 확산이다. 성희
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이 순차적으로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교육대상의 범위
가 확대되면서 통합적인 관점을 가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통합교육
과 관련하여 2014년 2월부터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에 의거해 그동안 초중고에
서만 실시 가능했던 통합된 폭력예방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할 수 있
게 되었다.86) 여성가족부는 2014년을 예방교육의 품질관리 원년으로 삼고 통합교육의
실적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통합교육이 본래의 목적인
통합적 관점의 교육에 얼마나 강조점을 두는지, 더 나아가 통합적 관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의 제도적 한계
초증고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은 의무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는 성교육이나 폭력예방교
육을 포함하여 교육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재량활동시간에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보조적인 교육과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가정이나 사회, 윤리 과목과 같은
기존 교과과목에도 성평등과 성역할에 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86) 2014년 국가지원사업으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지역사회 구
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자료를 보면 가정폭력·성폭력·성매
매예방을 묶어서 통합교육(3시간)을 실시하거나 주제별 교육(각 1시간)을 실시한다고 밝히
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고, 직장인 대상 교육에서는 ‘건강한 가족·기업문화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다. 직장인
대상 교육인 경우는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은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성인지 관점에 입각하여 가족, 직장, 마을에서의
인간관계를 재평가하고,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식 교육을 실시한다고 홍보자료
에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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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불안정한 형태로 자
리 잡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세부적인 고민들
이 필요하며 이것은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양성평등교육
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양성평등교육을 기존 교육과정과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하는가의 문제를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양성평등교육의 스펙트럼이 넓고, 성교육이나 폭력예방교
육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무화되어있어 권고하는 시간을 채워야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다양한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주로 보건교사이며, 성교육
이나 폭력예방교육의 의무시간을 준수하려다 보니 양성평등교육은 주로 성교육과 폭력
예방교육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교육내용의 뒤섞임 속에서 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87)의 등장
이다.88) 성인권교육은 여성가족부에 의해 2011년에 도입되었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2년 교원대상 교육과정에 성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이것은 폭력예방교육에서
통합교육의 등장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인권교육이 기존의 성교육과 폭
력예방교육, 의식향상교육을 대체하게 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교육단계별로 젠더관점이 통합된 교육안이 개발되어야 하며89), 학교에서 교
육시수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양성평등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접
근해야하는가이다. 이 질문은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을 설계하는데 있어 핵심요소를
87)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이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매
매 등의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각각 따로 실시하지 않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하
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성인권교육, 성인권 통
합교육, 성인지적 예방교육 등으로 문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학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이 지식전달위주의 성교육에 그치거나 문제유형별로 흩어
져서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미흡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모두 통합하여 실
시하고 청소년의 교육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성으로 이 교육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가족부플러그(2011년 3월 16일), “여성폭력 예방교육, 통합교육으로 첫
실시” 참조.
88) 면접조사에 의하면, 2014년에 학교 성인권교육프로젝트를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8-12시간까지 시간을 확보해서 2013년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에서 만든 성인권교육매뉴얼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프로젝트다(사례14).
89) 성인권교육매뉴얼은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용만 개발이 되어 있어 2014년 초등학교 저학
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교재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훙원에서 개발할 예정이다(사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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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지금까지의 성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은
주로 임신과 출산, 성폭력 범죄와 같은 문제위주의 접근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성인지
관점에 입각한 젠더권력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은 부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성인권교육’은 성인지 관점을 가진 인권교육이라고 표방하
고 있지만, 성인권교육의 확대가 지금의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각각의 폭력예방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그 저변
에 깔려 있는 사회구조적인 젠더권력문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접근이 얼마나 조화롭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교육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성교육과 각종 예방교육을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제도화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 현재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공공기관은
성희롱예방교육의 의무화를 시작으로 각종 예방교육이 점차 의무교육으로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통합예방교육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와 외부교육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시간의 확보와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부는 양성평등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한
부서에서 총괄하던 방식을 부서별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의
계획수립과 운영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게 한다. 여성가족부의 경우도 한
국양성평등교육진훙원을 통해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과정의 운영과 찾
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주력함으로써 현재 학교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인권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교육이 되기 위해
서는 지금보다 더 큰 관심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개별 학교에서도 입시교육에 밀려
주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
의 교육주체로서 교사의 인식개선과 교사연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초중등
학교의 폭력예방교육은 학교중심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기반 예방프로
그램과 연계를 통해 소위 ‘사회적 안정망’ 또는 네트워크체계를 재구조화해야한다는 김
은경(2009)의 제안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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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여성단체 교육사업의 제도적 기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여성단체들은 사단법인화를 통해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게 되
고 여성운동의 전략으로서 각종 교육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
면서 정책참여욕구도 증가하게 되고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여성관
련기관들을 위탁운영하거나 여성발전기금, 민간단체지원금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도 개발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거버넌스를 형성하여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여성단체활동의 특성과 정책참여욕구의 증가
민주정부 수립 이후 여성단체들은 여성정책의제를 설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
였다. 여성단체장들이 대거 정치영역에 흡수됨으로써 기존의 여성단체들의 운동목표가
여성의제설정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다시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하
지만 다양한 법들이 생겨나고, 여성의제를 다루는 제도와 기관들이 생겨났지만, 그것이
기존 문제의 감소를 낳기 보다는 문제의 ‘사회공론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컸다.90)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페미니즘의 형성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여성단체들의 정책참여욕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정책참여의 초기 과정에서 정책환경
에 대한 이해와 운동목표의 현실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것은 정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여성단체가 접근가능한 다양한 경로
의 기금이 조성되면서 이러한 기금을 토대로 한 교육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여성단
체가 접근가능한 대표적인 기금들은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기금, 행정자치부의 민
90) 예를 들어 성폭력이나 성매매 특별법 제정과 함께 법적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그
것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나 성매매의 감소로 이어지기 보다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
해자를 지원하는 업무가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맹점은 논문의 뒷부분에
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여성인권이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없이 법
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전반적인 성의식이나 성적 실천이 바뀌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여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인 폭력예방교육이 되기 위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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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지원금(김은경(2008)은 이중 약 10%가 여성단체에게로 간다고 봄), 각 지방자치
단체의 여성발전기금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기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있다. 예를 들
어 서울시 민간단체공모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여성가족정책담당관), 비
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행정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평생교육과)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여성재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한 여성재단기금91), 그 외 비영리재단과 드물지만 해외기금92)을 이용하는 경로도 있
다. 면접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이러한 기금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사업이다.
하지만 기금사업의 특성상 사업지속성이 불안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안정화, 장기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금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사업비(matching fund) 적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은경,
2008:87). 또한 홍미희 외(2007)에 의하면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이 기금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이나 단체의 고유활동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한
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의 경우 정기적으로 내부활
동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자체사업비로 충당하거나 참가자들에게 교육
참가비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기금을 통한 교육사업은 찾아가는 성교
육 또는 폭력예방교육, 인권감수성 교육과 같은 대중교육을 운영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93)
91) 수도권의 대표적인 여성재단으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천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재
단 등이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02년 재단법인 서울여성으로 출발하여 2007년 민
법 제32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
며, 2007년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으로 출범하였다. 정책연구와 교육, 시설운영 등의 사
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여성가족재단은 인천발전연구원 내 인천여성정책센터와 인천
여성문화회관이 통합하여 2013년 1월 출범하였으며, 역시 정책연구과 교육, 시설운영 등
을 주요사업으로 삼고 있다. 한편 1999년에 설립된 한국여성재단은 민간공익재단으로 여
성들의 활동이나 리더십 함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지원사업 중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14개 단체, 총 1억 5만원을 지원하였다.
92) 김경애(2013)는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독일, 미국 등
해외기금의 기여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운동을 전개한 한국여성유권자연
맹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운동과 법제정에 앞
장섰던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해외기금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조직의
재정적 기반조성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였다. 이들 해외기금은 1996
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 이후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면접조사에서 아직도
일부 단체가 해외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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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욕구의 증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책모니터링교육의 증가와 민주주의교육, 리더십교육의 증가다. 정책모니터링교육의
경우는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모니터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단체가 속한 지
방자치단체의 우수활동의원을 선발하여 시상하기도 한다. 정책참여욕구의 증가는 2000
년대 들어오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여성의 정치참여증대를 단체의 설립목적
으로 두고 있는 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을 교육하거나 의정모니터링을 한다든지, 20,30대 여성들을 대
상으로 국회인턴십이나 보좌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몇몇 단체에서는 지방선거에 여성후보를 직접 배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94) 우리나라 여성운동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YWCA연
합회(2014. 2. 6. 보도자료)를 예로 들면 2014·2015년 6대 과제로 탈핵, 평화통일, 대
안교육과 청소년운동, 성인지정책, 여성폭력예방, 돌봄노동권 확보를 꼽고 있다. 6대
과제중 대안교육과 청소년운동, 성인지정책, 여성폭력예방은 내용면에서는 교육사업의
성격을 띠며, 6대 과제는 모두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의 관계형성에 대해 안경주(2013)는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을
하나의 과정의 정치로 보면서 거버넌스에 참여한 행위주체들의 젠더 인지적 관점이 다
양하고 성주류화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무엇보다도 젠더거버넌스의 내용과 질을 결정
하는 것은 거버넌스 참여자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의지와 관점이라고 보면서(안
경주, 2013:181) 성인지교육을 통한 의식화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여성운동단체와 여성주의학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
이 젠더거버넌스 행위주체들의 젠더 인지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번 면접조사
에서 여성단체들이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운영에서 있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
원의 관심과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확인할 수 있다.
93) 김은경(2008)에 의하면 여성부와 여성단체간 공동협력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교육이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공동협력사업 선정과제 중 약 절반 가량이 교
육사업이며,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의식개선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은경(2008),
p.82.
94) 사례13의 경우 엄마라는 정체성 말고 여성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는 취지에서 모임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사업들을 해 보다가
풀뿌리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으
로 정치진출까지 연결되었다. 그 결과 한 회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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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더거버넌스와 협력방식의 문제
앞서 논문의 분석틀로서 국가페미니즘과 젠더거버넌스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단체와 정부의 협력관계는 이 논문의 주요연구관심이기도 하다. 여성단체와 정부의 역
할은 현실에서 경계를 짓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여성단
체의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은 매우 역동적이다. 1990년대 이후 교육사업이 여성운동의
주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젠더거버넌스의 확대로 정부의 위탁사업이나 협력사업
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지만, 여성단체 교육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지속성이 매우
불안정하다는데 있다.
여성단체의 대중교육으로서의 교육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기금과 결
합함으로써 여성단체의 독자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
다도 연구자는 면접과정에서 교육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여성단체의 관계가 과연 수평
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몇몇
연구참여자들과의 면접에서 공무원들이 여성단체를 하위기관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젠더거버넌스는 원칙적으
로는 상호협력적이고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기
관과 수령하는 기관 사이에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례12의 경우 가정
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로부터 운영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 담당자가 자기 단체를 시민단체로 인지하기보다는 하부기관으로 간주하여 업무지시
를 내린다든지 업무간섭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한다.
시에서 단체로, 시민단체로 인지를 안 하는 거죠. 상담소는 어쨌든 간에 돈
을 받으니까 자기네 소속하게 되어 있다고, 위탁이라고 생각해서 이거해라, 저
거해라, 간섭이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다 맞추려니까 힘든 거죠(사례12).
아무래도 그 이전부터 고민은 있었다고 해요. 정부의 펀드를,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 용역을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입김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좀
자유롭기도 어렵고, NGO인데, 그래서 확실히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회비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회원확대로 연결이 되고, 회원을 새로
만나려면 교육사업이 있는 거고, 중요한 거를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
같아요(사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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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위의 사례6과 같이 정부의 공모사업 방식이나 사업운영목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 의도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면접조
사에서 소수의 사례지만 발견되었다. 이것은 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경우 여성운동
단체로서의 정치적 지향이나 운동목표가 훼손될 수 있음을 염려하여 단호하게 내부지
침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이다.
면접조사에 의하면 교육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예산의 출처는 다양화되었지만, 접
근가능한 예산의 규모는 매우 한정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기금의 불안
정성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여성단체가 가용한 기금들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언급한 점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이자수
입의 감소로 인해 기금이 조금씩 축소되기도 하고, 여성재단과 같은 외부 재단의 경우
도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고 연구참여자 다수가 평가하였고, 일부 연구참여자는 현 정
부와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도 단체활동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95) 사례12의 이
야기는 여성단체가 가용한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예전에는 정말 프로젝트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단
체들에게 주는 확률이 없구요, 어느 해는 우리 지부가 아무데도 받은 데가 없
어요. 경기도 권에서. 프로젝트사업이 예전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에는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간간이 크게 행사를 진행하거나 재미있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된 거죠. (중략) 여성재단 같은 데는 저희가 하기
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는 여성가족부하고, 경기
도, OO시 여성발전기금인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사례12).

한 실태조사에서는 공모사업의 경우 지원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가
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데(안태윤·황해동, 2012:106), 이러한 어려움은 면접조사
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여성단체의 실무자들이 교육사업만 전담할 수 없고 다른 업
무와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상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단체의 경우 교육사업은 단체의 여성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95) 한 연구참여자는 현 정부와의 관계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제약과 감시를 많이 받
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현 정부의 4대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이
단체들의 활동을 많이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기존 단체와는 다른 단체를 새로 만든다거나
센터를 만들거나 하면서, 정부가 마치 보수단체를 시민단체로 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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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실무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면접조
사에서는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외부재단의 기금을 받는 경우
사업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증빙서류제출 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인건비 지원
이 안 된다는 점을 꼽았고, 그 외에도 성폭력상담원교육과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은 하
지 않지만 2013년 6월 성폭력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시설에 대한 자격이 강화되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훈련시설로 등록하게 하고 강사 자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외부기금의 경우 계획서에 적어놓은 비용
보다 적게 지급되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아래의 세 사례 모두 기금사업 운영의
어려운 점을 언급하는데,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재단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증
빙서류 제출업무와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증빙서류를 다 제출하고, 마지막 정산하면 거의 박스를 보내요. 단체
별로 불만이 많더라구요. 원본으로 다 제출해야죠. 하나를 만들더라도 세금계
산서, 견적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다 내거든요. 한 건당. 서
류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사례1).
민간단체지원금 같은 경우는 내부규약이 많잖아요. 원고지 매수 제한을 준
다든지 활동비 같은 경우도 지침대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되게 세밀하고
몇 천원 쓴 것까지 그거에 서류가 되게 많이 따라붙어요. 그런 게 너무 어렵
죠. 예를 들어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저희는 주로 체크카드를 쓰게 하거든요.
투명성을 위해서. 그러면 체크카드영수증만 들어가면 교통비라는 걸 알텐데
교통대장도 작성하게 하더라구요. 그런 건 되게 어렵죠. 그리고 각 사업별로
요구하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추는 게 힘들죠(사례2).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간식, 좀 더 좋은 질의 자료
집, 그리고 좀 더 좋은 강사대우,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자료집, 이런 게 되면,
판촉물로 노트도 찍어서 나눠드리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하죠. 외부프로젝트는 사실 최소한의 운영비거든요(사례7).

사업운영상의 어려움도 많지만 외부기금에 의존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지속
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여성단체의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외부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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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부기금사업을 ‘프로젝트’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외부기금은 해
마다 공모를 통해 참여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 프로그
램의 외부기금 출처가 해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기금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사업이 중
단되기도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문상담원교육이나 성교육강사양성과정은 수강생들
의 교육참가비로 운영하다보니 10년이 넘게 꾸준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
이 많다.
일단 근본적으로 이게 예산에 관련돼서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
어요. 아무래도. 예산확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 고민 그런 게
계속 있고(사례1).
저희가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일회성으로 그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
무리 좋아도, 똑같은 얘긴데, 재정이 약하면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요. 넓은 시야로 본다면 프로그램이 지속이 되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게 좋
죠(사례2).

위의 사례1, 사례2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육 사업은 외부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공모선정단계에서 탈락하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지속의 불안정성이
여성단체 대중교육의 존립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제2절. 여성단체 교육프로그램의 유형분석
면접조사에 참여한 단체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목적, 예산출처, 교육대상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육 중 하나인 전문상담원교육
의 교육과정과 교육운영방식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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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단체 교육사업의 유형화
이 논문에서는 양성평등교육에 여성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면접조사를 통하여 여성단체들이 강사양성이나 상
담원양성에서부터 정책모니터링이나 국회인턴십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목적이나 교육대상, 교육내용에 따라서 유형화가 가능한데 우선 교육목적이 무엇
인가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의 <표 5-1>과 같다.
사실 정책교육과 의식교육의 구분이 모호하긴 하지만, 정치참여에 강조점을 둔 교육
은 정책교육으로, 의식향상에 강조점을 둔 경우 의식교육으로 자의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다시 교육대상별로 보면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은 성폭력예방교육으로 초중고 학생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직업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교육
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교육참여자들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참여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육프로그램의 자료집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여성
주의가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5-1> 연구참여자단체 교육프로그램 유형96)
유형

교육프로그램

사례수

정책교육

정책/의회모니터링, 공무원교육, 국회인턴십교육, 예산교육, 민주
주의교육

9

의식교육

여성주의교육, 리더십교육, 부모교육, 평화감수성교육, 인권교육,
생태교육

9

전문상담원교육

성폭력·가정폭력·여성노동 전문상담원

6

성교육강사양성

성교육강사양성, 전문강사양성, 직장내성희롱예방강사단양성

10

성폭력예방교육

참여형수업,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청소년캠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12

내부활동가교육

워크숍, 역량강화교육 등

20

기타

다문화교육, 건강코디네이터, 인문학강좌 등

4

96)

96) 면접의 특성상 연구참여자의 기억에 의존한 자료이므로, 개별 단체의 교육프로그램 중 누
락된 프로그램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단체 총회 자료집을 보고 면접에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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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1>은 연구참여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목적별로
나누어본 것이다. 물론 교육내용상 범주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다. 정책교육에 해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공무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4곳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국회인턴십교육이나 예산교육, 정책모니터링교육 등은 다각적으로 여성의 정
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중 국회인턴십교육은 교육대상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바, 대학생을 포함하여 주로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교육은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의 여성들이 가장 활발
하게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의 여성단체
교육이 수강생을 모집할 때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면접조사에
서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가 여성단체이므로 여성참가자의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화는 또한 교육의 기획의도와도 연관된다. 전문상담원교육이나 성교육강
사양성교육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며, 교육참가자들이 교육 수료후 교육
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 교육참가자 중에는 이미 교육이나 상
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
재한다. 국회인턴십교육은 교육 수료 후 일부가 국회에 정식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
어 일자리로 이어지기도 하며 정책모니터링이나 의회모니터링, 예산교육 등은 교육이
수 후 자원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금이 있는 경우는 활동비를 따로 지급받기도
한다. 의식교육의 경우는 일자리로 이어지기보다는 의식향상이 목적이므로 교육이 활
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교육을 통해 여성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단체의 경우 교육사업은 대중교육의 성격을 띠지만 회원확대라
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상담원교육의 경우는 전문상담원이 되고
나면 교육을 받은 단체에서 자원상담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험을 쌓게 되고,
이후 교육 받은 단체가 운영하는 심화교육이나 외부기관의 전문강사 교육이수로 이어
지거나 단체의 실무활동가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
아래 <표 5-2>는 여성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외부기금의 유입을 보여주
기 위해 범주화한 것이다. 교육의 성격과 외부기금 유형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락된 교육프로그램을 발견하여 면접 이후 추가로 질문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가 단
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짧게는 1년 남짓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운영한 교육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한 다음,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120

제5장. 여성단체교육: 성평등한 시민사회 건설하기

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기금의 출처가 해마다 달라지는 경
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가리키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나 시의 여성발전기
금이나 민간단체지원금 등이며, 국내재단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재단, 아름다
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고, 해외재단은 독일과 미국의 재단을 의미한다. 기업
후원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다. 외부기금에 따라서는 2년 연속 받을 수 없다거
나 3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지원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
우에 교육프로그램의 명칭이나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다시 제출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
다.
<표 5-2> 연구참여자단체 교육프로그램의 예산출처 유형97)
유형

교육프로그램

사례수

정부와
지자체

청소년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공무원교육, 정책모니터링, 다문
화교육, 국회인턴프로그램, 의회모니터링, 여성지도자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노동인권교육, 협동조합교육, 주민자치사업, 성인지정책지도자양성
과정, 장애인성교육, 생활정치학교, 인문학강좌, 군부대교육, 신건
강혼례사업

12

국내재단

성교육교구제작, 젠더감수성교육, 감수성교육매뉴얼제작,
지도력훈련, 지역아동센터교육

4

해외재단

국회보좌진아카데미, 민주주의교육, 노동인권실태조사

2

기업후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여성리더십교육, 찾아가는 이동교실(버스)

2

자체운영비

내부활동가교육, 워크숍

20

교육참가비

전문상담원교육, 내부활동가교육, 페미니즘교육, 성교육강사양성과정

8

외
부

97)

가장 빈번한 외부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으로 교육사업
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단체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외부기금은 사업지속성이 불투명하
고, 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외부지원금의 출처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한 국회인턴
97) 외부기금의 경우 운영비를 100%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운영비의 10~20% 정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 비율은 외부기금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또한 외부기금
교육사업에 추가적으로 교육참가비를 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외부기금은 인건비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2013년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사
업에는 전국에서 선정된 10개 지역지원기관에 전담인력비가 따로 책정되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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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프로그램처럼 해외재단으로부터 199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
고 있는 매우 드문 사례도 있다. 면접조사에 포함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는 국비
와 시비(또는 도비)로 운영되지만 성문화센터 고유의 내방교육과 파견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사업에 외부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2. 여성단체 교육사업의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대부분의 여성단체 대중교육은 교육대상에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98) 면접조사
에서 드러난 것 중 하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남성들이 소수지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상담원교육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소수지만 꾸준히 참여하는 분야인데, 이
경우 교육이나 상담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교
육프로그램은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회보좌진아카데미의 경우는 국회에서 인
턴을 뽑을 때 연령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20-30대 초반의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게 된다. 국회인턴십교육은 교육이 처음 만들어질 때 기획의도가 젊은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창출이었고 지금은 남성참가자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일자리
창출이라는 교육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리더십교육인 경우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정책모니터링교육은
지역의 주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의식교육은 주부들을 주요대상으로
상정하는데, 이 경우 단체회원과 회원의 지인들, 지역주민들, 그리고 온라인상 홍보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며, 수강생모집의 어려움은 큰 편이고 대중강좌일수록 외부
강사의 인지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면접조사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다.

98) 한 연구참여자는 면접에서 단체의 운동목표 중 하나가 각종 차별에 반대하는 것인데 자
신의 단체에서 학력차별을 할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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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연구참여자단체 교육의 교육참가자 특성

시
민

유형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특성

공무원

성인지교육, 성희롱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직급별, 성별 다양

일반

전문상담원교육, 성교육강사양성과정

30-40대 여성이 다수
교육분야, 상담분야 종사자

부모

부모교육, 학부모교육

주로 어머니 중심

주부

정책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생활정치학교

40-50대 주부 중심

근로자

여성리더십교육, 지도자양성과정

40대 여성근로자 중심

활동가

내부활동가교육, 여성활동가교육

20-40대 여성활동가

국회보좌진교육, 리더십교육

20대 여성, 일부 남성 포
함

성희롱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대학생 일반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캠프 등

학년별, 성별 다양

대학생
초중고 학생

<표 5-3>을 보면 교육대상의 유형을 공무원, 시민, 학생으로 구분한 것은 본 논문에
서 양성평등교육의 주요한 교육주체로 국가와 공공기관, 여성단체, 학교를 상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학생인 경우는 연령별, 성별 내부구성이 매우 다양한데, 공무원
인 경우 교육이 직급별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고 드물지만 여성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학생인 경우는 대부분 학년별로 나누어지며, 일부
교육현장에서는 성별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시민인 경우는 연령별,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전문상담원교육 같은 경우는 학력제한이나 경력제한을 두기도 하며 여성
단체라는 교육주체의 특성상 30-50대의 여성들이 주요 타겟이 된다. 하지만 전문상담
원교육이나 성교육강사양성교육과 같이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취득하는 교육은 교육참
가자가 사회복지사거나 상담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
도 중소도시로 갈수록 주부의 비율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표 5-3>의 교육참가자
특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양성평등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공무원을 제외한
성인남성인데, 성인남성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나 폭력예방교
육을 통해서 양성평등교육과 만나게 되지만 이마저도 교육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
는 기업 종사자인 경우에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찾아가
는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99)
99)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1회 의무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사자격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 최근 직장내성희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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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상담원교육의 교육과정과 운영실태
연구참여자단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교육은 전문상담원교육과 성교육강사양
성교육이다. 앞의 <표 5-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문상담원교육은 면접조사기관 중
6곳, 성교육강사양성교육은 무려 10곳에서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성교육강사양성교육을
통해 양성된 강사들은 단체가 운영하는 성폭력예방교육에 투입되고 있다. 성교육강사
양성교육은 6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전문상담원교육의 교육과정과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상담원교육100)은 현재 관련법에 근거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100시간, 성매매
는 150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은 여성단
체 부설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한편 성매매에 대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
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참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교육참가자로부터 개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의 교
육참가비를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2013년 성폭력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성폭력
과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운영하는 곳은 교육훈련시설로 등록하게 되어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포함하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의 전
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4>와 같다.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방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고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고용부에 계속 신
고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의 확대실시를 위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에 대해서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서울경제
(2014년 6월 2일) 참조.
100) 박인혜(2011)에 의하면, 1995년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개발원 등 4개 단체를 보건사회부에서 성폭력상담원위탁교육기
관으로 지정하면서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가정폭력·성폭력을 분리하지 않고 진행하던 상
담사업과 상담교육을 분리하게 되었고, 성폭력상담소는 더 이상 가정폭력을 상담하거나
교육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대졸이상의 학력제한을 두게 하고, 학력조건이 미달되는
기존의 3년 이상 활동한 상담원들은 재교육을 통해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제도화의
두 번째 단계로서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상담소 시행규칙이 마련
되었는데, 상담소설치는 신고사항으로 소장1인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상담원자격
조건도 전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행정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상담원이 되거나 상담소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여성운동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가정폭력상담소로 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박인혜(2011), pp.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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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설 중 예산지원이 되는 비율이 절반 이하이며, 최근 상담소들이 경영상의 어려
움으로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101)

<표 5-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전달체계(2010년 12월)

시설수
예산지원
시설수
전체대비

대상

가정폭력
상담소
249

성폭력
상담소
160

통합
상담소
26

가정폭력
보호시설
64

성폭력
보호시설
19

여성긴급
전화1366
16

ONE-STOP
지원센터
17

93

87

10

62

19

16

17

39.4%

41.9%

38.5%

96.9%

100%

100%

성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여성

100%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
3자 협약:
시도지사+
지방경찰청
장+수탁병원
장
시도별1개
소 의무설
치

가정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성폭력
피해여성과
피해여성 피해여성
아동

설치운영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설치기준

신고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허가제

신고제

비영리법
인 또는
민간 단
체위탁
시도별1개
소 의무설
치

* 출처: 이미정 외(2011), p.16-17 <표III-1>의 일부분

아래 <표 5-5>의 교육내용을 보면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교육과목은 상당히 유사하
다. 둘 다 교육내용의 구성을 보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서 교육과정의 전반부에 여성주의 관점에 대해 공부하지만 전체 100시간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문분야I, II, III은 주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대해 이미정 외(2011)는 피해자 지원이 주로 개인치료
모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전체 상담실습은 20시간을 차지
하는데 이것은 상담현장에 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습시간이다.
101) 여성가족부의 2015년도 예산안 발표에 의하면 성폭력·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
자통합지원센터가 2곳 더 늘어나고, 친족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그룹홈
도 2곳 신설된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이 3곳 늘어나며, 성매매 피
해자를 위한 자활지원센터도 1곳 설치되어 예산이 피해자 지원시설에 더 확대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여성신문(2014년 9월 22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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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과정
교육분야

성폭력 교육과목

가정폭력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
여성인권과 폭력

가족복지 및 정책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인권과 폭력

15

전문분야 I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법률구조실무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의료지원 실무

가정폭력의 이해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법
법률구조실무
법적 절차 및 대응
의료지원실무

30

전문분야 II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이론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상담심리개론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35

전문분야 III

상담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 등

상담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

20

총계

100

* 출처: 이미정 외(2011), p.62, p65.

2013년 성폭력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전문상담원교육은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을 따르
게 되어 있어 강사자격이나 강사섭외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강사의 자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여성단체 간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업무협력 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사례12
는 가정폭력상담원교육에 대해 정부에서 강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불
편함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부강사를 섭외할 때 자격이나 기준보다는 저희는 어쨌든 여성주의 의식
확산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진 여성주의와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의식을 가
지고 계신 분들을 섭외를 하죠. 그런데 요즘은 관에서 요구를 해요. 가정폭력
상담원교육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에다 보고를 해요.
교육장 인허가가 법령에 의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
전하고는 달리,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 사람의 졸업장까지도 요구하는 경우
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하고 좀 안 좋았었거든요. 강사료도 얼마 안 주는데(사
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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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에서 전문상담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교육 받은 단체에서 상담 자원
활동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100시간의 교육이수시간 만으로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에는 실습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매매전문상담원교육은
앞의 두 양성교육과 달리 총 15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 중에서 50시간이 실습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정 외(2011)는 상담원이나 종사
자가 현재 국가자격도 민간자격도 아닌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임금수준도 사
회복지사나 성매매 관련시설 종사자에 비해 저조하여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
는 업무 전문성의 결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3절. 여성단체 교육사업의 도전과제
여성단체의 대중교육은 이 논문에서 다루는 다양한 교육영역 중 가장 여성주의이념
과 실천에 충실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체활동가나 회원이 아닌 대중과의 소통
은 보다 세심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우선 교육사업은 외부기금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여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보다 대중적인 용어
로 소통하게 되어 적절하게 여성주의를 드러내거나 감추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나
아가 교육사업의 다각화와 외부기금의 활용은 교육사업을 통한 운동방식이 단체의 고
유한 설립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가라는 고민을 낳고 있다.

1. 대중교육의 이중전략: 여성주의 드러내기와 감추기
예비조사단계에서 한 여성단체를 방문하여 단체장에게 우리 사회 양성평등교육에 대
한 견해를 물었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은 자신들은 양성평등교육과 여성단체교육을 이원
체계로 본다는 것이었다. 즉 양성평등교육을 정부주도의 제도교육으로, 여성단체교육은
비제도권의 여성주의교육으로 분리시켜 인식하고 있었다.102) 여성단체활동가의 인식
102) 연구참여자들은 오늘날 성평등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양성평등 용어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평등이라는 개념도 진부
한 느낌이 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찍이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의 명칭을 두고 한
국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 개념보다는 성평등 개념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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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제도권교육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과
여성주의, 여성운동 사이에 어떤 단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연구자로 하여금 의문
을 갖게 하였다. 양성평등교육은 성평등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으며 성차별과
성별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여성주의이념에 기반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양성평등교육, 성평등교육 또는 성인지교육
이며, 일부 여성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여성주의교육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 않다.103)
여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국내외에서 여성주의 또는 페미니즘 용어
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성차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난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이라는 관용구를 사용한다. 양
성평등교육이 우리 사회의 대중교육이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여성주의 개념의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보니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을 이야기할 때 젠더나 성인지
개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여성주의 개념은 여성학 전공자들 또는 여성운
동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합의된 개념을
제시할 수는 없으며, 오늘날 이러한 여성주의 개념의 다양성과 역동성은 상호교차성
(intersectionality)연구로까지 이어지는데, 상호교차성이란 젠더, 계급, 인종, 민족성, 지
역성 등이 교차하면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여성단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명칭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의
도적으로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권력, 차별과 같은 용어를 전략적으
로 배제하고 젠더감수성, 인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
지 않고 젠더중립적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앞서 1장
지만 지난 2014년 5월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안인 양성평등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당분간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양성평등교육에서 성평등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례도
있어 점진적으로 용어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된다.
103) 월비(Walby, 2011)는 국가페미니즘 형성과 성주류화 이후 페미니즘의 제도화에 대해 논
의하면서 각종 거버넌스와 프로젝트, 사업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면에서는 페미니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연구
자 또한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를 통해서 양성평등교육은 태생부터 여성주의이념과 여성운
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변혁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지
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논문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양성평등교육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교육내용과 교육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여성주의
이념에 기대어 있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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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본 대로 여성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두 가지 전략 중 탈젠더화 전략, 즉 성
별차이에서 젠더중립적인 것으로 이동하면서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전
략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여성주의 드러내기와 감추기의 전략적 고민 속에서 대중교육의 경우 누가 가
르치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대중교육을 운영할 때 수강생 모집만큼 어려운
일이 교육에 적합한 강사를 찾는 일이다. 강사확보의 어려움은 면접조사에서 반복적으
로 언급된 내용으로 경기도 소재 단체의 경우는 활동하는 강사풀이 더 좁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대중교육에서 외부강사의 인지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연구참여자들
로부터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이다. 하지만 인지도나 아는 사람의 추천만 믿고 초청
한 경우 대중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외부강사인 경우
수강생의 특성에 대한 사전파악이 매우 중요하며, 교육프로그램 운영자들이 교육을 준
비하는 단계에서 강사와 수강생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수강생의 내부
구성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강사에게 알려주어 강의내용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외부 분들이 주제에 맞춰서 하는데 지명도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되고, 대중강좌다 보니까 대중강의를 어느 정도 해봤는지, 왜냐면 자기 안에
내용이 많아도 강의경험이 많지 않으면 본인이 당황하기도 하고, 잘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학원 강의나 학교강의가 아니라서 그런 것
들도 되게 중요하죠(사례6).

하지만 교육목적에 적합한 외부강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고, 전문상담원교육의 경
우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강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성평등교육기관이나 지
역의 여성가족재단에서 양성평등교육 강사뱅크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여성전
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면접조사에 의하면 교육내용이 전문적일수록
강사풀이 좁아지며 그러다보니 소수의 검증된 강사들이 단체 교육에 반복적으로 투입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단체의 대중교육사업은 여성주의교육이 여성단체 내부에 머무르지 않
고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성운동의 대중화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단체 내부에서 유통되는 여성주의 이념과 개념이
대중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어떤 언어로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를 낳게 되며, 특
히 대중교육의 경우 소통의 매개자로서 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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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대상의 한계와 여성주의 언어로 소통하기의 어려움
여성단체의 대중교육은 회원을 포함하여 대중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장이다. 오늘날
여성운동의 큰 방향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정책과정 참여에서 교육사업은 중
요한 도구이자 전략이 된다. 앞서 <표 5-1>과 <표 5-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육사
업 중 정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의식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등도 본질적으로는 성평등의식 향상을 교
육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사업의 주요대상은 회원들, 회원들의 지인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다.
대중교육에서 수강생과 어떤 언어로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에 선행하는 것은 수강생
을 어떻게 모집하고 확보하는가의 문제이다.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더
라도 교육대상을 모집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과제이다. 수강생 모집방식은 교육대
상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최선
의 방식이다. 또한 단체의 특성상 내부활동가나 회원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 또는 단체
가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법,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는 대학을 통해서나 취업알선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인터넷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소셜네트웍서
비스(SNS)계정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과 SNS상의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다. 교육대상의
범위가 넓을수록, 예를 들어 시민대상의 대중교육인 경우에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특히 쉽지 않다. 사례10은 생활정치학교가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여 수
강생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사례15는 성교육강사양성과정이 너무 많이 생
기다보니 수강생모집이 어려워진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생활정치학교는 교육은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안와요. 오신
분들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대개 재미있어하시는데, 생활정치학교라
하면 여성들이 정치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여긴 대부분이 주부들이
잖아요. 주부들을 교육시켜서 활동하게 하는 건데 관심이 없으시더라구요. 그
래서 사람 모으는 게 힘들어요. 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마다 다
뒤지고, 뒤지고 다니는데, 근데 오신 분들의 반응은 좋아요(사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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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강사양성과정이 올해는 신청자가 별로 없네요. 왜 점점 없어지지. 그
래서 주위에 물어봤어요. 왜 신청자가 없죠, 올해는. 그랬더니 워낙에 많은 기
관들이 성교육강사를 양성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구요(사례15).

최근 여성단체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대중교육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교육대상은
(학)부모이다. 초중등교육기관에서는 학교를 매개로 학부모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시
행되고 있으며, 여성단체에서도 (학)부모교육을 중요한 교육사업의 방향으로 잡고 있
다. 사례11은 여성가족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성폭력예방교육의 지역지
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사업의 취지가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사례11은 사업계획서에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성교육은 100% 받았더라구요. 다만 방법이 교실에서 했냐,
방송으로 했냐이지. 근데 엄마들은 무(無)에요. 엄마들은 무라는 것을 작년에
이 교육을 하면서 더 놀랬죠.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아무리 뭐라 해도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아, 부모교육이 필요하구나, 부모교육이라는 타이틀로 내서 이
게 많이 어필이 됐더라구요(사례11).

한편 사례13의 경우 부모교육에 어머니들이 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성역할을 재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대중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민의 지점이며, 그래서 교육대상을 성별, 연령별로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성역할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젊은 연령층의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여성단체의 공통된 숙제가 되고 있다.104)
저희가 부모강좌라고 하지만 늘상 오는 건 엄마거든요. 아빠가 아니고. 그
래서 이 제목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늘 딜레마인거 같아요. 부모강
좌, 예를 들면 안전마을 이런 걸 하는데 약간 딜레마가 사회적 성역할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은, 나침반처럼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104) 홍미희 외(2007)는 인천시 지역여성단체의 인력재충원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특히 전문
활동가중심의 여성운동단체인 경우 유능한 활동가는 ‘다 중앙으로 뽑혀’ 올라가고, 더 근
본적인 문제는 활동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젊은 활동가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활동
가의 고령화문제를 언급하였다. 홍미희 외(2007),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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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사실 성폭력예방교육도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과 청소년들의 성적자기
결정권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에서 끝나고 싶지 않
은 거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고 싶으려
면 너무 내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에요(사례13).

교육대상의 확대에서 남성을 위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가 역시 커다란
도전과제이다.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들은 예상과는 달리 수강생모집에 있어 성
별 제한이나 연령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심지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단체는 회
원자격에 있어서도 남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강생은 여성이고, 남성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국회인턴
프로그램의 경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남성들의 참여가 늘어나 최근에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7:3으로 증가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에
서 남성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여성단체의 교육사업에서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성대상, 성인대상 교육이 얼마나 힘
든가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래 사례16과 사례14의 사례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과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남성, 여성 모두 다 의식전환이 되지 않으면 양성평등, 성역할 변화, 너무너
무 힘들 거 같고, 교육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괜찮아요. 스폰지가 물을 먹
듯이 쫙쫙 빨려들어가거든요. (중략) 기성세대들, 나이든 사람들은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조금만 더 내부로 가면 아직 그
마인드가 그대로라는 거죠. 저는 양성평등교육이 참 어렵거든요. 성교육은 뭔
가 뚜렷한 주제가 있는데, 의식변화라는 거는 내 의식변화 하기도 힘든데, 상
대방의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인거 같아요. 그렇더라고 학
습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는 거(사례16).
어떻게 하면 남성친화적인 성평등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 그리고 소수자, 그리고 훨씬 더 근본적으
로는 다양성에 대해 융통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들, 그게 저희 성교육에서 굉
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요즘 어려운 얘기지만, 대중권력 이런 것
도 저희 콘텐츠에는 들어가 있어요. 다수속의 왕따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수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측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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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사례14).

남성을 위한 교육이 확대되어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단체에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교육에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야하는가의
문제, 특히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는 대중교육으로서 양성평등교
육의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이기도 하다. 사례2와 사례13은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알고 찾아서 올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
요. 그래서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들한테도 얘기를 꺼냈을 때 누구나 쉽게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생겼으면 하는,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여성분들도 거친 활
동을 하는 사람들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사례2).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교육, 여성주의교육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게 역차
별을 생각하는 거 같아요. 역차별이 아닌데 그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
들이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
통은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게 소통인거 같은데, 단체에서
는 같은 편끼리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훈련, 그런 게 서로 필요한 거 같아요(사례13).

오늘날 온라인과 SNS홍보를 통해서 교육대상의 모집범위가 예전보다 많이 확대되었
다. 하지만 여성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중교육으로서의 양성평등교육은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운동방향과 조율이 필요하고, 특히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는 외부기관과도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여성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여성주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 대중교육은 그래서 활
동가교육보다 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
래의 사례7은 대중교육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낯선 타인들과 만나서 젠더를 얘기해보자, 이걸 실
현하는 장은 미지수다, 우리가 3년 동안 이걸 얼마나 실현을 했는지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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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들구요. 아직은 그 장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 같
아요. 기존의 여성단체의 언어로는 그런 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
아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고,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 같아요(사례7).

앞서 여성단체의 대중교육에서 여성주의의 드러내기와 감추기 전략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주의 이념과 개념에 대한 대중화된 언어가 필요하고, 또 교육참가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와 젠더인식의 변화를 포착하고 분석해 내는 것, 그리고 교육참가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도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 느
끼는 세부적인 고민들은 교육내용이 대중의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교육의 목
적인 의식의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중요한 논의를 상기시켜
준다.

3. 교육사업의 딜레마: 세력화와 탈정치화의 줄다리기
여성단체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조직의 세력화나 역량강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
직의 세력화라 함은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교육사업을 통해 정부를 포함
하여 다양한 외부기관과 협력함으로서 조직의 인지도와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외부기금사업이 교육사업 중심이라는 점도 이러한 기대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다. 교육사업은 대부분 회원을 포함하여 외부에 열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을 알
리고 홍보하는 부수효과를 지니고 있다. 둘째로 교육사업은 잠재적인 회원을 새로 만
나는 장이기도 하다. 여성단체 중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일수록 새로운 회원
확충105)은 조직의 존립과 재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교육사업은

105) 홍미희 외(2007)는 여성단체의 회원충원방식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인천여성
단체협의회 회원단체들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
임’이 농협에 근거한 주부대학 출신들이 자동으로 회원이 되는 방식이 그것이다. 두 번
째는 주로 여성운동단체들의 회원충원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회원충원으로 교육
이나 상담원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회원에 가입하게 되거나 후속모임을 통해 단체와 계
속 관계맺기를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실무자 중심의 여성단체인 경우로 실무
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가에 따라 활동의 지속성 여부가 결정된다. 인천지역 여
성단체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단체들은 공개채용 형식으로 실무자를 뽑고 있
다. 홍미희 외(2007),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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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회원 뿐 아니라 기존 회원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장이기도 하다.106) 셋째로
교육사업은 대부분 의식향상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체가 지향하는 사회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이 여성단체의 교육사
업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양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래 면접내용을 보면 사
례1은 시민들과의 정책참여를 목적으로 교육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사례6은 교육사
업이 갖는 복합적인 의미를 잘 보여준다.
일단 단체 내에서 정책참여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정치색이 있는 단체들
은 계속해서 성명서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단체는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색깔이 아닌 거 같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이랑 함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
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나오게 된 사업이에요(사례1).
대중적으로 교육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고민도 있는 거에요. 그런 상황 속에
서 중요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지부하고 같이 하고 목적도 여러 가지를 두
기는 했어요. 대중과의 접점도 그렇지만, 지부와 본부와의 내부적인 역량도 키
울 수 있고, 내부적이라는 건 활동가를 포함해서 단체의 회원인거죠. 회원이지
만 사실 여성주의 감수성이라든가 단체의 활동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중략) 계속 교육을 들음으로써 자기 삶을 진단하고 연결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 중에서도 활동은 어렵지만 좋은
교육이 있으면 와볼래 생각하고, 실제로 오는 경우도 있구요(사례6).

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중교육이 복합적으로 조직의 역량강화에 기여한다면, 내부활동
가교육은 직접적으로 조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조직을 세력화시키는 것이다. 면접조
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연1회 또는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내부활동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부활동가교육은 조직의 이념과 문화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업무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활동가교육을 통해 조직의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규정하
고 학습하며, 개별 활동가의 업무역량강화도 꾀하게 된다. 여성단체 실무자들의 경우

106) 안태윤·황해동(2012)의 조사에서 일반여성단체의 경우 단체활동과 행사 참여, 단체 가
입, 회원들과 친목도모 순으로 소속감을 갖게 된다고 답한 반면에, 여성운동단체의 경우
단체활동과 행사 참여, 교육참여, 단체 가입 순으로 소속감을 갖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다고 답하여, 여성운동단체의 경우 교육참여가 소속감을 갖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계기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윤·황해동(2012),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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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라는 힘든 근무환경에 놓여 있지만,
활동가교육을 통해서 자기검열과 함께 운동에 소진되지 않도록 임파워먼트를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면접조사에 의하면 여성단체 중 회원중심의 단체와 활동가중심의 단체는
교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회원중심의 단체는 회원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운
영하는데 비해, 활동가중심 단체는 회원들이 직접 활동을 하기 보다는 후원금을 내면
서 단체활동을 지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원대상교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또 지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경우 중앙과 지부의 교육사업 역할이 나뉘기도 한
다. 사례8의 사례는 중앙과 지부의 교육사업에 있어서의 역할분담을 보여준다.
중앙의 모든 교육은 내부활동가들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구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나 회원들의 대중사업, 대중교육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 중앙은
내부활동가들 역량강화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예산 딱 잡고,
참가자 N분의 1로 참가비 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참가자가 많아야 참가비가
줄어요, 보통. 그래서 참가자 모집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사례8).

이와 같이 여성단체의 교육사업은 회원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교육대상을 구하는 대
중교육과 내부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교육사업은 조직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존립기반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내부활동가의
역량강화, 회원 간 소통 및 새로운 회원확충이라는 다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앞서 1장의 이론적 자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톨라와 스콰이어즈(Kantola and
Squires, 2012)는 국가페미니즘 개념으로 오늘날 젠더거버넌스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
다고 보면서 시장페미니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성단체나 비정부기구와의 거버넌스
형성으로 인해 정책시행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정치적 실천과 우선순위가 변화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는 페미니즘 제도화의 양면성이기도 하다. 사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이나 공모사업은 여성단체 고유의 성격과는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여성단체들
이 영역에 따라 특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만큼 개별 단체의 사업이 다각화되
어 있다. 특히 공모사업의 난맥상은 여성운동단체들의 자기정체성 규정에 혼선을 초래
할 수도 있다.107)
107) 홍미희 외(2007)의 보고서에서 인천지역 여성단체의 불만 중 하나가 공모대상에 선정되
기 위해서 단체들이 해왔던 활동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홍미희 외,
2007:103)인데, 이것은 새로운 영역의 개척과 함께 전문성 개발을 통한 조직의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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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제도화가 여성운동의 종말인지 확장인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제도화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교육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젠더
거버넌스 방식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단체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
고 있다. 특히 사례12와 같이 여성단체 부설 상담소의 경우 상담이냐, 운동이냐의 고민
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
너무 시민단체가 커지는 것도, 제도화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
만, 상담이라는 게 행정서류도 되게 많고 캠페인하면서 확장해서 하고 싶어도
행정서류에 쫓겨가지고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많
아졌어요. 요즘은.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비해서 활동중심
이, 앉아서 하는 활동이 너무 많아졌고, 예전에는 저만해도 주부가 활동을 통
해서 여성주의 수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열정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또 다른 토대가 있어서, 이미 많이 배우고, 이미 많이 갖춰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배경 자체가. 상담원은 상담만 하려고 하
고,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 안하고, 그런 한계점이 되게 힘든 거 같아요(사례
12).

사례12는 상담소 소장으로서 상담과 운동이 분리되어가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고 있
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여성주의상담이 여성운동의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면 오늘날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는 여성단체, 종교단체, 개인 등 운영주체의 내부구성이 다양
화되었고 더 크게는 여성운동과 여성단체의 외부환경, 내부조직, 운영방식 등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제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여성단체들이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 극복해 나가야할 도전과제라 할 수 있다. 즉 대중교육사업 역시 여성운동 제
도화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성단체는 일찍이 양성평등교육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고유한 사업영역이 사라지게 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위탁사업의 경우 조직의 안정적 기반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
성운동단체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위탁사업의 성격이 여성단체의 본래 설립목적에 부합
하는가를 놓고 보았을 때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위탁사업이나 공모사업의 경우
시장 메카니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조직운영과 위상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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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교육사업을 통해서 여성주의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보다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교육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금과 활발하게 만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가지고 있는 여성관련 교육이나 복지서비스기관들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
래된 여성단체들에 의해서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단체들은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
가사업의 모니터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시설운
영은 운동단체로서의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반면에, 대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사업은 단체고유의 운동 목적을 교육에 접목시킴으로써 여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108)
앞서 서론에서 국가페미니즘과 젠더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의 흐름과 최근의 논의를 살펴본 바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여성운동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시설 운영이나 공모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
고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 제도화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지만, 면접조
사를 통해서도 운동방식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여성운동 제
도화의 딜레마는 과연 여성단체의 교육사업이 여성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으로까지 이어진다.
현 시점에서 젠더거버넌스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재생산되는 주된 방식의 하
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젠더거버넌스의 유용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여성운동의 제도
화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의
젠더거버넌스 형태가 만들어내는 정부와 여성단체의 협력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
석이 필요하다. 그러한 분석은 이 논문과 같은 특정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
또는 협력의 유형에 따른 분석, 관계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
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성운동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운동이 지향하는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사회 실현이 정부의 법제화나 의무교육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중을 향하여 끊임
없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
108) 안태윤·황해동(2012)은 일반여성단체와 여성운동단체의 경우 성평등의식에 있어서 현격
한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성평등의식의 차이는 여성단체의 주요사업에 대한 차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일반여성단체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여성운동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여성문제해결을 가장 우선적으
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안태윤·황해동(2012),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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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공기관의 강사양성과 관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업은 크게 교육사업과 진흥사업으로 나뉘며 교육사업은
다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
는 전문강사양성과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수강생을 모집할
때 자격제한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수강생 선발과정에서 업무관련성이나 경
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 경우 교육
대상을 중앙 및 지자체 양성평등관련업무 담당자, 대학 및 연구기관의 관련업무 종사
자, 교육기관의 관련업무 경험자, 여성학·사회학·교육학·법학 등 관련분야 학위소지
자로 유관분야 연구·강의경력자 등으로 상정하고 있다.
전문강사로 활동할, 관련한 사업영역에 3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이 기본경력
으로 해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1년의 과정을 거쳐야 내년도에 전문강사로 위촉
을 받죠.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경쟁률이. 주 경력이 중심이고, 학력 같은 경
우는 성매매나 성폭력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연구경험이 많다 그러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동, 활동경력이 있는지,
교육경력이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중략) 남성들의 강사비율이 높아
지기를 희망하는데, 여전히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비율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
야 되는데 대략 9대1 정도 될 거에요(사례18).

또한 위촉강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 1박2일의 보수교육을 이수
해야 하고, 1년에 2회 이상 강의한 기록을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해야 한다. 강사
활동경력을 열심히 올리는 강사도 많은데, 가장 열심히 활동한 강사는 우수강사로 선
발해 장관상을 수여하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전문강사의 위촉현황은 아래 <표 6-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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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현황(2014년 3월 현재)

구분

신규
재위촉

2012

신규

2013

재위촉
2014.
신규
2.14
총 1,873명

양성
평등
교육

성희
롱
예방
교육

성매
매
예방
교육

31명
129명

47명
179명

30명
90명

9명

28명

14명

134명

213명

81명

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
아동청소
성폭력
년성폭력
예방교
예방교육
육
54명
66명
116명
75명/특별위촉
217명
166명

-

-

-

303명

467명

215명

가정
폭력
예방
교육

폭력
예방
통합
교육

-

-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교육
23명
-

24명

-

14명

50명

-

-

-

10명

-

-

49명

-

-

694명

24명

49명

37명

84명

성인지
인권
통합
교육
15명
9명

*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4), p.6

<표 6-1>을 보면 전문강사 위촉은 현재 8개 분야가 있으며,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교원대상 성인지인권통합교육은 2012년에 신설되었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2013년에, 폭력예방통합교육은 2014년에 신설되었다. 성폭력예방교육이
2013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217명의 특별위촉강사가 예외적으로 선발되었다. 현
재 가장 많은 위촉강사가 활동하는 분야는 성폭력예방교육이고, 두 번째가 성희롱예방
교육이다. 성희롱예방교육이 가장 먼저 의무화된 교육이라 그동안 위촉강사가 가장 많
았으나 2013년도에 성폭력예방교육 분야에서 217명이 특별위촉됨에 따라 순위가 바뀌
었다.
나아가 강의의 질을 관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의역량강화와 강의모니터링 과
정이 필수적이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3년에 전문강사양성과정을 기존의 기본-전
문-심화과정에서 기본-전문-강의력향상-강의실전과정의 4단계로 교육체계를 개편하면서
강의의 질 향상과 강의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의 일환으로 강의클리닉과정도 새로 개설하였고 강의모니터링도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
고 있다.
작년에는 교육과정도 대개편을 했죠. 소위 강의클리닉과정이라는 걸 뒀고.
보통 보수교육 때는 토론하고 강의경험 나누고 새로운 담론 소개했는데, 올해
는 보수교육 과정에도 강의시연을 해요. 한 번 강의시연 해서 패스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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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속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수교육 할 때마다 강의시연을 통해서 그 사람
의 강의능력을 보는 거죠. 작년부터 모니터링사업이 시작이 됐구요, 올해부터
는 신규강사는 전수로 해요, 모니터링을(사례18).

이와 같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전문강사의 교육과정과 위촉된 전문강사의 외부강
의 모두 강의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특히 교육과정에 강의법 훈련을 강
화하고 있다. 모니터링사업 또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반가운 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인적,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그 결과가 강사평가에 반영되도
록 공정한 평가절차과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여성단체의 강사양성과 관리
성교육강사양성과정은 여성단체에서 가장 폭넓게 실시하여 온 교육영역이며, 오늘날
폭력예방교육이 확대되면서 폭력예방교육강사양성교육으로 이름이 변경된 곳도 있다.
면접조사에서 성교육강사양성과정은 조사대상 20곳 중 무려 10곳에서 운영하고 있으
며, 1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곳부터 최근 교육과정을 개설한 곳까지 단체마다 교육의
역사는 매우 다양하다. 단체에서 양성된 성교육전문강사는 대부분 단체를 거점으로 하
여 해당지역의 성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은 전문상담원교
육처럼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을 따르고 있지는 않고 단체마다 교육과정109)을 개발하
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교육전문강사 양성실태를 조사한 김선희 외
(2010)의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교육 강사은행110)에 소속된 강
109) 김선희 외(2010는 경기도에서 성평등교육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는 15개 기관의 커리큘럼
을 분석하였는데, 우선 33개의 세부교과목으로 분류한 다음 5개의 상위교과영역으로 재
범주화하였다. 5개의 상위교과영역은 여성주의관점영역, 관련분야지식영역, 강의교수법,
강의평가, 기타영역이었다. 김선희 외(2010), p.73.
110) 경기도는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
원의 성평등교육 강사은행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지역복지시설에
전문강사를 연계해주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강사은행 전문강사는 여성단체나 대학교
사회교육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의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소지한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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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교육수료기관을 조사해보니 총 84개 기관이었는데, 이 또한 모집단이 아니라
활동 중인 강사들의 수료기관을 통해 역추적한 수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11)
84곳을 여성단체와 일반단체(주로 사회교육기관)로 나누어 설문조사의 응답을 비교하
였는데 특히 교육운영의 목적에 차이가 있었다. 여성단체의 경우는 주로 지역주민의
성평등의식확산과 지역운동차원이라고 답했고, 일반단체는 자기계발과 일자리창출이라
고 답했다(김선희 외, 2010:39-40).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강사양성 후
수요처 발굴, 예산부족, 교육생모집, 운영 전문인력 부족, 우수한 강사진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김선희 외, 2010:55). 한편 양성평등교육강사양성프로그램 교육과정의 강사진
은 외부전문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장이나 내부인력이 두 번째로 많았
다. 교육참가자의 자격요건은 관련분야 경력자, 관련학문전공자, 관련교육이수자 순이
었다. 교육내용은 성교육이 70%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양성과정에 대한 개선점으
로는 예산확보와 표준화된 교육과정개발이 둘 다 높게 나왔으며, 교육대상자 자격관리
강화, 법적 제도화 등이 뒤를 이었다.
면접조사에서 성교육강사양성과정은 대부분 교육참가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외부
기금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여성학자나 여성주의 관점을 가진
전문가집단, 여성단체활동가 등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내부강사(단체활동가)를 활용하고 있다. 내부강사를 투입하는 경우 강사료
절감효과가 있어 예산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양성과정 수료 후에는 성교육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미나와 연구모임 같은 후속모임을 월1회 정도의 빈도로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모임에 참여하여 강의경험과 강의자료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성교육의 경우 사회구성원의 성문화와 성의식, 성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여 지속적인 학습
이 불가피하다고 연구참여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성교육강사양성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면접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이 빈번하
경기도에서 활동 중이거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여 1박2일의 보수교육과정을
거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문강사로 위촉된다. 김선희 외(2010), pp.24-25.
111) 84곳 중에는 상담원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실태조사에서 84곳 중 12곳은 방문면접을
실시하였고, 15곳은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고, 설문조사는 84개 기관 중 49개 기관이
응답하였다. 세 가지 조사방법에서 조사대상은 중복되기도 한다. 김선희 외(2010),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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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용한 용어들은 임파워링, 토론, 참여학습, 워크숍, 시연, 현장학습 등이었다. 이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오늘날 성교육의 방향이 정보전달식 교육에
서 참여형, 토론형 수업으로 바뀌고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강사들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긴 교육시간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실습이 필요하다.

제3절. 전문강사의 관리와 전문성의 경합
1. 전문강사 내부구성의 다양성과 관리의 문제
양성평등교육강사들이 양성되는 과정이나 활동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된다. 문헌연구와 논문
면접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교육강사를 포함해서 양성평등교육강사를
양성하는 곳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점이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여성단체이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같은 사회교육기관에도 강사양성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는 전문인력양성과정으로 양성평등교육을 매우 세분화
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여성단체에서 교육을 받거나 여성단체에
소속된 강사들도 진흥원에 가서 다시 교육을 받아 강사위촉을 받기도 한다.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서 전문강사양성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과 여성단체나 사회교육기관에서
강사양성과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전공이나 활동경력이 매우 다양한데 이는 양성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할 때 연령이나 성별, 학력, 경력제한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양성평등교육강사로 입문하는 과정은 매우 개방적이며 하나의 일자리로 양성평등교
육강사에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양성기관은 수강생을 모집할 때 성별
이나 연령, 학력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연구자는 20명의 연구참여자 면접 이외에 오랜 기간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문강
사로 활동한 지인을 보조적으로 면접하였는데, 지인에 의하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 보수교육에 참여한 전문강사의 내부구성은 매우 다양하며 보통 두 분야 이상
의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많으며 실제로 양성평등교육현장에서는 교육내
용을 분리하기가 어렵고 합쳐서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또 전문강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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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인사고과에 반영되기도 하여 40대 남성들이 승진
고과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수교육을 통해 강의경험을 공
유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경험하지만, 위촉강사의 관점이나 자질에 있어 차이가 크다
는 점은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교육강사가 하나의 일자리로 자리매김되면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로 6년 동안 활동한 지인은
진흥원 전문강사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녀는
우선 진흥원 전문강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으며, 위촉강사라
는 자격증이 무엇을 관리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자신
이 참여했던 보수교육과정이 학부 여성학수업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전문강사
는 시민들이 경험하는 사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학부 수업 수
준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강사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점은 다양한 활동경험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기도 하지만 양성평등교육의 기본이념과 원리, 교육내용을 어떻게 강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단점이기도 하다. 양성평등교
육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연구기관, 여성단체, 사회
교육기관 등 매우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촉되거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강사의 자질과 강의의 질을 관리하는 문제는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최근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예방교육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하
면서 성희롱예방교육을 빙자해서 보험상품이나 건강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
고 있는 것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는 규정은 있지만 교육내용이나 강사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서
울경제 2014년 6월 2일). 최근 폭력예방교육의 의무대상이 확대되면서 교육의 수요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양산되고 교육주체도 다양화되면서 시장화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특히 성별불평등체계와 여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통념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여성폭력문제는 어떠한 관점으로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매
우 달라지는 문제라는 점(고미경, 2014:15)에서 더욱 염려스럽다.
전문강사의 자격과 관리문제는 양성평등교육이 상당한 수준 제도화되어있는 현 시점
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예를 들어 2013년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한국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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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흥원에 성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전국에 걸쳐 10개 지역지원기
관을 선정하면서 예방교육사업에 투입하는 전문강사의 자격과 범위에 대해 한국양성평
등교육진흥원과 여성단체 간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과정 특강에서 한 법의학
교수가 ‘야한 옷을 입으면 성폭행 당한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진흥원이 불분명하게
입장표명을 한 것과 관련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
동’ 명의로 2014년 5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는 진흥원이 성폭력의 본질
을 왜곡한 강의를 방치하였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없이 단지 다른 시각이라고 표
현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진흥원의 한계이자 여성가족부 성평등교육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현장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을 배
제한 채 폭력예방교육의 ‘전문성’을 진흥원 위촉강사에 한정한 것 역시 비판하고 있다
(여성신문, 2014년 5월 29일자).112)

2. 단체 교육의 전문성과 정통성 경합
여성단체 특히 여성운동단체가 젠더전문가집단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
인가. 그리고 젠더전문가집단으로서의 전문성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인가. 연구자는
면접조사를 통해서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면접조사를 통해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가 진행될수록 전문성 인정의 문제
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여성운동단체의 주요사업인
전문상담원교육이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짜여지고 여성단체들이 일
정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점이나
기존의 여성단체에서 양성되던 성교육이나 성평등교육 강사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성평등교육기관의 보수교육이나 심화교육을 통해 전문강사로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 등은 제도화가 강화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정책적 방향이 여성단체
112)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2014년 6월에 공동연대를 통해 폭력예방교
육에 투입되는 전문강사의 자격을 양성평등교육진훙원에서 위촉된 강사만으로 한정한 것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단체들은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전문성은 오랜 기간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해온 현장으로
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더 나아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강사양성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고미숙(201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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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한
다. 그리고 전문성의 인정이 정부로 수렴된다면 정부의 전문성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지도 질문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기반 여성단체의 현장중심적 경험과 자산을 제도중심의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여성단체에서 오랜 기간 지역 여성
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을 정부의 규제 속에 편입시
키고 관리하다 보니 행위주체 간 입장의 차이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입장의 차
이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무엇보다도 행위주
체 간 문제유형별로 성인지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좁혀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의 경우는 여성단체 부설기관이 아닌 상담
소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여성단체가 해왔던 활동들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의 입
장이나 저희 단체의 입장은 정부가 잘 하면,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가지고 잘
반영하고, 처음부터 정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었고, 잘 하면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정부가 규제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크게는 아닌 거 같은데,
규제하려고 하는 것 안에는 정치적인 그런, 정부우호적인 그런 단체들에게만
주고, 정부의 방향을 그대로 따르는 데만, 그런 것들도 크고, 내용이나 그런
거 자체가, 현장이 없잖아요, 정부는(사례5).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많아요. 산간 저쪽 끝에 이런 데는 부
족할지 모르지만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단체가 많
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상담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
무 상담내용도 많이 다르고, 저희하고는 다르죠.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니
까. 저희는 건강한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는 가해자교육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오직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사례12).

위의 사례를 보면 사례5의 경우 정부의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성격이 여성단체를 탈정치화시키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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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으며, 사례12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에서 운영
중인 상담소는 상담의 목적도 다르고 상담내용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성의 인정과 경합은 정부와 여성단체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
체 내부, 또는 여성단체와 여성단체가 아닌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사이에도 발생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내가 꼭 하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우리에게 성교육전문강사가 있
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싶다, 또 이런 계기를 통
해서 우리 강사풀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러
했는데 갔죠. 여가부에. 여가부에서 바라보는 여성단체는 전문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좀 쇼크받았죠. (중략) 10년, 20년 교육을 했다지만 교육의 횟수
보다는 교육의 질에 있어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분노
는 했지만, 하고는 있지만 어떤 기준이 없는 건 맞아요(사례11).
지역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됐지만 저희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한 건 한 번
도 없구요. 양평원 위촉강사 중 경기북부에 소속된 강사가 30명인가 있었어요.
그 강사들에게 배정을 한 거에요. 저희 부설기관장들도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
지고. 센터장이고. 교육들을 10년 동안 했고, 그런데 양평원에 등록이 안 돼있
다고. 특별위촉이 왔었어요. 저도 신청을 했거든요. 선정이 됐는데, 3일 동안
교육을 받으러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 때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올해도 위촉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
데, 올해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구요. 반발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서 저희 부설기관에는 아무도 등록이 안 되어있어요(사례15).

위의 사례에서 사례11은 여성단체에서 오랜 기간 양성해온 성교육강사들에 대해 여
성가족부에서 전문성을 인정하기 꺼려하는 모습에 대해 언급하였고, 사례15도 지역지
원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진흥원에서 위촉된 강사들만 교육에 투입하게 되어있어 기존
의 센터소속강사들을 활용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지원기
관으로 선정된 단체들이 기존의 단체소속강사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문
성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아래의 사례5는 전문상담
원교육과 관련하여 단체활동가의 강의경력은 문서화되지 않음으로서 경력으로 인정받
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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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강사의 자격인 거에요.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경
찰 같은 사람은 강의를 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 이런 거를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거나 실제로 상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담시설이 난리가 났었어요. (중략) 여성단체에서, 성폭
력피해자단체에서 10년을 넘게 활동한 사람인데도, 강의활동을 3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대학강사나 이런 분들은 활동경력을 증명할 수가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단체활동가가 강의활동을 나가면서 경력증명서를 떼지는 않잖아요. 도장이 찍
힌 증명자격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신청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
고, 아직 교육을 하지도 않았고, 매년 커리큘럼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새롭
게 이슈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짜면서 강사들을 섭외하는데, 그 커
리큘럼을 내년에 할 거를 미리 정해가지고, 강의별로 강사의 명단과 자격요건
을 내라고 하는 거죠(사례5).

이와 같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간 강사의 자격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2014년의
경우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폭력예방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업에
투입되는 강사의 자격에 대해 지역지원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양평원 강사만 가지고 못한다, 양은 많지만, 그런 거였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중략) 우리 같은 단체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왜냐면 비의무인데
굳이 왜 양평원 강사만 써야 되냐, 의무기관이라면 모른다, 비의무기관이면 다
지역의 풀뿌리단체 회원들이나 주부들이나 일반인들 교육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뭐 굳이 양평원 강사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거점기관을 두
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정부의 하부조직도 아니고,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에 실
속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사례14).

사례14가 이야기하는 비의무란 전국 10개의 지역지원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폭력예방
교육이 기존의 의무교육대상을 제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종사자, 초중등학교 학생, 또는 기업
에서 이루어지는 의무화된 폭력예방교육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성평등교육에 참여하는 단체는 매우 복잡한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단
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단체의 성격과 교육의 역사가 매우 다양하여 그 내부의 차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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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들여다보는 것도 또 하나의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면접조사에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같이 성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오랜 기간 수행해온 단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단
체들의 다양한 교육을 넓은 의미의 양성평등교육으로 묶었지만, 사실 단체마다 주력하
는 교육사업이 있고, 교육의 역사도 각기 다르다. 앞서 5장에서 여성단체의 교육을 유
형화하면서 정책교육이나 성교육강사양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오늘날 양성평등교육 중 가장 활발하게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예로 든다면 교육의 전문성 또는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한 경합이 있을 수 있다. 성폭력예방교육이라고 할 때 성폭력에 방점을 두느냐,
성교육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도 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3년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센터에서 전국의
10개 지역지원기관을 선정할 때 수면 아래에서 이런 긴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성폭력예방교육 원년에 선정된 10개의 지역지원기관과 두 번째 해인 2014년 폭
력예방교육에 선정된 10개의 지역지원기관의 구성은 아래의 <표 6-2>와 같다.

<표 6-2> (성)폭력예방교육 10개 지역지원기관
지역

2013년 성폭력예방교육

2014년 폭력예방교육

1

서울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2

경기남부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
소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3

경기북부

(사)에코젠더

(사)에코젠더

4

인천

(사)인천광역시 아동·여성안전지
역연대실무협의회

(사)한국심리협회 인천지부 부설
인천폭력예방교육 전문기관 하모니

5

강원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사)너브내가족상담센터 부설 홍천
가족상담소

6

충청·대전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
소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
소

7

전라·광주

(재)전남여성플라자

(사)광주여성의전화

8

경남·부산·울산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9

경북·대구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제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
여성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
성상담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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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6-2>를 보면 우선 2014년 10개 지역지원기관 중 7개는 2013년에도 지역지
원기관으로 선정된 곳이며, 세 지역만 선정단체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단체명만을 놓고
본다면 2013년의 경우 성폭력상담소가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이며,
2014년에도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사)에코젠더는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
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이다.
성폭력예방교육이다 보니 성폭력에 대해서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지니고 있
는 곳이 성폭력상담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담소는 교육보다는 상담이 우선이고, 청
소년성문화센터는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성폭력예방교육의 (성)교육적 측
면을 고려하면 성문화센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단체선정기준에는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겠지만 지역지원기관의 전체적인 지형을 놓고
본다면 크게 성폭력상담소와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두 개의 범주로 대별할 수가 있다.
이러한 범주 간 긴장은 몇몇 연구참여자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가끔 가다 성폭력상담소 같은 곳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왜 청소년성문화센
터에서 하느냐고, 그 말이 이해도 되면서 참 재미있다고 할까, 아이러니한 게
이 성교육을 하다 보면 성폭력예방교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성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의뢰해 오거나 상담을 의뢰해 오거나, 저희가 여성가족
부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성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교육이라고 생물학적 성만 딱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성폭
력예방, 성매매, 양성평등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남녀관계라든지, 성심
리 차이라든지, 쭉 하다 보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사례16).
한성협(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차원에서는 상담소는 상담소의 전문성
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교육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입장의 차이가 있
죠(사례15).

사례16의 면접내용을 보면 성교육이라고 해서 생물학적인 내용만 강조하는 것이 아
니라 오늘날 포괄적 성교육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성폭력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고, 사례15 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강
조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에 각 지역에서 진행된 사업은 연대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가 많은데, 예를 들어 경기남부의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사업의 주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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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만 그 사업에는 2013년의 경우 경기남부 지역의 14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다른 지
역도 마찬가지로 주관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였다. 강의운영방식에서 표준강의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참여단체의
다양성으로 인한 교육내용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로 교육현
장에서는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강사의 재량으로 교육내용이 조금씩 수정되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2014년 현재 전국에 49개소가 설치되어있는 청소년성문화센
터의 경우에도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내부적으로도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표준매뉴얼인 SAY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성문화센터도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의 성문화센터가 교육에 있어서 동일한
관점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요약하자면 2013년의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과 같이 동일한 교육사업에 참여한 경
우에도 각기 다른 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다보니 강사의
자질이나 강의내용면에서 내부의 편차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중앙
에서 전국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사의 자격을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특별)위촉강사로 제한하고 표준강의안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것
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표준강의안을 일률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고 위
촉강사 또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의의 전문성과 강의의 질을 확
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맹점들은 양성평등교육이 상당 수준
제도화되어있는 현 시점에서 여전히 어려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3. 표준강의안에 대한 논의
오늘날 법률로 의무화된 각종 예방교육들은 사실 남성과 여성의 구별보다는 연령이
나 직업군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안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공무원의
성인지교육에서도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일부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
만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일한 강의를 듣는 수강생
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입장과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를 포함하는 교육
안을 짤 때 성별 차이를 어떤 관점에서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본
다. 예방교육의 특성상 젠더중립적인 내용보다는 성별 차이를 고려한 내용이 유용하겠
지만, 성별 차이를 다루는 것 또한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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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표준강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논
의하고 있다(이갑숙 외, 2007; 김선희 외, 2010; 홍미영 외, 2010; 홍선영 외, 2012; 정
해숙 외, 2013). 홍미영 외(2010)는 부산지역의 성평등교육 현황을 분석하면서 성평등
교육 강의안이 기관이나 단체별로 개별 제작되거나 강사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
히 강의안 내용의 수준을 검증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고, 기관이나
단체의 교육실무자들이 표준화된 강의안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홍선영 외(2012) 역시
부산지역의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성평등관련 이슈 및
쟁점, 법·제도의 변화 등 성평등 관련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성평등교육기
관에서 지속적인 강의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았다(홍선영 외, 2012:88). 여
성가족부는 2013년을 성폭력예방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교
육운영을 위탁하였고 그 결과 성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센터가 출범하였다. 중앙지원센
터는 공모를 통해 전국에 10개 지역지원기관을 선정하였고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양
성과정이 그 이전에 개설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폭력예방교육 강사들과 전문가
집단(의사와 변호사 포함)을 전문강사로 특별위촉하였다. 중앙지원센터는 전문강사 특
별위촉과 함께 표준강의안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는데 성폭력예방교육을 위해 2013년에
개발된 교육안은 공공기관, 지역사회지도자(소상공인), 교원 및 학부모, 민간기업용 등
이며, 이후 노인과 아동, 대학생 등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여 교육안을 개발할 계획이
다. 2013년의 성폭력예방교육은 원래 성인대상의 비의무집단을 공략하는 사업이었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교육인원을 소화하였고 교육에 대한 사전홍보가 짧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의무교육대상이 절 반 정도 포함되었다. 표준강의안을 쓰도록 되어있었으나 교
육현장에서 느꼈던 고충은 아래의 사례11과 사례15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가 듣기로 표준강의안을 썼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중략) 그 강의안을
가지고만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성인들. 모든 여성단체들은 성인대상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가부는 표준모
델로만 하라는데, 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들이 만든 강의안은 그림 띄워놓고, 글 띄워놓고 하면 사람들이 수월하게
인지하기 쉬운데, 나중에는 그걸 모델로 하되,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믹
스해서 해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행은
할 수 있었죠(사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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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성인대상으로 한 건데, 군인대상, 노인대상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게 다 안 오고 중소기업인가 지역리더 대상으로 하는 거 하나랑
한 두 개 왔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개발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장애
인 대상으로 했는데, 현장에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들었죠. 이 매뉴얼로 어떻
게 장애인 대상으로 하냐고. 그래서 평가회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양평원에
서 알았다고 추가로 개발한다고(사례15).

개발된 표준강의안은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육대상의 다양
성과 차이에 있어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수정을 필요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
육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사전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사업운영결과 드러났다.
면접조사에서 표준강의안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표준강의안이 필요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지만 표준강의안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참여자 다수의 견해였다. 면접조사에 의하면
2013년의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사업은 2014년에 폭력예방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
었고, 교육대상은 비의무대상으로만 잡았지만 군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국방
부와 여성가족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방부가 군부대와 강의연계를 해 준다
고 한다. 그리고 2013년에는 각 지역마다 교육인원 목표치가 있었다면 2014년에는 최
소 20명이상으로 하여 서울시의 경우 310회의 교육회수를 목표치로 잡고 있다(사례
14).
표준강의안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지난 10년 동안 양성평등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생략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여성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제
화되어 있는 기존의 여성주의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즉 양성평등교육의
법제화와 함께 교육의 틀이 텅 비어 있는 상태로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기관 중심으로 강사가 양성 또는 관리되고 있으며, 전문성의 관리도 점차 공공기
관 중심으로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생략된 과정에 대한
성찰과 함께 여성학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부와 여성단체의 양성평등교육에 있어서의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강의안이나 강사의 자격, 사업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는 정부가 현장경험이 부족하고 특히 다
양한 대중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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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 실태조사에서도 여성단체들이 다양한 교육콘텐츠의 부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정부 표준강의안 역시 현장의
교육대상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강사양성과정에서 이러한 교육대상에 맞는
강의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전문상담원교육의 경우는 교육과정을 성
폭력·가정폭력 상담원교육은 100시간, 성매매 상담원교육은 150시간으로 교육시간과
내용도 표준화하고 있지만 표준화와 함께 여성단체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상담원교육
의 역사와 노하우를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절.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훈련의 필요성
공공기관의 양성평등교육이든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든 교육프로그램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젠더감수성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젠더이슈에 대
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양성평등교육의 사회변혁적 잠재력을 확
대시키려면 젠더감수성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최근 양성평등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가는 교육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노
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눈높이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
발과 강사의 전문적인 자질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 여성단체 모두 교육대상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
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여
성단체 역시 회원과 주부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성별, 연령별 교육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양성평등교육이 주로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한된 시간에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교육효과는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양성평등교육은 대부분 특강이나 방송수업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
로 외부강사가 준비한 지식과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
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대형강의와 일방향의 수업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참여형, 토론
형 수업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문제는 참여형, 토론형 수업이 말처럼 쉽게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참여형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콘텐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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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고 강사의 자질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형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강의자-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가 강의자-학습자의 권력관계와 상호
작용에 대한 것이었다. 참여형, 토론형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강의자와
학습자간 그리고 학습자 내부의 상호존중이 이루어져야 하며 토론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교수법도 함께 익혀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기업에 파견
되는 외부강사들이나 학교 내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성인권교육과정
을 이수한 교원들, 그리고 성문화센터에서 일하는 강사들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 대
한 공부가 따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113)
양성평등교육이 그동안 집체교육이나 방송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져 강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배제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양성평등교육은
교육내용의 특성상 소통이 중요한데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교육대상의 관심을 어
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의무교육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
되다보니 특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지루하고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 의무교육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경우에는 배우려는 열의가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이
들을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방식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나 학생들, 일반대중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으려면 지금의
교육이 더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맷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
을 교육참가자 자신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래의 사례7은 재
미있는 대중교육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전문가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사
례8도 대중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전문가, 강의전문가들, 여성학연구자들이 모여서 이런 대중, 저희 단체
들만이 갖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있거든요. 현장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성폭력
이면 성폭력의 정세를 다 꿰뚫고 있는, 흐름도 읽고 있고, 그런 4자가 모여서
113) 면접조사에서 한 청소년성문화센터(사례14)의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의 청소년을 위한 성
교육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의 성적 주체화 관점을
강조하고, 그것을 교육방법에도 그대로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성인 전문
가가 만들어놓은 성교육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나 동아리활동을 통
해 주체적으로 성의식과 성문화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참여형, 토론
형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소극적 참여라면 성담론을 직접 생산하는 방식은 적극적 참여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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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대중사업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뭐 여성대상교육도 마찬가지고, 젠더감수성교육도 마찬가지고, 성
폭력인식교육도 마찬가지고(사례7).
이거는 단체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우리 회원이나 내부교육뿐만 아니라 정
말 대중교육, 사업장이나 이런데 나가는 교육은 워낙에 의무교육이다보니까 정
말 거기는 잘 안 듣는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좀 더 대
중적인 교육방식, 그런 고민이 들어요. 어떻게 그 내용들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단체에서는 캠페인 이런 걸 하는데, 요즘 사회에서 캠페인
이 먹히기나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사례8).

사례7의 제안은 현재 양성평등교육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심축으로 하여 제도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성평등교육의 질적 심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가
집단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과 교육내용 못지않게 교수법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공무원교육이나 성인지력향상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성교육의 교육현장을 늘
지켜보는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의 교육효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 위주로 동원되다시피 한 수강생들의 소극적 태도나 저항을 접
하면서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된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준비되어있다 하더라도 수강생의 관심을 끌 수 없다면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말 것이
다. 연구자의 연구관심 역시 제도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교육현장에서 느
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로 옮겨가게 되는데, 분명한 점은 오랜
강의경험을 토대로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질적 심화를 위한 노력
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교육의 프레임이나 콘텐츠와 관련된 실적 심화의 문제가 제기되면
서 양성평등교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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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약
이 논문은 ‘양성평등교육’을 양성평등 의식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등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
로 정의한 다음, 현재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성교육과 폭력
예방교육, 여성단체교육으로 범주화하여 교육의 운영실태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을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강사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관리되는가도
들여다보았다.
1장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였고, 2장에서는 우리나
라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과정을 1990년대 국가페미니즘이 형성되고 성주류화전략이
채택되면서 양성평등교육정책이 수립되는 과정과 2000년대 이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성평등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여성단체의 교육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교육주체가 구성되고
다양화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과 교원 대상의 성인지교육을 교육
주체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성평등교육기관으로 나누어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은 정책과의 연동성이 가장 강한 영역으로 크게는 일반공무
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력향상교육과 과제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영향분
석평가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
영향분석평가교육은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에 대한 실적은 지방
자치단체마다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에 교육실적에 대해
서는 민감한 편이지만 교육인원을 채우는 방식이 중요해져서 예산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 최근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경우 평가지표에 가산점
을 준다거나 집합교육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또한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이든 아니든 교육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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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있어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은 2010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교육
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성폭력
성매매, 다문화의 3영역에서 9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교육이수자의 수
를 살펴보면 성폭력성매매 영역의 교육이수자가 월등히 많은데 이는 초중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교육이수자는 보건
교사, 일반교사, 교장과 교감 순으로 보건교사뿐 아니라 일반교사들도 교육에 광범위하
게 참여하고 있지만, 양성평등교육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결과를 보
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4장에서는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의 운영실태와 쟁점을
들여다보았다. 오늘날 양성평등교육에서 폭력예방교육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
문에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한 점검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폭력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강화시킬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보면 실시율은 매우 높은 편이
나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다보니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교육으로 인식되는 경우
가 많으며 특히 집체교육이나 방송교육으로 진행되면서 형식적인 목표달성에 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역시 의무시수는 점차 확대되었지
만 교육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90년대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이 본
격적으로 의무화되었다. 초중고 양성평등교육의 특징을 꼽아보면 성교육과 폭력예방교
육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연 1~4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학
교의 보건교사가 양성평등교육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초중고학생들을 위한 외부교육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가 보급한 SAY
매뉴얼을 운영지침으로 따르면서 2014년 현재 전국에 4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동
과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성문
화센터의 경우 국비와 시비(또는 도비)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성교육의 관점이나 수업운영방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초중고의 양성평등교육은 기존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매우 단기적인 의무교육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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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부의 의지
가 약해 보이므로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관련 담당자의
의식과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교사의 인식제고가 절실해 보인다. 2011년부
터 여성가족부 주도로 학교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는 ‘성인지적 인권통합교
육’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의무교육이 갖고 있는 산만함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시도되
고 있으며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5장에서는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의 교육사
업을 중심으로 젠더거버넌스의 양상을 알아본 다음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유형과
교육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목적에 따라 정책교육,
의식교육, 전문상담원교육, 성교육강사양성, 성폭력예방교육, 내부활동가교육, 기타 등
으로 나누어보았다. 이 교육들은 구체적인 교육목적은 다르지만 여성주의이념확산과
젠더감수성향상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교육사
업의 예산출처는 외부기금, 자체교육비, 교육참가비로 나누어 유형화하였다. 교육사업
에 투입되는 외부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이나 민간단체지원금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외부기금이 유입되었고 드물지만 해외재단의
기금도 지원되었으며 기업후원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다. 여성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외부기금의 증가는 단체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사업의 외부기금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사업지속성이 불안정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기금출연기관의 사회정치
적 입장과 가치관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급진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한편 전문상담원교육이나 성교육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참가자의 경우 교육이
나 상담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참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30-50대의 주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정책교육이나 의식교육
역시 여성단체의 특성상 교육참가자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여성이고 그래서 여성단체의
대중교육은 교육대상의 성별, 연령별 확대가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성평등교육의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강사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관리되는지, 교육의 전문성은 어떻게 구
성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강사양성과정을 공공기관과 여성단체로 나누어 살펴보
았고, 이어 전문강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교육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정부와 여성단체 간 또는 여성단체 내부의 입장의 차이는 없는지, 그리고 표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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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양성평등교육에 투입되는 강사들은 공공영역보다는 민간영역에서 더욱 활발하
게 양성되고 있지만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은 점차 공공기관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심화교육이나 보수교육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격증을 더 인정해주는 방식
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공기관과 여성단체 간 강사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입장의 차
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찾아가는 성폭력예
방교육에서 전국에 분포한 여성단체들이 지역거점기관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함에도 불
구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위촉강사로 강사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여성단
체의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여성단체에서 현장과 밀착하여 학습
하고 강의한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양성평등교육강사의 전문
성 구성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육사업 중심의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사업운영방식은 행위주체 간 예산지원과
집행에서부터 교육기획, 전문강사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
를 유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입장의 차이, 그리고 여성단체
내부에서도 특정 교육에 대한 정통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행위주체 간 입장의 차이는 갈등상황으로 귀결되기보다는 상호협력과정에서 서
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율해나가는 방식으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1990년대 법적·제도적 근거가 다각적으로 마련되면서 시작된 양성평등교육은 2000
년대에 접어들면서 성평등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되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시
작으로 많은 분야의 의무교육들이 제도화되었으며, 교육의 수요가 커진 만큼 강사양성
과정도 여성단체와 사회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즉 법에서 출발
하여 개별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단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현
재 우리나라 성평등정책에서 양성평등교육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 운영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교육부
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의지가 약해 보이며 지난 10년간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의 의
무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양성평등교
육을 우리 사회에서 제도화시키는데 주력하였지만 지금의 제도화 방식으로 교육 본래
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현재의 양성평등교육은
강사도 단기과정으로 양성되고, 교육 또한 단시간의 의무교육으로 채워지면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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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젠더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양성평등교육
의 제도화는 일견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평등정책 전체를 놓고 볼 때 매우
주변적이라는 점은 지난 10년간의 노력보다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우
려를 낳게 한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의 단단한 기초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우리 사회에 처음 도입되던 시기의 본래 목적에 대한 재성찰과 함께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2절. 이론적 함의
1. 여성주의교육의 가능성과 양성평등교육 제도화의 개선
선행연구나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의하면 의무화되어 있는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이나 초중등교육기관의 양성평등의식교육, 그리고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
폭력예방교육이 연1회 이상, 또는 단시간에 대형강의를 통해 실행됨으로써 교육 본래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즉 교육을 받았다는 실적이
중요해지면서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은 점차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일부 강의에서
는 수강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시각적인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
타난다. 사회구성원의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본래의 교육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
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사회변화를 위한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
허한 기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 끊임없는 소통과 성찰이 필요
하다. 여성학 강의가 대학에서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대중교
육으로서의 양성평등교육이 갖는 여성운동으로서의 함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서론에서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교육이 국가페미니즘 형성의 산물인 동시
에 사회구성원의 젠더감수성향상에 기여하는 여성운동의 주요도구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양성평등교육은 한편으로는 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확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학과 여
성운동의 역량이 축적되면서 양성평등교육의 콘텐츠와 교육주체를 양성하는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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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교육은 여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
는 양성평등이라는 다소 젠더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성주의이념과 실천에
기반한 여성주의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교육
이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제도적인 교육에서 많이 사용됨으로써 여성단체
활동가 중 일부는 여성단체의 여성주의교육과는 다른 교육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논문에서는 우선 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연구
와 함께 면접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들었다. 연구자는 여성학 전
공자로서 우리 사회를 보다 성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서 양성평등교육에
주목하여 이를 논문주제로 삼았다. 하지만 단시간의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젠더의
식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지난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교육은 초중등교육과정에 불안정하게 자리 잡으면서 단시간의 의무교육 형태를 띠게
되었다. 양성평등교육의 교육주체 또한 정부 산하의 성평등교육기관에서부터 여성운동
단체와 개별 전문강사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교육주체의
다양성과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면서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
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여 년 간 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되는 방식은 입법화를 통해 정책의 근거가
마련되고, 이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구심점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주체에서 교육
과정과 교육내용이 채워져 나가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제도화된 양성평등교육
은 제도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 주도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분석결과 제도화
를 주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양성평등교육정책은 근거법을 포함하여 정책
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추진체계 역시 단계별 관련 담당자들의 힘이 미약하고, 다양
한 방식으로 개입되어 있는 여성단체의 역할 또한 불안정한 존립기반 위에 놓여있다고
보여진다. 즉 양성평등교육은 현 시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제도화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주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제도적인 한
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제기되는 표준화 문제를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양성평등은 고정된 개념이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젠더관계
와 젠더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는 성평등교육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과 현실 사이의 긴
장과 갈등은 여성주의교육 본래의 성격이기도 하다. 현실의 젠더관계가 역동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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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는 것을 교육내용에 담을 수 없다면 그야말로 구태의연하고 지루한 수업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 표준강의안을 개발하는 것은 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이고 교육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
치겠지만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표준강의안이 교육대상과 교육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준강의안 개발은 관 주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여성학
과 여성운동 진영의 보다 폭넓은 참여와 교육콘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준강의안이 교육현장에서 강사의 재량에 따라 수정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에 투입되는 강사의 자격과 역량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료평가,
수강생평가, 강의의뢰기관평가, 강의모니터링, 보수교육, 심화교육 등을 통해서 강의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의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강의평가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여성주의 대중교육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활성화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 양성평등교육의 현주소는 여성주의 대중교육
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연구의 활성화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은 우리 사회의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사회적 파급력을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양성평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주의이념과는 거리가 먼 교육이 행해지는 현장도 분명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논문
에서는 그러한 맹점을 인지하면서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성주의교육의 지형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 양성평등교육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과 관련된 고민들은 페미니
스트 페다고지의 부재 내지 부족이라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사실 페미니스트 페다
고지의 부족은 여성학의 교육과정에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과 관련이 있다. 코히(Caughie, 2003)는 여성학이 간학문적 프로그램으로서 두 가지 책
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다양성에의 책임과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 그것이다. 양성
평등교육은 사실 여성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으며 여성학이 여성주의이론이나 방
법론의 생산 못지않게 깊이 개입해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기존의 성평등교육기관에는
이미 여성학전공자들이 다수 자리 잡고 있고 여성운동단체 역시 활동가들이 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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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성학의 보다 가시적인 개입과 기여가 요구된다.
브라이트(Bright, 1993)는 여성학 전공자들에게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어떻게 훈련
시킬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114)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다루는 수업은 한국의 여성학
전공과정에서 취약한 부분 중 하나로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여성학의 기여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여성학의 사
회적 확장으로서 대중교육을 연구·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교육의 교육방
법론으로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1980-90년대 교육의 성불
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초기 분석을 활발하게 주도했던 여성학이 오늘날 양성평
등교육의 확산에 어떤 개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대학의 여성학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교육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여성주의교육의 사회적 확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표준강의안 개발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성
평등교육기관 또는 여성정책연구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강사양성과정 또한 이
들 기관과 여성단체에서 실행되고 있다. 대학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연구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여성학 전공자들이 강사를 양성하는 주체로서, 또는 전문강사로서 직접
활동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표준화된 강의안을 현장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강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러한 능력은 오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지식으로 생산해 본 경험
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강의안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은 단기간의 교육과정
에서 매뉴얼화된 교육을 통해 획득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학을 전공한
석·박사들을 강사들의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양성평등교육은 몇 년 전부터 집합교육이나 방송강의를 지양하고 참여형, 토론형 수
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형, 토론형 수업은 수업방식의 형식적인 측면만 바
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철학이나 교수자-학습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
114) 브라이트는 가르치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네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째, 강의계획서 작성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시킨다. 둘째, 학생들이 돌
아가면서 강의 시연과 토론 주도를 통해 효율적인 가르침과 토론 이끌기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본다. 셋째, 개인 간 역동성에 대해 논의하는데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에서 교수자의 제도화된 권력은 잘 인식되지 않고 신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강의, 토론주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자
신과 동료를 평가하도록 참여시키고, 앞으로 강의조교로서 사용할 성적산출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Bright(1993), pp.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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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필요로 하며, 이를 잘 다루고 있는 전문영역이 바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이다. 오
늘날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심화교육에서 이러한 새로운 강의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어진 몇 시간 안에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깊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교육현장
의 목소리를 접목시킨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여성학 교육과정 안에
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대중교육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교과과정 개발이 절실하다.

제3절. 실천적 함의
오늘날 양성평등교육의 확산은 법제화를 통해 교육이 의무화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양성평등교육의 법적 기반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찍이 민무숙 외(2006)는 양성
평등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성평등교육촉진법(가칭) 제정을 제안한 바 있지
만 2014년 현재에도 법률적 기반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여기서 그들이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 이나 ‘남녀평등’ 용어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서 독자적인 법안
의 명칭을 성평등교육촉진법(가칭) 으로 명명한 것이 눈에 띤다. 이와 같이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는 정부 기관명이나 정책, 법안 등에서 혼용되고 있어 매우 경합적이며, 어
떤 성정치적 맥락에서는 의도적으로 양성평등 용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2014년 5월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인 양성평등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양성평등 용어가 다시 공식적인 용어로 부상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
조에서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
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15)
115) 사실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는 법제화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가장 기본적
인 중심축으로서의 법적 기반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교육기본법이었다. 그러나 1995년 제
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경우 시대의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왔다.
신옥주(2012)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의 실질적 평등 실현을 강제성 없이 ‘할 수 있다’
는 선언적인 규정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보면서 성평등 실현의 구체적 도구로서 남
녀동등지위법(가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한 양성평등 규정의
신설도 제안하였다.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규정과 영역별 평등규정에도 불구하고 여
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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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순(2014)은 지난 10년간 정책방향의 전환 논의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의미를
짚어보는데, 정책의 방향이 여성의 지위향상에서 남녀평등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여
성발전이라는 개념은 적절치 않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과 비교하여 기
본계획과 추진체계, 성평등정책 촉진, 참여확대, 문화확산 등의 부분에서 내용이 확대,
강화, 체계화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성평등정책 촉진 부분에서는 성주류화 조치와 성
인지예산, 성인지교육116), 국가성평등지수 등이 새로이 규정되었다(차인순, 2014:58).
그녀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이 성평등의 가치와 방향을 보다 명료화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책임과 권리의 향유라는 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
구자가 볼 때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하여 기본법이 보다 체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되
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 방식이나
추진체계를 고려해 볼 때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만으로 양성평등교육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교육기본법 역시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양성평등교육
에 대해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서론에서 양성평등교육의 사회변혁적 잠재력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주로 남녀의 같음이나 차이에 기반한 정책
에 주력하였다면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오늘날 사회교육이자 대중교육으로서 양성
평등교육은 새로운 젠더관계와 젠더질서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이름과 내용으
로 분산되어 있고 월비(Walby, 2011)의 말처럼 다른 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과 같은 정
의프로젝트와 경합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 결과 공공기관이나
학교, 여성단체 등을 막론하고 폭력예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폭력예방교육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교육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의 추이를 놓고 볼 때 양성평등교육은 폭력예방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는 인권교육에서도 중요한 영역이므로 사실상 양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은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인권교육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여러 법률117)이
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 5월에 와서야 양성평등기
본법으로의 전면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116)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성인지 교육을 보면, 그동안 진훙원의 업무 차원에서 공무원 성
인지 교육으로 규정되던 것을 공무원 외에 일반인에게도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차인순(2014), p.60.
117) 우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공무원 인권교육을 여섯 분야로 나누어 계획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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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그리고 몇몇 지역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공
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118) 초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
육과 관련하여 최근의 움직임으로 여성가족부가 시도하고 있는 성인지적 인권통합교
육119)은 양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을 하나로 결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폭력예방교육이 인권 프레임을 통해 기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120) 성평등교육
과 인권교육은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면에서 중복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인 성평등사
회 실현이라는 양성평등교육의 고유한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의
차별화전략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양성평등교육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콘텐츠를 보다 풍
부하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성평등교육은 젠더감수성향상뿐 아니라 정치교
육이나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공무원 대
상 성인지교육이나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그리고 여성단체교육을 통해서 확인이 가
능하다.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교육은 주민참여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사
업, 정책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여성과 지역주민을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치교육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양
있는데, 일반공무원, 법무·검찰 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대, 새터민 관련 공무원, 사회복
지시설 대표와 종사자 등의 분야로 나누고 있다. 그 외 정신보건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섯 개의 법률
에서도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양천수(2012, 2013) 참조.
118) 양천수(2012, 2013)는 인권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흩어져 있는 법적 근거를 하나로 묶는
인권교육법 제정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기관이지만 독자적인 기구로서 인권교육원
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양성평등교육은 중추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인권교육과 마찬가지로 여러 법률에
교육의 의무규정이 흩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독자적인 법적
기반은 부재한 상태에 있다. 인권교육 역시 초중등교육과정에 사회과나 도덕과를 중심으
로 통합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대부분 폭력예방을 위한 특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
에(나달숙, 2011:99)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119) 여성가족부는 2011년 충청남도, 충청남도 교육청과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시범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인권통합교육은 시범지역인 충청남도의 초등
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표본학년 약 5만명 전원에게 연 12시간의 집중교육을 실시
하며,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사회의 연계기관들을 활용하여 현장학습
및 체험중심으로 진행한다. 이후 인권통합교육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120) 2014년 10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심포지엄의 제목이
‘인권, 폭력, 그리고 교육’이었으며, 김행 원장은 “모든 것은 인권으로 통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보도자료,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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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교육과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역시 젠더감수성과 함께 인권, 권력, 평등, 정의,
배려, 차별, 공익, 돌봄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기존 교과목과는 별도로 민주시민교육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교육과정으로서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양성평등교육에서 성평등담론과 사회참여, 정치참여를 어떻게 조화롭
게 재구성할 것인가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할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세 가지 교육영역별 양성평등교육의 운영실태와 쟁점을 살펴보면서 세 영
역이 엄밀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호협력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상호협력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
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양성평등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법제화와 의무화라는 제도
화 기반을 마련하면서 정부주도로 저변이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교육
주체들이 협력적이고도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참여해왔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육주체
들이 암묵적으로는 성평등사회 구현이라는 거시적인 목표에 동의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이념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합의과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의 이념과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생략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부족하였다. 우선 공무원
성인지교육의 경우 주로 정부합동평가지표를 염두에 두고 교육의 실적관리 위주로 교
육이 운영되어 왔으며, 형식적인 교육에 대한 내외부의 성찰을 통해서 최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강화와 집체교육을 소그룹교육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
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성인지교육의 방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를
위한 업무지원교육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력향
상교육은 교육대상의 관리나 교육과정의 운영 면에서 여전히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에
서 우려를 낳게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기관의 양성평등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정부주도의 양성평등교육 제
도화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성평등
한 교육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찰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영
역에서 성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성평등교
육에 대한 연구는 교육단계별, 교과목별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고, 어떻게 성평등한 인식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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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의 대학서열화와 그에 따른 과잉교육열로 인해 초중등교육이 학교(교사), 학부
모, 학생 모두 대학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대학
입시와 무관한 인성교육121), 의식향상교육, 예체능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주변적인 이슈
로 간주되었고, 그 결과 학교폭력, 왕따, 청소년자살 등 부작용들이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안학교로의 새로운 시도나 교육계 내외부에서 들려오는 교육개혁의 목
소리는 아직 우리 사회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데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존의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향상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라면 양성평등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
보가 필요해 보인다.
초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은 일차적으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지휘아래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비정기적이고 의무화된 예방교육에 치중하다보니 교육단계별
교육내용의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 내 여성정책담당관실도 폐지되
면서 양성평등교육정책은 교육부에서 매우 주변적인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부서는 학교(또는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근절과 같은 곳에서 부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지금도 해마다 교육부나 지역교육청에서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을 수
립하고 있지만 우수학교 지정이나 양성평등글짓기 대회 등의 행사를 해마다 반복적으
로 수행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의지와 실천은 학교장 재량
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평등한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가와 의무화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는 권장사항이지 교육청의 학교평가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의 추진계획
과 추진실적을 관리하는 곳도 있어 지역편차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모두 관심과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예산운영만을 놓고 본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

121) 2014년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신문기사에서는 인성교육
진흥법 통과에 대해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 의무화’라는 헤드라인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2015년 7월부터 국가와 지자체, 학교는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
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계 신년교례회 개회사에서 2015년을 인성교육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160여개의 교육·시민단체와 ‘인성교육법국민실천연합’을 결성하여 법제정을
촉구한지 1년 반 만에 법제정이 이루어졌다고 축사를 하였다. 그는 개회사에서 인성교육
을 통해 앞으로 학생·선생님·어머니가 일체감을 회복하는 학사모일체운동과 국가·사
회 차원의 군사모일체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인성교육의 목적이 아직
모호해 보이며,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운영방식 또한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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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업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주안점을
둔다면 여성단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4년 현
재 전국적으로 4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전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초중고등학
교 학생 전수를 고려한다면 센터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문화센터는 체험형
교육장을 운영함으로써 체험형, 참여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활용한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있
어 학교교육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단체교육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면접조사에서는 주로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
로 여성단체의 양성평등교육 참여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여성단체의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성교육강사양성프로그램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
다는 점이었다. 면접조사에서 20개 사례 중 10개 사례에서 성교육강사양성과정이 운영
되고 있고, 강사양성을 하는 단체는 성폭력예방교육 또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성교육강사양성과정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강사양성과정을 들여다보면 교육방식에 있어 워크숍이나 토론, 현장실습,
임파워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과정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부분적
으로 훈련할 수 있다. 또한 양성된 성교육강사나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들은 단체에 소
속되어 있으면서 정기적인 학습모임을 통해 강의안과 강의자료, 강의경험을 공유하면
서 자신의 강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양성평등교육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
에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간 새로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성인지교육에서 수강생 수를 제한한다거나 학교의 성교
육이나 예방교육에도 방송수업이나 강당수업을 지양하고 반별 토론수업을 실시하는 것
이 그러한 움직임들이다. 공공이나 민간영역의 강사양성과정에서도 교수법이나 강의역
량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양성평등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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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오늘날 여성주의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여성주의교육이 여전히 필요한가라는 질
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성학을 둘러싼 사회·정치·경제적 변화는 페미니즘과 여성
학의 우선순위, 전략, 이론, 인식론, 방법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를 보
더라도 페미니즘의 목표는 이미 많은 제도와 문화에 스며들어 있어 그것이 페미니즘인
가 아닌가를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페미니즘의 성
격이 저항에서 참여로 바뀌었다는 점이고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부문
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성주류화는 사회 제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대
표적인 페미니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양성평등교육은 성주류화전략의 유용한 도구
로서 지난 10여 년간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다.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되는 과정과 각 교육영역별 교
육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정책으로서의 양성평등교육은 사회변혁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과 여성정책 두 영역에서 모두 주변화된 이슈이지만, 의식
과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향
상교육이 병행되어야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성평등교육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
고 교육효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제대로 평
가하고 홍보하는 역할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양성평등교육은 단기적인 의무교육의 형
태를 띠고 있고 여전히 교육을 받는 대상은 사회구성원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교육이 미래지향적 의식향상교육인 동시에 사회구성원의
정치참여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치교육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 특성에 주목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영역 모두 교육
의 운영실태와 현장에서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와 공공기
관의 양성평등교육과 여성단체의 다양한 교육을 별개의 교육으로 보지 않고 둘 다 여
성주의교육이자 여성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보면서 양성평등교육의 커다란 스
펙트럼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다보니 성평등교육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이 중
요하게 부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논문의 의의를 평가해보면 첫째, 여성정책과 교육정책의 교집합이자 성평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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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주요도구인 양성평등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변혁적 잠재력에 주목하였다는 점이
다. 그동안 양성평등교육 제도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추진체계, 강사관리, 표준강
의안 등 교육의 운영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양성평등교육의 사회변혁적 잠재력
과 여성운동의 주요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양성평등교육이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주의교육으로서 가장 대중적인 교육이라는 점에 주목
하면서 특히 대중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여성주의교
육의 사회적 확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공공기관이나 초증고등학교, 대학교, 여성단체 등 특
정한 영역에 한정하여 양성평등교육의 추진체계와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면 이 논문에
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제반 영역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특성 및 쟁점을 살펴보았고,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이 서로 분
리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정부와 공
공기관, 초중등교육기관, 여성단체 모두 우리 사회의 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과 여성단체는 전문강사양성과정
을 운영하면서 배출한 강사들을 관리하고 재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강
사양성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는 엄밀하게 역할분담이 된 상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인적, 물적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젠더거버넌스의 협력과정에서 정부와 여성단체 간 교육운영방식이나 강사의 자격,
강의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여성단체 내부에서도 교육의 정통성이나
전문성과 관련하여 경쟁구도를 보임으로써 다양한 행위주체 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거친 수준에서나마 우리 사회 양성평등교
육의 전체 지형을 그려본 다음, 다양한 교육영역별 운영실태를 다면적으로 가늠해보고
자 하였다.
셋째로, 양성평등교육이 제도교육의 이미지를 강하게 띠고 있지만 태생부터 여성학
과 여성운동의 수혜를 받았으며 여성단체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
다는 점을 가시화시키고자 한 점이다. 여성단체를 우리 사회의 성평등교육기관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양성평등교육강사양성부터 교육프로그램 운영까지 다방면
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하여 젠더거버넌스의 현주소와 여성단체 교육사
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양성평등교육이 시간 낭비, 예산 낭비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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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는 외부의 우려와 달리 교육현장에서는 문제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평등담론을 어떻게 생산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해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양
성평등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할 과제
로 연결된다. 먼저 연구범위와 그로 인한 자료의 한계이다. 면접조사의 범위를 수도권
으로 한정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존재할 수 있는 편차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리
고 교육주체를 공공기관, 초중등교육기관, 여성단체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교육주체를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여성단체는 수많은 여성단체 중
소위 여성운동단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직능단체나 일반여성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교육사업에 있어서 여성단체 내부의 차
이와 다양성 연구는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면접조사 과정에서 아쉬운
점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경우 면접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내부자료에 대한 접근
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더 많은 면접과 자료 접근이 가능했다
면 양성평등교육 제도화과정의 역동성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
된다.
연구자는 양성평등교육을 광의로 보아 성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 정책교육,
양성평등의식교육,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진행하는 여성주의 대중교육까지 포함시켰지
만 양성평등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교육은 고
유의 특성과 쟁점을 가지고 있다. 개별 교육이 갖는 의미와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
석과 성찰 역시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173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이수(2013), “여성주의 연구를 돌아보다: 여성운동, 노동, 가족연구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0, 229-250.
강정희·이숙진(1996), “기초여성학: 현실과 전망”, 한국여성학 제3차 워크샾 자료집 발표
문, 21-33.
고미숙(2014),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통합적 접근의 방향에 대하여”, 폭력과 안전을 넘어
서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학의 스토리텔링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 공동
주최 학술포럼 자료집.
곽삼근(2009), 여성주의교육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곽삼근(2002), “여성주의교육의 연구 동향과 실천과제”, 이화교육총서 5.
공미혜(2014), “부산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의 전개 및 전망: 여성주의 지식의 위기 또는
쇠퇴?”, 한국여성학 30(3), 1~44.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학년도 양성평등 교육 중점 추진 계획.
교육인적자원부(2007), 우리학교 양성평등은 어떤가요?.
교육인적자원부(2006),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구명숙·안미숙(2004), “공무원의 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부산시 남녀공무원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15, 33-80.
김경애(2013), “우리나라 여성운동에 대한 해외지원”, 여성과 역사 18, 1-38.
김경주(2013), “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공무원을 중심
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1-23.
김경희(2009), “신자유주의와 국가페미니즘”, 진보평론 40, 14-32.
김경희(2006), “1990년대 정부와 여성운동의 여성정책 프레임 분석”, 심영희 외, 한국 젠
더정치와 여성정책, 나남출판.
김경희·신현옥(2004), “정책과정을 통해 본 젠더와 평등개념의 제도화: 양성평등채용목표
제와 국공립대 여성교수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3), 171-206.
김경희·윤자영(2011), “보육예산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이재경 엮음, 국가, 젠더, 예
산, 한울아카데미.
김교흥 의원실(2006), 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
으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김미경(2013), “보건교사 배치기준의 변천과정 및 배치정책의 문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
회지 26(3), 133-143.

174

참고문헌

김상희의원실(2011), 성인지적 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김선희 외(2010), 경기도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실태 및 표준교육안 개발, 경기도가
족여성연구원.
김승경·이나영(2006), “학제간 학문으로서의 여성학: 여성학(과)의 정체성 및 제도화의 문
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1), 35-75.
김안나(2007), “교육사회학에서의 성불평등 논의”, 교육사회학연구 17(2), 49-66.
김영미·김혜란(2012),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본 변화과정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영선(2010),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궤적과 과제”, 현상과 인식 가을호, 323-350.
김영숙 외(2012),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의 보건수업 수행에 대한 교사효능감 관련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1), 59-67.
김영숙 외(2011),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 실시현황 및 정착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353-374.
김영옥(2008), “우리시대 페미니즘의 곤경과 페미니즘 페다고지의 비전”, 영미문학페미니
즘 16(1), 5-26.
김영옥·마경희(2004), 주류화와 성평등의 논리: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을 위
한 편역서, 여성부.
김은경(2009), “효과정인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원칙과 전략”, 김은경 외, 가정폭력: 여성인
권의 관점에서, 한울아카데미.
김은경(2008), “여성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47(1), 67-101.
김은실(2006), “분과학문으로서의 여성학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이화여대 여성학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정란 외(2006), 지역여성관련 교육실태 및 발전방안, 부산광역시.
김창연 외(2012),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추진 지원 미 성과제고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
단.
김현숙(2012), “우리나라 학교보건교육의 역사적 변천 및 발전방안”,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2), 147-158.
김혜경·남궁명희·이순미(2009), “지역에서의 여성학 교육의 현재와 역사적 특성: 전북지
역 및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3), 151-193.
김혜선(200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희롱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지
방자치연구 9(4), 151-168.
나달숙(2011),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현황과 지향 과제”, 교육법학연구 23(1), 85-121.
나임윤경(2014),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집담회 발표문.
나임윤경(2009), “제11장. 문화, 여성, 여성주의 교육”, 여성교육개론, 교육과학사.

175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마경희(2010), “성평등전략으로서의 성주류화의 딜레마와 위험들”, 이재경 편, 국가와 젠
더, 한울아카데미.
문경희·전경옥·김미성(2007), “제도화된 여성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7(2), 149-172.
민무숙(2002), “한국교육정책에서 젠더문제의 위치와 과제”, 교육사회학연구 12(2),
81-97.
민무숙 외(2006), 양성평등교육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탐색, 한국여성개발원.
박민정·성열관(2011/12), “교육과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교
육과정연구 29(4), 25-46.
박인혜(2011), 여성운동 프레임과 주체변화, 한울.
박인혜(2009),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형성요인연구: 크리스찬아카데미
의 ‘여성의 인간화’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4),
141-174.
배선희(2007), 국가페미니즘의 정치학, 한국학술정보.
배은경(2011), “여성학의 정체성: 독자성과 학제성”, 김세균 엮음, 학문간 경계를 넘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변혜정(2014),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성교육정책의 방향- 청소년의 성적 실천과 제도
화 사이에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8(1), 60-74.
서울특별시교육청(2013), ｢2013년 성평등교육 추진 계획｣, 정보공개청구자료.
서희전(2013), “보건교사의 학교 내 의사결정참여와 보건교사 효능감 간의 관계연구”, 한
국교원교육연구 30(3), 153-174.
석태종(2003), “한국 성교육의 한계와 향후 과제”, 교육학연구 41(2), 381-399.
손흥숙(2004), “양성평등교육정책 - 주변에서 주류로?-” 교육사회학연구 14(2), 129-150.
신상숙(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페미니즘연구 11(2), 153-197.
신상숙(2008),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의 반(反)성폭력운동과 국가정책”,
한국여성학 24(1), 83-119.
신상숙 외(201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
회.
신옥주(2012),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언”, 민주법학 50, 219-270.
심미옥 외(2011), 양성평등교육, 도서출판 하우.
안경주(2013), “성별영향평가와 젠더거버넌스의 구축: 세 지역사례의 분석을 통해 본 쟁
점”, 한국여성학 29(4), 155-190.
안상수 외(2012),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V): 초중등학교생활 영역
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6

참고문헌

안전행정부(2013),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
안태윤·황해동(2012), 경기도 여성단체 활동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
연구원.
양천수(2013), “인권교육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과제: 인권교육법 제정과 관련하여”, 아주
법학 7(2), 9-44.
양천수(2012),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아법학 54, 149-180.
양희준(2002), 시민운동단체 교육활동 사례연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아카데미’를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201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탁틴내일(2012), 교구를 활용한 장애인 성인권교육 매뉴얼.
오재림(2006), “교육부문에서 성평등에 관한 국내연구의 동향과 과제”, 아시아여성연구
45(1), 235-265.
오재림·정해숙(2002),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
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원숙연·박진경(2006),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4), 85-124.
유성희(2013), 한국YWCA운동의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에 관한 연구: 정체성·조직·리더
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이화(2011), 한국여성운동의 전략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입법운동에서 대표성 확대
운동으로의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이갑숙(2010), 공무원 양성평등의식 교육의 경험 및 태도 조사: 대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2), 342-351.
이갑숙·정미미(2007), 양성평등교육의 수요 및 통합관리방안 연구, 강원도여성정책개발
센터.
이나영(2012), “한국 ‘여성학’의 위치성과 학문적 지식생산의 경로들 불균등한 제도화와 기
회구조의 변화”, 한국여성학회 제27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이나영(2011), “한국 ‘여성학’의 위치성: 미완의 제도화와 기회구조의 변화”, 한국여성학
27(4), 37-81.
이나영(2001), “부산·경남지역 여성학 강좌의 현황 및 과제”,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여성연구논집 12, 107-128.
이나영 외(2012), 201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이나영·정민우(2010),

“한국

‘사회학(과)’에서

‘여성학하기’란?”,

한국사회학

44(5),

176-223.
이명호(2011), “젠더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 여성문학연구 26, 133-161.
이미정·윤덕경·변화순(2011),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한국

177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장미혜·김보화(2012),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왕재(2006), “여성정책 평가기준의 경험적 연구: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와 관련하여”,
현대사회와 행정 16(1), 25-58.
이임순 외(2010), 유아·초중고교 성교육 실태조사 및 교사용 상담인력용 매뉴얼개발 인
구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이재경(2000), “사회학에서의 페미니즘의 수용과 영향”,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
논집 17, 93-114.
이재경(1999), “한국 여성학 교과과정의 현황 및 과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
논집 16, 31-48.
이재경·김경희(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28(3),
1-33.
이재경 외(2011), 국가, 젠더, 예산 한울아카데미.
이정열 외(201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른 초증고등학교 보건교육 실태”, 한국학교보
건학회지 23(2), 172-180.
이혜정(2013), “초·중등학생들의 학교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교육종합연구
11(4), 239-268.
임혜란(2011), “성평등의 정치-같음과 다름의 논쟁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1(3),
37-64.
장원규(2003),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정책의 변천과정과 발전과제”, 교육학연구
41(4), 389-409.
전길량 외(2006),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정민승(2004), “‘합리적 대화’를 넘어 ‘차이 배우기’로-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의 교육학적 의
미지평 탐색”, 교육사회학연구14(3), 183-205.
정인경(2013), “신자유주의 시대 젠더 거버넌스의 부상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회 제29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정해숙(2009), “제14장. 여성교육정책의 변천과 과제”, 김재인 외, 여성교육개론, 교육과
학사.
정해숙·김연(2002),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마경희·최윤정(2013),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정해숙·정경아(1998),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178

참고문헌

한국여성개발원.
정현백 외(1998), 경기도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여성정책과.
조순경(2013), “학술마당을 열며”, 이화여대 여성학과 30주년 기념 학술마당자료집 여성
학, 돌(아)보다 15-18.
조연숙 외(2013),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주현(2000), “한국여성학의 지식생산구조와 향방: 한국여성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6(2), 145-174.
차인순(2014),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내용”, 젠더리뷰 여름호, 56-64.
최규영(2010), 성교육교사회 학습활동 사례연구: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성희(2008),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정치, 윤리, 미학”, 영미문학페미니즘 16(1),
167-188.
통계청(2010), 2009년 한국의 사회지표.
김재춘·왕석순(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현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0),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예방교육 교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4), 2014 전문강사 안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3), 업무보고: 제351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 성인기.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2012),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창립기념 심포지움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30가지 여성정책 이야기 개원30주년 기념책자.
한인섭(2005),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과 법: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에 대한 대응 검
토” 권태환 외, 한국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함께읽는책.
한정신(2005), 한국 사회와 여성교육,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허성우(2013), “한국 여성학 ‘위기담론’의 재구성: 여성활동가 대학원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9(4), 41-74.
허창수(2006), “성인지 관점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양성제도에 대한 제언”, 교
육과정연구 24(4), 55-81.
홍선영 외(2012),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미영 외(2010), 부산지역 성평등교육 현황분석 및 교육강의안 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
원.
홍미희·김한나(2013), 인천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연구 인천여
성가족재단.
홍미희·박형섭(2011),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179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홍미희·윤연숙(2007), 인천지역 여성단체의 현황과 여성정책과정에서의 역할, 인천발전
연구원.
홍현미라 외(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황영주(2011), “국가페미니즘 비교연구: 스웨덴, 호주 및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민주
주의연구 7(2), 39-70.
황정미(2005), “한국여성정책의 형성과정과 1990년대 여성정책의 의미: 패러다임의 두가지
요인”, 권태환 외, 한국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함께읽는책.
황정미(2004), “한국여성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정진성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
데미.
Lee-Mok, Sohee(2014), Gender-Sensitive Sex Education for the Youth in Kore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0(2), 173-184.

180

참고문헌

해외문헌
Aleman, Ana M. Martinez and Renn, Kristen eds(2002), Women in Higher Education:
Santa Barbara, CA: ABC-Clio.
Arnot, Madeleine(2002), Reproducing Gender: Essays on educational theory and

feminist politics, London: Routledge.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and Korean Women's Institute(2000), Building
Women's Studies Curriculum: 8 Country-level Workshop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6(2), 106-120.
Baiada, Christa and Jensen-Moulton, Stephanie(2006), Building a Home for Feminist
Pedagogy, Women's Studies Quarterly, 34(3/4), 287-290.
Berger, Michele and Radeloff, Cheryl(2011), Transforming Scholarship: Why Women's

and Gender Studies Students Are Changing Themselves and the World,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Bright, Clare(1993), Teaching Feminist Pedagogy: An Undergraduate Course, Women's

Studies Quarterly, 21(3/4), The Feminist Press.
Burghardt, Deborah and Colbeck, Carol(2005), Women's Studies Faculty at the
Intersection of Institutional Power and Feminist Value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6(3), 301-330.
Caughie, Pamela L.(2003), Graduate Education in Women's Studies: Paradoxes and
Challenges, Feminist Studies, 29(2), 405-408.
Charmaz, Kathy(2006)[2013],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s, 박현선·이상균·이채원 공역,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 학지사.
Chuppa-Cornell, Kim(2005), The Conditions of Difficulty and Struggle: A Discovered
Theme of Curriculum Transformation and Women's Studies Discourse, NWSA

Journal, 17(1), 23-44.
Coate, Kelly(2006), Imagining Women in the Curriculum: the Transgressive Impossibility
of Women's Studi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1(4), 407-421.
Colwill, Elizabeth and Boyd, Richard(2008), Teaching without a Mask?: Collaborative
Teaching as Feminist Practice, NWSA Journal, 20(2), 216-246.
Crabtree, Robbin, Sapp, David, and Licona, Adela(2009), Feminist Pedagogy: Looking

Back to Move Forwar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reswell, John W.(2007)[2010],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E, Sage

181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Publications,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
지 접근, 학지사.
Dillabough, Jo-Anne(2011), Feminist Reproduction Theory, in Bank, Barbara ed. Gender

& Higher Educ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Dunn, Kathleen(1993), Feminist Teaching: who are your students?, Women's Studies

Quarterly, 21(3/4), The Feminist Press.
Esping-Andersen, Gosta(2009)[2014],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주은선·김영미 옮김, 끝나지 않은 혁명, 나눔의 집.
Evans, Mary(2011), Doing Gender: Gender and Women's Studies in the Twenty First
Century,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34, 603-610.
Fangqin, Du(2005), Developing Women's Studies at Universities in China: Research,
Curriculum and Instruc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1(4), 35-71.
Fisher, Berenice Malka(2011), Feminist Pedagogy, in Bank, Barbara ed. Gender &

Higher Educ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Francis, Becky(2011), Postmodern and Poststructural Theories, in Bank, Barbara ed.

Gender and Higher Education,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Freedman, Estelle(2009), Small Group Pedagogy: Consciousness-Raising in Conservative
Times, in Crabtree, Robbin., Sapp, David. and Licona, Adela eds(2009),

Feminist Pedagogy: Looking Back to Move Forwar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Freire, Paulo(1972)[2010], Pedagogy of the Oppressed, London: Penguin Books, 남경태
옮김, 페다고지 30주년 기념판, 그린비.
Griffin, Gabriele ed.(2005), Doing Women's Studies: Employment Opportunities,

Personal Impacts and Social Consequences, ZED Books.
Grumet, Madeleine and Stone, Lynda(2000), Feminism and Curriculum: Getting Our Act
Together,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2), 183-197.
Grunberg, Laura(2005), Access to Gender-Sensitive Higher Education in Eastern and
Central Europe, European Education, 36(4), 54-69.
Guy-Sheftall, Beverly(2009), Forty Years of Women's Studies, Ms Spring 19(2), 56-57.
Haraway, Donna(1988), Situated Knowldege: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3), 575-599.
Harding, Sandra(1991)[2009], Whose Science? Whose Knowldege?: Thinking from

Women's Liv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조주현 옮김, 누구의 과
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나남.
Hart, Jeni(2006), Women and Feminism in Higher Education Scholarship: An Analysis

182

참고문헌

of Three Core Journal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7(1), 40-61.
Hartsock, Nancy C.M.(1983), The Feminist Standpoint: Toward a Specifically Feminist
Historical Materialism, in Money, Sex and Power, Longman Press. Reprinted in
McCann, Carole R. and Kim, Seung-Kyung(2003), Feminist Theory Read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Haussman, Melissa and Sauer, Birgit(2007), Introduction: Women's Movements and State
Restructuring in the 1990s, in Haussman, Melissa and Sauer, Birgit eds.

Gendering the Stat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Lanham, M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Hobbs, Margaret and Rice, Carla(2011), Rethinking Women's Studies: Curriculum,
Pedagogy, and the Introductory Course, Atlantis, 35(2), 139-149.
hooks, bell(2010), Teaching Critical Thinking: Practical Wisdom, New York: Routledge.
hooks, bell(2000)[2002], Feminism is for Everybody: Passionate Politics, Cambridge, MA:
South End Press, 박정애 옮김, 행복한 페미니즘, 백년글사랑.
hooks, bell(1984)[2010], Feminist Theory: From Margin to Center, Boston, MA: South
End Press, 윤은진 옮김, 페미니즘: 주변에서 중심으로, 모티브북.
Inoue, Teruko(2000), My Life and Struggle for Creating Indigenous Japanese Women's
Studies,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학술대회자료집, 43-57.
Kantola, Johanna and Squires, Judith(2012), From State Feminism to Market Feminism,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3(4), 382-400.
Kishimoto, Kyoko and Mwangi, Mumbi(2009), Critiquing the Rhetoric of “Safety” in
Feminist Pedagogy: Women of Color Offering an Account of Ourselves,

Feminist Teacher, 19(2), 87-102.
Macdonald, Amie and Sanchez-Casal, Susan ed.(2002), Twenty-First-Century Feminist

Classrooms: Pedagogies of Identity and Difference, New York: Palgrave.
Manicom, Ann(1992), Feminist Pedagogy: Transformations, Standpoints, and Politics,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17(3), 365-389.
Manicom, Linzi and Walters, Shirley(2012), Introduction: Feminist Popular Education:
Pedagogies, Politics, and Possibilities, in Feminist Popular Education in

Transnational Debates,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Martin, Biddy(2008), Success and its Failures, in Joan Scott ed. Women's Studies on

the Edg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Martin, Jane Roland(2003), What Should We Do with a Feminist Education Theory
When We Have One? A Response to Audrey Thompson, Curriculum Inquiry,
33(1), 67-78.

183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Mason, Jennifer(1996)[1999], Qualitative Researching, Sage Publications, 김두섭 역,질적
연구방법론, 나남출판.
Mazur, Amy and McBride, Dorothy(2007), State Feminism since the 1980s: From Loose
Notion to Operationalized Concept, Politics & Gender, 3(4), 501-513.
McCann, Carole R. and Kim, Seung-Kyung(2003), Feminist Theory Read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Messer-Davidow, Ellen(2002), Disciplining Feminism: from Social Activism to Academic

Discours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Moss, Dorothy and Richter, Ingrid(2011), Changing times of feminism and higher
education: from community to employability, Gender and Education, 23(2),
137-151.
Muzak, Joanne(2011), Women's Studies, Community Service-Learning, and the Dynamics
of Privilege, Atlantis, 35(2), 96-106.
Nielsen, Joyce McCarl and Abromeit, Jeana(1993), Paradigm Shifts, Feminist Phase
Theory,

and

the

Missing

Variable

in

Women's

Studies

Curriculum

Transformation Projects, Sociological Forum, 8(1), 73-91.
Lang, Sabine(2000), The NGO-ization of Feminism: Institutionalization and institution
building within the German Women's Movement, in Bonnie G. Smith ed.

Global Feminisms since 1945, Routledge.
Lee, Janet(2008), Survivors of Gendered Violence in the Feminist Classroom, Violence

Against Women, 14(12), 1451-1464.
Lichtenstein, Diane and Orr, Catherrine M.(2005), Special Forum: Women's Sudies in
“Other” Locations, NWSA Journal, 17(5), 140-141.
Luke, Carmen ed.(1996), Feminism and Pedagogies of Everyday Lif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Luke, Carmen and Gore, Jennifer ed(1992), Feminisms and Critical Pedagogy, New
York: Routledge.
Pinar, William(1994)[2013], Autobiography, Politics and Sexuality: Essays in Curriculum

Theory 1972-1992, 정정훈/김영천 편역, 윌리엄 파이너와 교육과정이론, 아카데
미프레스.
Rees, Teresa(2005), Reflections on the Uneven Development of Gender Mainstreaming
in Europe,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7(4), 555-574.
Reger, Jo(2012), Everywhere and Nowhere: Contemporary Feminism in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Robinson, Jean(2011), Women's and Gender Studies, in Bank, Barbara ed. Gender &

184

참고문헌

Higher Educ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Ropers-Huilman, Rebecca(2009), Scholarship on the Other Side: Power and Caring in
Feminist Education in Crabtree, Robbin, Sapp, David, and Licona, Adela eds.

Feminist Pedagogy: Looking Back to Move Forwar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Rowe, Aimee Carrillo and Licona, Adela C.(2005), Moving Location: The Politics of
Identities in Motion, NWSA Journal, 17(2), 11-14.
Safarik, Lynn(2000), Rethinking Democratic Schooling: Questions of Race, Class, and
Gender in Liberal Progressive Pedagogy, Columbia University Dissertation.
Sahlin, Claire L.(2005), Vital to the Mission and Key to Survival: Women's Studies at
Women's Colleges, NWSA Journal, 17(5), 164-170.
Sauer et al.(2007), Conclusion: State Feminism and State Restructuring since the 1990s,
in Haussman, Melissa and Sauer, Birgit eds. Gendering the Stat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Lanham, M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Schuster, Marilyn and Van Dyne, Susan(1985), Women's Place in the Academy:

Transforming the Liberal Arts Curriculum, Totowa, NJ: Rowman and Allanheld.
Scott, Joan W. ed.(2008), Women's Studies on the Edge, Duke University Press.
Seidman, Irving(2006)[2009],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 Third Edition,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박혜준ㆍ이연 공역,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학지사.
Storrs, Debbie and Mihelich, John(2009), Beyond Essentialism: Team Teaching Gender
ad Sexuality, in Crabtree, Robbin, Sapp, David, and Licona, Adela eds,

Feminist Pedagogy: Looking Back to Move Forwar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Snyder, Ann Virtu(2005), Location, Location, Location: Reflections of an Itinerant
Practitioner, NWSA Journal, 17(5), 142-149.
Tai, Emily Sohmer(2005), Women's Work: Integrating Women's Studies into a
Community College Curriculum, NWSA Journal, 17(2), 184-191.
Tetreault, Mary Kay(1985), Feminist Phase Theory: An Experience-derived Evaluation
Model,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6(4), 363-384.
Townsend, Barbara(2003), Disciplining Feminism: from Social Activism to Academic
Discourse by Ellen Messer-Davidow,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4(6),
715-718.
Turpin, Cherie(2007), Feminist Praxis, Online Teaching, and the Urban Campus,

185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Feminist Teacher, 18(1), 9-27.
Verloo, Mieke(2005), Displacement and Empowerment: Reflections on the Concept and
Practice of the Council of Europe Approach to Gender Mainstreaming and
Gender Equality, Social Politics 12(3), 344-365.
Villaverde, Leila(2008), Feminist Theories and Education, New York: Peter Lang.
Walby, Sylvia(2011), The Future of Feminism, Cambridge, UK: Polity Press.
Warren, Karen(1989), Rewriting the Future: The Feminist Challenge to the Malestream
Curriculum, Feminist Teacher, 4(2/3), 46-52.
Webber, Michelle(2006), Transgressive Pedagogies? Exploring the Difficult Realities of
Enacting Feminist Pedagogies in Undergraduate Classrooms in a Canadian
Universit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1(4), 453-467.
Weiler, Kathleen(1995), Freire and a Feminist Pedagogy of Difference, in Holland,
Janet and Blair, Maud with Sheldon, Sue eds. Debates and Issues in Feminist

Research and Pedagogy, Multilingual Matters Ltd.
Wolf-Wendel, Lisa and Eason, Becky(2011), Women'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Bank, Barbara ed. Gender & Higher Educ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Wood, Julia(2009), Bringing Different Voices into the Classrooms, in Crabtree, Robbin.,
Sapp, David. and Licona, Adela eds(2009), Feminist Pedagogy: Looking Back

to Move Forwar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Zhang, Liming(2010), Reflections on the Three Waves of Women's Studies in China
and Globaliza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6(2), 7-31.
Zimmerman,

Bonnie(2002),

Women's

Studies,

NWSA,

(Inter)Discipline, NWSA Journal, 14(1), 8-18.

186

and

the

Future

of

the

참고문헌

신문기사,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경향신문(2012년 12월 24일), “ ‘뻔한’ 성희롱예방교육, ‘걸리지만 마라’식 대충”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년 10월 22일), “전국 모든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 실시”
내일신문(2013년 6월 21일),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높인다”
뉴스1(2014년 4월 10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필요한 곳 찾아간다”
뉴스1(2014년 4월 3일), “경기교육청, 성인권교육학교 70개교 확대”
뉴스1(2013년 4월 5일), “인천시, 초교 5학년 대상 ‘성인지적 성인권통합교육’ 실시”
서울경제(2014년 6월 2일), “속임수 상술 조심하세요”
아시아경제(2013년 5월 21일), “서울시, 7만명 대상 여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년 2월 13일), “국가·지자체도 통합된 폭력예방교육 실시가능”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9년 11월 8일), “여성부, 학교에서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
방교육을 ‘성인지적 통합교육’으로 실시 추진”
여성가족부 정책브리핑(2014년 3월 26일),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기간 연장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플러그(2011년 3월 16일), “여성폭력 예방교육, 통합교육으로 첫 실시”
여성신문(2014년 9월 22일),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여가부 예산 10.9%↑”
여성신문(2014년 7월 2일), “국정원은 성희롱 예방교육도 국가 기밀?”
여성신문(2014년 5월 29일), “ ‘야한 옷 입으면 성폭행’교수 특강 파문, 양평원·여가부 뭐
했나?”
여성신문(2014년 5월 7일), “시혜에서 권리로, 여성정책 20년 만에 양성평등정책으로”
여성신문(2014년 5월 5일), “양성평등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내년7월 시행”
여성신문(2014년 4월 8일)[오피니언] “학교거부운동을 일으킨 프랑스의 성평등교육”
여성신문(2014년 3월 3일),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움직임”
여성신문(2014년 12월 3일), “여자로 살면서 억울했는데 세상 참 좋아졌네요”
여성신문(2013년 10월 16일), “교육부, ‘성평등 교육 난 몰라’ ”
여성신문(2013년 7월 17일), “청소년은 섹스하면 안되나요”
여성신문(2011년 1월 21일), 황인자,“공무원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되기까지”
여성eNews(2013년 6월 28일), “정부, ‘가정폭력 방지종합대책’ 발표”
이투데이(2013년 9월 2일), “서울시, 1만명 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매매예방교육”
한국YWCA연합회 보도자료(2014년 2월 6일), 2014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보도자료(2014년 10월 11일), “모든 것은 인권으로 통한다”

187

Abstract

A Feminist Perspective on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Korea

Yookyung Ba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ized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Korea. Gender equality education has been on the way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last decade in order to enhance gender-sensitivity among
government employees, K-12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In this study, gender
equality education includes gender-sensitive education for government employees,
sex education an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students, and a variety of
gendered consciousness education for citizen. This study analyzes the curriculum,
contents, and issue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term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20 educational program managers who are working for a
public institution or women's organization.
Women's organizations and Women’s studies took the initiative in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the 1980s before the government engage itself in gender equality
educa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In the 1980s and 1990s, some
scholars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women's studies started to conduc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education. At that time, they were focused
on gender inequality in K-12 school curricula, the content analysis of the textbooks,
and the educational system as such. In the mid 1990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to expand the gender equality policy,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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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improved the Korean women's social status. In practice, gender equality
education has not been only one of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but also a main
tool of women's movement to advance to a substantive gender equal society.
Gender-sensitive education has been expanded to general public servants as well
as to the task force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in public office. It has been
subdivided into more specific themes and topics, now focused on the education for
gender impact assessment. In K-12 schools, sex education an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dominate gender equality education. Increased frequency and amount of
time of education has not resulted in an increase of students' satisfaction. Gender
equality education conducted by women's organizations can be categorized by
specific educational goals. Professional instructors of gender equality have been
trained both in public institutions and in private women's organizations but their
professionalism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In conclusi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should be
followed by its qualitative leap throughout the whole range of education. The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must be clarified with a
critical discussion of feminist pedagogy. Women's and gender studies should further
engage and develop mass education and feminist pedagogy in their curricula so
that professional instructors could be reinforced by refresher training.
Keywords: Feminist Education, Feminist Pedagogy, Gender Equality Education,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Gender-sensitive Education, Women's
Organiza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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