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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안녕하세요.
올해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혜경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설립 이후, 지난 15년 동안 성평등한 돌봄 사회 구축을 위
해 여성단체들 및 여성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시민사회 운동의 역량을 높
이기 위하여 여성, 환경, 지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을 
키워내고 여성주의 리더십을 갖춘 여성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원해 왔습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은 여성재단의 노력을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년 동안 
정치․경제․사회 다방면에 걸쳐 전문지식을 갖춘 여성활동가를 배출하는 국내 최대
의 여성학 석사학위 과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여성활동가를 배출하는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이 지속적으로 성
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대학-시민사회 삼각연대의 협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
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굳건한 믿음과 책임감으로 여성리더를 키우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한킴벌리가 있고, 여성운동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의 시대
적 흐름을 반영하고 새로운 운동의 미래 비전을 그려낼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과
정을 지원하는 성공회대학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훌륭한 삼각연대를 가
능하게 해 주신 유한 킴벌리와 성공회대학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삼각협업이 훌륭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힘겨운 활동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학습에 매진하고, 그 결과를 다시 
여성운동 담론으로 생산해 내면서 동시에, 우리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활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알기에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식지 않은 희망이 아니라면 삼각협업이 무슨 의미가 있
겠습니까.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 석사과정(제 8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년을 성공적
으로 마치신 제8기 장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각자 마음속에 담고 계신 여성운동의 장기적 비전과 실천 방향을 찾
길 바라며, 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활동하는 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시길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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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한킴벌리, 성공회대학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재단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
원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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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지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최근 들어 한국의 대학사회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대입 
정원은 대폭 늘어났지만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고, 교육부는 대학입학정원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성공회대학교는 열림, 나눔, 섬김의 정신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천하면서 대학의 현실
적인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은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전 지구적 경쟁 
체제 안에서 기업도 새로운 환경을 맞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전반의 보수화 
경향으로 시민사회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각자의 노력만으
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학, 시민사회, 기업이 손을 잡
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주)유한킴벌리가 지속적으로 미래여성NGO리더십 장학기금을 지원해온 
것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
여성재단이 보여주신 이 장학 사업에 대한 애정과 노력에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기존의 여성학이 가진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어 실천여성학전공은 여성활동가들을 위
한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자 여성학 교육의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
니다. 저희 대학은 실천여성학전공이 미래 한국 사회의 여성리더십으로 성장할 인재들
을 길러내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보여준 새로운 협력모델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더불어 
여성활동가들이 따뜻한 우정과 연대를 나누고, 자기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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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내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공부를 병행하며 1년 과정을 마
치신 수료생 여러분들, 그리고 2년 과정을 마치고 올해 졸업을 앞둔 예비 석사 여러분
들, 모두에게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총장 

이정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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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지속 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한 8년의 발걸음 
– 8기 장학생, 연구 보고 축하합니다. - 

2014년 한해는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과 비통에 빠져 있었으며  그 와중에 6.4 지방선거
를 치루었고 하반기엔 상반기의 밀린 일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해였습니다. 
어떤 기수 보다 8기 장학생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단체 (직장)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가 훨씬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여건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1학년 과정
을 무사히 이수하여 좋은 연구보고서를 내신 것에 경의를 보내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다.  

미래여성NGO리더십 과정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이 2005년 여성운동의 마
래 비전을 수립하면서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해 여성 활동가 리더쉽 훈련, 여성 활
동가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습
니다. 이러한 여성연합의 의지와 실천에 착한 기업인 유한킴벌리가 지원하고 성공회대
학교가 받아들이며, 든든한 파트너인 여성재단이 함께 해주어 미래여성NGO리더십 과
정이 탄생되었습니다.
기업과 대학교, 여성단체 3자가 중심이 되어 대학교에 정규 과정으로 여성학 과정을 
만들고 장학금을 지원한 모델은 가히 모범적입니다. 이런 좋은 모델은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년 동안 78명의 장학생을 배출하였고 이 장학생들은 실천에 기초한 논문으로 여성학
의 학문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으며 여성단체와 다른 시민단체에 훌륭한 리더로 대
부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성 활동가들이 대학원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실력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성장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사회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방송의 날 기념 국민 설문조사
에서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 시민사회단체라고 뽑았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불평등
과 생명 경시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시민사회 진영이 잘 해결하리라는 믿음이며 이런 
사회적 과제를 책임질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는 곧 우리사회를 희망으로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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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갈 여성인력을 육성한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실천여성학 과정에서의 이론 공부는 8기 장학
생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과정에서 만난 학우
들과의 네트워크는 여러 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경험에 기초하여 
실천과 이론을 접목한 실천여성학 수업은 다른 학교와 차별성이 있었으리라 확신하며, 
남은 3,4 학기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단체를 파트너로 여기며 8년을 변함없이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유
한킴벌리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열정적인 허성우 주임교수님과 성
공회대학교 교수님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잘 챙기시고 장학사업의 운영을 꼼꼼
히 해주시는 한국여성재단에도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성활동가
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015. 2. 5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정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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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2015년 미래여성NGO리더십장학사업 
소개 및 경과보고

○ ‘미래여성NGO리더십’장학 사업은 (사)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하여

2007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NGO여성장학사업’으로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과정(4학기 석사과
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 장학금을 제공하는 과정임

○ ‘미래여성NGO리더십’장학금은 실천여성학 전공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실천여성학 전공 졸업 후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 & Activism)를 수여함

1. 미래여성NGO리더십장학사업 소개
(1) 필요성

○ 여성운동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여성활동가 재생산 체계(구조) 마련
○ 새로운 가치와 담론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활동가의 인식능력 

제고 및 여성주의로 정치·경제·사회를 개혁하는 정책능력 향상
○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성리더십 강화

(2) 목적

○ 연 10여 명 내외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여성활동가 배출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여성활동가 재교육 체계 마련
○ 졸업생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여성운동의 인적역량 강화

2. 세부내용
(1) 대상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6개 지부 27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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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일정 교육과목 및 교수진

1학기

2014년 3월 3일~6월 20일

오후 12시 10분 ~ 오후 10시

(총 7시간 / 16주 진행)

페미니즘사상 : 허성우 교수(3학점)

젠더와 정치 : 문지영 교수 (2학점)

젠더와 경제 : 김원정 교수 (2학점)

2학기

2014년 9월 1일~12월 19일

오후 12시 10분 ~ 오후 10시

(총 8시간 / 16주 진행)

아시아젠더 연구 1 : 김미란 교수 (3학점)

성연구 : 전희경 교수(2학점)

페미니스트 문화론 : 이숙경 교수 (3학점))

제 여성ㆍ시민사회단체 경력 활동가 
(2) 교육기간

2년(4학기) 과정
(3) 교육내용 및 교수진(2014년)

3. 경과보고
-2006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 부설 여성운동지원센터 논의를 통한 여성운동 
지도자 육성을 위한 장기 교육프로그램 기획

-2006. 5 여성연합에서 1년 과정(학점인정)으로 여성연합 중견활동가 (3년차 이상)를 
위해 이론과 실천을 접목할 수 있는 실천여성학 교육프로그램을 성공회대학교 NGO대
학원에 설치 제안

-2006 하반기 성공회대학교의 여성연합 제안 수락 후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 허성우 
연구교수, 여성연합 사무처가 실무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교과과정과 운영에 대한 논
의 진행

-유한킴벌리 미래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선정되어 미래포럼을 통해 장학
금 지원 결정

-2006 하반기에 1년 교과과정안 완성, 실무 논의가 이뤄지고 10월, 제 1기 미래여성 
NGO 리더십과정 신입생 모집공고

-2007. 2. 21 여성연합과 성공회대학 협정 체결
-2007. 2. 28 제 1기 1학기 개강(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20분~오후 9시/총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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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진행)
-2007. 3. 7 유한킴벌리 1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2007. 9 2008년도 제 2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사업에 대한 유한킴벌리의 
장학금이 한국여성재단(이하 여성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고 여성연합 5
명, 여성재단 5명(대상 :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여성활동가)의 선발권을 갖게 됨

-2007. 10. 22 ~ 12. 11 제 2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08 1. 16 제 1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수료식과 수료기념 자료집 발간
-2008 2. 27 제 2기 1학기 개강(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20분 ~ 오후 9시/총 7시간/ 
16주 진행)

-2008. 3. 5 유한킴벌리 2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2008. 9. 1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담당 허성우 교수 성공회대학교 엔지오대학원 
전임강사 발령(실천여성학과정 담당)

-2008. 10. 27 2009년도 제 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모집 및 선발의 모든 진행
과 관리를 여성연합이 하기로 결정하고 모집대상은 여성운동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까지 열기로 함

-2008. 11. 24~2009. 1. 15 제 3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선발심사 및 합격
자 발표

-2009. 1. 20 제 2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수료식과 기념 자료집 발간
-2009. 3. 7 제 3기 1학기 개강(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 ~ 오후 9시/총 7시간
/16주 진행 

             유한킴벌리 3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2009. 7. 10~11 1,2,3기 리더십워크숍 (전체기수 네트워크) “우리는 여성주의 리더
다”

-2009. 10. NGO 대학원 내 실천여성학 전공 석사과정으로 독립결정
-2009. 11. 25 실천여성학 제 1차 콜로키움 “실천여성학 너를 보여줘”
-2009. 11. 23~2010. 1. 19 제 4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선발심사 및 합격
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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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20 제 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수료식과 기념 자료집 발간
-2010. 3. 6  제 4기 1학기 개강(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 ~ 오후 9시/총 7시간
/16주 진행)

-2010. 3. 13 유한킴벌리 4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2010. 8. 13~14 1,2,3,4기 리더십워크숍(전체기수 네트워크) “우리는 여성주의 리더
다”

-2010. 11. 30 실천여성학 제 2차 콜로키움 “실천여성학 너를 보여줘”
-2010. 11.8~12.22 제 5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10. 12. 18 제 4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보고회와 기념 자료집 발간 

-2011. 3. 3 유한킴벌리 5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및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2011. 3. 5  제 5기 1학기 개강(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 ~ 오후 9시/총 7시간/ 
16주 진행)

-2011. 8. 27 일본 오사카 부립대학 젠더연구소와 공동워크숍 개최 “한일 양국의 지역
풀뿌리여성운동”

-2011. 11. 24 실천여성학 제 3차 콜로키움 “실천여성학 한걸음더”
-2011. 11.9~12.27 제 6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12. 1. 17 제 5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연구보고회 및 자료집 발간, 제6기 장
학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2012. 2. 29. 박경태 교수, 김미란 교수 실천여성학전공 운영위원으로 임명
-2012. 2. 29 유한킴벌리 6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및 추가모집 장학생 오리엔테이
션 진행

-2012. 2. 29~6.13  제 6기 1학기 개강(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10시/총 7시간
/ 16주 진행)

-2012. 3. 1. 실천여성학전공 허성우 신규 정규직전임교수  임용
-2012. 6. 13 과정 평가회(여성단체연합 참석) 및 교과과정 워크숍 실시
-2012. 8. 18 실천여성학 네트워킹 파티 ‘모모데이’ 개최 
-2012. 9. 1 일본 오사카 부립대학 젠더연구소와 공동워크숍 개최(국제 연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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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국에서의 성폭력․성희롱”
-2012. 8. 29 ~ 12.19  제 6기 2학기 개강(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오후 10시/
총 7시간/ 16주 진행)

-2012. 12. 12 과정 평가회(여성단체연합 참석) 및 교과과정 워크숍 실시
-2012. 11. 19 ~ 12. 28 제7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
표

-2013. 1. 14~ 2.4 제 6기 신입생 추가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
표

-2013. 2. 5 제 6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연구보고회 및 자료집 발간 
-2013. 3. 7. 유한킴벌리 7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및 추가모집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2013. 3. 7. 1학기 개강 
-2013. 6. 20. 1학기 교과과정평가회 및 2학기 교과과정 워크숍실시 
-2013. 9. 5. 2학기 개강 
-2013.11. 11 ~ 12. 20 제8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
표

-2013.12 .20. 교과과정평가회 실시 

-2014. 1. 13 ~ 2. 3. 제8기 신입생 수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14. 2. 6. 제7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연구보고회 및 자료집 발간 
-2014. 3. 3 1학기 개강
-2014. 3. 5. 유한킴벌리 8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2014. 6.18. 1학기 교과과정평가회 및 2학기 교과과정 워크숍실시 
-2014. 9. 1. 2학기 개강 
-2014.11.05.~11.28 제9기 신입생 수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
표 

-2014.12.17. 2학기 교과과정평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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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01.30 제9기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14.02.05. 제9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연구보고회 및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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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1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로 살펴본 

오늘의 성과 권력

실천여성학 8기 박선희

1. 들어가며

  『성의 역사』라는 저작에서 드러난 인간의 성, 기성 성 담론에 대한 푸코의 분석·
비판 기획은 원래 ‘몸’ 또는 ‘신체’의 역사에 대한 기획에서 출발한다. 『감시와 처
벌』, 『성의 역사』, 『권력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저작들을 통해 푸코는 이
른바 근대의 훈육적 관행과 담론을 분석하여 어떻게 근대적 ‘신체’가 만들어지는지
를 밝히고자 한다. 즉 학교, 병원, 감옥 등에서의 훈육적 관행들과 의학, 인구론, 
정신분석학 등에서의 훈육적 담론들이 어떤 방식으로“점차 세련된 경로를 통하여 
개인들과 그들의 육체, 몸짓 및 일상행위에 접근함으로써 권력의 효과”를 만들어내
는지, 그리하여 권력이 어떻게 근대적 신체를 통해 작동하는가를 해명하고자 한 것
이다.

‘몸’의 역사에 대한 푸코의 본래 기획은 권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었던 ‘억압’의 
가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억압’ 가설 대신‘권력-지식’
가설로 대치하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성의 역사』1권 ‘지식의 의지’를 통해 ‘섹슈
얼리티’와 욕망에 대한 중심적 인식 틀이었던 프로이트의 ‘억압-해방’ 가설을 비판
함으로써 17세기 이후 근대 유럽 사회에서 만들어진 ‘권력-지식-쾌락’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몸의 역사’에 대한 본래의 기획이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성의 
역사’로 전개되었다는 점, 『성의 역사』 1권과 8년여 뒤의 2권, 그리고 3권의 이론
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사뭇 다른 이론적 지평을 보여준다는 점 등은 『성
의 역사』 1권의 핵심적인 이론적, 실천적 함의에 대한 매우 다양한 비판의 지점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푸코는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고, 나에게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기를 강요하지 말라”(『지식의 고고학』 서문, 196
9)1)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푸코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살펴보면, 『성의 역사』 

1) 고원, 「미셀 푸코와 몸의 역사」, 『서양사론』 제104호, 2010,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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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역시 단일한 이론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난점이 있는 것이 당연
할 수도 있다.

이 글은 『성의 역사』 1권 ‘지식의 의지’에서 푸코가 제기한 문제의식의 핵심과 
그에 대한 비판을 고찰하고, 이러한 푸코의 문제의식과 비판들이 오늘날의 성, 권
력, 성-권력, 그리고 다양한 성 담론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오늘날 
여성주의 이론 및 실천과는 어떤 지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성의 역사 1-지식의 의지』 요약

  『성의 역사』는 인간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이전의 역사를 연구하거나 그것을 재
구성하고자 하는 저작은 아니다. 또한 인간의 성적 행동들의 배후에 있는 사상적이
거나 종교적인 의도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 또한 아니다. 푸코는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억압이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에 비례하는 무지보다는 오히려 지
식을 생산하고 담론을 증가시키고 즐거움을 유발하여, 이 메커니즘이 출현하고 작
동하기 위한 조건을 주의 깊게 추적하고 이 메커니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금지나 
은폐의 진상이 이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고 전제하고 따라서 자신의 작업은 “이러한 지식의 의지에 내재하는 권력의 전략
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대 서구 사회에서 한 개인이 스스로를 성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는 경
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2)고자 하는 것이다.

『성의 역사』1권 ‘지식의 의지’에서, 푸코는 성은 “모든 것의 이유”라고 주장한
다. 지식의 의지를 촉발시키는 근본 원인은 성적 욕망인데, 이 성적 욕망은 권력의 
메커니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 욕망과 권력의 관계를 분석하려면 
성적 욕망이 권력과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 드러난-개방된- 전략들, 그리고 합리
적 기술의 역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17세기 초에는 자신의 성생활을 어느 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 담론의 솔직함, 추잡함, 뻔뻔스러움 등에 
대해 관용적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적 경건주의 운동이 거세게 불었고, 도덕적 엄격
주의가 지배하게 됨으로써 생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일체의 성적 행위는 ‘금지’, ‘비
실재(非實在)’, ‘침묵’이라는 3중의 법령으로 억압당했다는 것이다.3)

2)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쾌락의 활용』, 나남, 1994, p.18.

3) 허경, 「생명 권력과 욕망인의 분석-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를 중심으로」, 『생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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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부 중심의 가족이 성생활을 독점하고 성생활을 철저하게 생식 기능
으로만 보는 관점이 사회적으로 확립된다. 생식 기능에 부합하지 않거나 생식 기능
으로 미화되지 않는 성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18세기에 성은 내치(內治)의 대상이 되어 “금지의 엄격함이 아니라 유용하고 공
적인 담론에 의해 성을 규제할 필요”가 나타나고 ‘인구’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
리고 성은 의학적 담론에도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학 담론은 
포르노그래피, 성매매 산업, 정신병리학 등과 짝을 이루어 성 담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성 담론은 기독교의 성에 대한 죄악시적 태도와 작가들에 의한 개인적 
쾌락의 체계화, 경제적 정치적 필요에 의한 생식 권장, 정신병리학 등에 의해 증대
된다.

푸코는 성에 대한 기존의 ‘억압-해방’이라는 가설을 통해서는 성 담론의 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억압 가설이 성과 권력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과도하게 특화한 이론으로 ‘권력-법’, ‘권력-주권’의 가설에 사로잡혀 있는 이론이
기 때문이다. “쾌락과 권력은 서로를 부정하거나 서로에 대해 대립하지 않으며, 서
로를 따르고 겹치며 새로운 활기를” 주며, “근대 산업사회가 성에 대해 한층 더 억
압적인 시대를 열었다는 가설은 분명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세기 억압의 시대가 출현하고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성에 대한 담론
이 등장하게 된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부르주아 사회는 이른바 비합법적 성은 
‘생산’의 영역이 아니라 ‘이윤’의 영역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다. 푸코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의 쾌락을 억압
하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자본주의는 노동력 재생산이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속에
서 일부일처 가족제도, 이성애적 성, 인구정책 등을 통해 교묘하게 성을 억압하였
고, 20세기의 파시즘, 신보수주의, 민족주의 등도 성적 장치들을 동원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처럼 성 담론을 만든 기존의 지식과 관행을 일소하면서 성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폭로한다.

결론적으로 푸코는, 인간의 “성행위라는 것은 생존의 미학과 권력의 작용으로 인
식된 자유의 심사숙고된 기술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며 인간 스스로를 “성행위의 
도덕적 주체로 구성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쓴다. 성은 개인의 주체적인 행위로
서 국가든 어떤 권력이든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가 여기
서 원용된다.

푸코는 권력에 의해 억압되거나 조작된 성을 권력의 메커니즘과 이데올로기로부
터 해방함으로써 어떤 규범이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주인으로 영위하는 

구』 19집, 2011, pp.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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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즉 주체의 윤리적 행위로 다시 정초하고자 한다.

3. 『성의 역사』에 대한 비판 

  푸코는 몸이 단순한 담론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관습들과 남성들의 
대규모 권력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몸의 생물학적 구조가 단순
히 인간 주체의 능력을 결정하고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성주의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여성주의는 푸코를 따라 자연적인 몸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결정한다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성의 정체성은 고정되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체에 의해 분열되고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
코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이라는 것도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본다. 푸코는 이로써 전통적인 이성적 주체를 급진적으로 해체하
는 데 기여했다.4)

푸코의 이론은 여성주의에 의해 가부장제 및 자본주의의 권력 관계에 있어 여성
의 몸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권력의 미시정치학’으로서 수용되고 대체로 환영
받았다. 푸코의 성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담론은 사회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주의 
몸 이론과 친화력이 있는 것이었고, 권력 관계를 거시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개인의 
신체와 같은 미시권력으로 확장한 푸코의 기획이,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
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주의 인식론과 상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푸코에 의하면 신체는 타자화된 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다. 자아를 배려하기 위한 주체화, 여러가지 기술을 통해 지배의 기술
들에 저항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화의 통치’에 대항하고 권력의 미시정치
에 대한 투쟁에서 매우 유용하다. 도전하는 지적 투쟁에 유용하다.5)

요컨대 개인의 신체는 권력관계, 지식관계와 그 지배 기술이 작동하는 모세혈관
으로 기능하며, 생명 권력과 지배의 기술들에 예속된 속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자율
성을 갖기 때문에 주체의 자율성과 자유, 저항의 가능성과 지점들을 보여준다.

살펴본 것처럼 푸코는 17~18세기에 사람들의 건강, 질병 문제, 그리고 인구 문
제 등이 어떻게 주된 관심사가 되어 가는지, 어떻게 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성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는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신체가 어떻
게 ‘생산’하고 ‘노동’하는 신체가 되는지를 정교하게 분석했다.

4) 양혜림, 「푸코의 남성주체에 관한 몸과 성의 담론-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31
집, 2003, p.151.

5) 이영자, 「몸권력과 젠더-푸코적 분석틀에서 본 날씬한 몸 관리」, 『한국여성학』 제22권, 2006, 
pp.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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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드라 바트키(Sandra Bartkey)는, 몸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경험이 다
를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몸이 각기 다른 제도적 장치들에 의해 다르게 구성
됨에도 불구하고 푸코는 그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고 마치 몸이 마치 하나
인 것처럼 근대적 몸의 형성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고 비판한다.6)

또한 권력이 그물망과 같이 전체적으로 만연해 있고,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
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푸코의 주장은, 권력에 저항하고 권력으로부터의 해
방을 지향하는 여성해방 등 해방의 정치학 전반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 비판한다. 또 푸코가 성적 소수자나 여성 등에 대한 정치적 논의들을 촉발시켰
고 그것을 사회운동의 현장에서도 역설했지만 왜 저항해야 하는가, 어떻게 저항을 
조직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비판한다.7)

권력에 대한 푸코의 분석은 전통적인 권력 분석에서 탈피한 새로운 영감과 관
점, 분석의 틀을 여성주의에 선사하긴 했지만, 특히 제3세계 여성들과 관련해 여성
주의적 분석과 결합되지 않는 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가
했던 폭력적 현실을 분석할 수 없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8)는 시각도 있다.

푸코에게 권력은 실체로서 소유되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나 자원 
그리고 사람을 지배하는 힘 같은 능력이 아니며 일방적이지도 단선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권력은 신경세포처럼 어디에나 퍼져 있으며 세세한 데까지 영향력을 미치
는 모세혈관과 같은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권력의 흐름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위에
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모세혈관처럼 개개인의 몸, 행동, 태도, 담
화, 학습 등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
이나 그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 말고도 다른 역량을 통해 해방을 추진하는 것이나 
권력과 지배 관계를 혁명적으로 직접 전복하는 것 등은 푸코의 주장에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4. 결론에 대신하여

  ‘몸의 역사’라는 기획의 서문으로 기획되었지만 독자적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간 
『성의 역사』가 가진 난점, 다시 말해 앞과 뒤가 일맥상통하는 꽉 짜인 이론으로서

6) 김진아, 「근대 영국소설에 나타난 성차와 계급의 기호로서의 중간계급 여성의 몸」,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11권, 2003, p.49.

7) 도승연, 「미셸 푸코의 윤리적 문제설정에 관한 반 여성주의적 혐의와 그에 대한 논변」, 『한국
여성철학』 제8권, 2007, p.58

8) 이혜정,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주체, 공동체, 연대 그리고 우정의 윤리」, 『한
국여성철학』 제14권, 2010,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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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금 푸코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주
목해야 할 것 같다. 푸코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선 몸에 관해 질문하고, 몸에 
대한 권력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더 유물론자다울 것이다.”9) 권력이 육체 및 그
것의 물질성, 힘, 에너지, 감각, 쾌락을 포착하는 가운데 권력이 구성하는 섹슈얼리
티 장치 안에서도 가장 내적이고 가장 관념적이며 가장 사변적인 요소가 바로 성
이며, 우리를 지배하는 섹슈얼리티 장치를 분석하는 지점은 ‘생물학적 또는 자연적
이고도 본래적인’ 성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으로 구성된 결과물로서의 육체와 쾌
락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10)

또한 푸코는 ‘지식의 의지’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다시 말해, 성생활이라는 구체
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지식 의지의 ‘정치경제학’을 구성하는 것이다.”

푸코는 18세기 이후 권력의 모세혈관적 작동 방식 때문에 더 이상 “왕의 목을 
자르는” 방식은 오늘날 효과가 없으며, 촘촘하게 짜인 생명 권력의 크고 작은 균열 
지점에서 저항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11) 따라서 해방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
성주의 운동의 방향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비판보다는, ‘권력의 크고 
작은 균열지점에서의 저항의 시작’이라는 푸코의 주장처럼, 권력에의 저항 가능성
을 인정하고 해방을 향한 저항을 포기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권력이 우리 몸을 비롯한 일상의 어느 곳에나 드러나지 않게 
편재하고 있지만 진정한 저항과 반항만이 그 권력을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여성주의가 맞닥뜨린 여성 주체의 보편주의 내지 본질주의
의 위기를 돌파하는 디딤돌로 ‘그물망으로서의 권력’, 그리하여 ‘도처에서 다른 방
식으로 존재하는 권력’,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른 비중과 형태의 권력’이 되는 푸코
의 이론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9) 이광래, 「신체의 정치학: 성의 역사」, 『미셸 푸코』, 민음사, 1989, p.243.
10) 허경, 앞의 논문, pp.211-212.
11) 조주현, 「‘The Social'의 위기와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정치-Linda Zerilli의 대안」, 이론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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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 남녀동수(Parité)운동

이 은 행(20145205/실천여성학전공)

1. 남녀동수운동의 필요성 제기

2014년 6.4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
임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2012년 대통령 후보들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폐지’ 공약의 시행여부를 두고 여∙야의 선택은 엇갈려 나타났다. 종국에는 여
∙야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으로 선거를 치렀지만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
다.

6.4지방선거 결과에서 서울시 기초단체장 25명중 여성당선자는 4명뿐이다. 새누
리당 3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으로 비율은 16%에 해당한다. 이번 선거에서 기초선
거 정당공천폐지가 되었더라면 이보다도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새누리당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 3구에 여성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모두 당선되
었다. 그나마도 정당의 전략공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강남3구로 불리는 새누리
당 표밭에 여성후보자를 출마시킴으로 모두 당선될 수 있었다. 만약 정당공천자체
가 폐지되었더라면 전략공천이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라는 말들은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듯 여성의 정치참여가 수월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정치적 현실이다.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활동들은 위기에 처해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당공천을 통한 할당제로 여성후보자 선출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표성이 세계 최하위권이다. 여성할당제의 경우 과거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보상으로 미래에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
치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12) 그리고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정당공천제폐지 논의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
협하고 있다. 여성후보자의 경우 지역구에 지지기반이 약하고,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실정치 참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할당제는 남성중심 정치에 대한 차

12) 동수정치연구회 설립 취지문 :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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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불평등에 대한 보상 방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이 공천이 폐지된다면 여
성의 정치참여확대는 그만큼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반을 대표하는 여성은 정당의 여성할당제 공천으로 선거에 후보자로 나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할당제에 대한 남성들의 역차별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할당제에만 기댄 여성
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전략은 무공천과 전면 경선이라는 상황에서 전략공천을 요
구할 뿐이다. 여성할당제 도입 10년인 현시점에서 성평등정치실현을 위한 전략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전략으로 여성계 일각에서는 인간 종의 이원성에 근거한 철학적이
고 정치적인‘남녀동수정치운동’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소한 남
녀동수운동이 무엇이고, 할당제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
나라 현실 정치에서 남녀동수의 실현여부를 검토하고, 한계점을 짚어 보며 새로운 
여성정치참여확대로서의 남녀동수정치 운동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한다.

2. 남녀동수의 개념

 남녀동수원칙과 운동은 20세기말 프랑스에서 시작해 21세기의 여성정치의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 1982년 여성할당제 위헌 판결 이후 프랑스 여
성운동가와 여성단체들은 남녀동수 정치의 논리를 개발해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
켰고, 그 성과가 1999년 남녀동수헌법 개정과 2000년 동수선거법의 개정으로 이
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겨울,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모
여 범여성단체 모임을 [남녀동수연대]로 명명했다. 그렇다면 남녀동수는 무엇을 말
하는 것인가? 

남녀동수라는 용어는 이미 독일 녹색당과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동등한 정치적 
대표성을 언급하기 위해 만든 단어다. 이를 프랑스 남녀동수운동가들이 차용해 프
랑스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각종 회의와 토론 석상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대중적 담론으로 1986년 프랑스의 여성주의자 모임인 ‘무지개’와 ‘파열’ 등에서 조
직 운영 원리로서 남녀동수를 실천하기 시작했고, 1988년 프랑스 녹색당은 남녀동
수를 정관에 포함시켜 후보자 명부에 이를 적용했다. 

1980년대 프랑스는 서구유럽에 비해서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뒤쳐지고 있었
다. 여성의원비율 하원이 6%에 지나지 않았고 상원은 3%였다. 프랑스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할당제의 비율을 높이기를 주장했다. 1981년 사회
당소속의원이자 페미니스트 법률가인 지젤 알리미(Gisèle Halimi)는 지방의원 의석
수의 70% 이상이 한 성에 의해 점유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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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는 세력균형을 좌우할 수 있는 여성의 할당을 의미했다. 그러나 1982년 프랑
스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개인으로 단일해야 할 시민들을 성의 차이로 여성후보자
와 남성 후보자로 나누어 여성에게 일정 비율의 할당을 요구해 보편적 참정권을 
제한하고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골자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판결로 거부된 할당제로 인하여 프랑스여성계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했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남녀동수운동으로 이는 철학적이며 정치적이다. 프랑
스의 역사에 기반을 둔 보편주의 평등개념으로 평등을 위한 요건으로 같음을 제의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같음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남은 추상적 개인으
로서의 같음이다. ‘남녀동수’의 근본적인 주장은 엄밀히 말해 보편주의적이다. 영미
권 페미니스트들처럼 기존의 추상적 개인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거나 대체하기보다 재해석 내지 확장하는 방식을 택한다.13)  

남녀동수 개념은‘추상적 개인’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 하다. 추상적 개인이란 이
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다. 종교, 인종, 민족 등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
는 추상적 개인, 이러한 추상적 개인이 시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녀동수 지지자들은 추상적 개인이라는 프랑스 헌법의 보편주의적 원리를 
인정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추상적 개인의 이원성을 급진적으로 주장했다. 추상
적 개인은 하나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둘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딸이나 아들로 태
어나 여성이나 남성이 되며, 인류는 오직 둘로만 구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상
적 개인은 무성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생물학적으로 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존
재이며, 고로 인류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는 인간종의 이원성을 주장했다. 

여성은 남성과 같고 그래서 정치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거나 여
성과 남성은 다르고, 그래서 정치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대신에 ‘남녀동수’지지자들은 젠더정형을 다루길 아예 거부했다. 동시에 그들은 
진정한 평등이 확산되려면 성(sex)이 추상적 개인주의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상적개인은 성적인 특징을 가진 존재로 이전 페미니즘과는 달리 여성
들은 역사적으로 남성으로 상상된 중립적 모습에 더 이상 끼워 맞추고 있지 않고, 
여성이라는 분리된 구현체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지도 않았다. 그 대신에 추상적 
개인 그 자체가 여성을 수용하도록 재형상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과 그 대표들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유성의 개인들이며 성적 존재 
그 자체로서 공적인 일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성에서의 남녀동수, 더 나
아가 권력의 남녀 공유를 요구하는 것은 여성이 특별한 자질이나 특수한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종의 이원성에 근거한 자연적 권리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형태를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의 차이는 보편적

13) 문지영, "인간종의 이원성과 추상적 개인",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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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정치적 대표성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를 기점으로 시작된 남녀동수운동은 좀 더 많은 여성이 아닌, 남성들만큼

의 여성들로 정책이나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었
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형식적 평등의 허울 뒤에 가려 있는 정치권력의 남성독점 
현상을 폭로하고 전복하기 위한 운동의 서막이었다. 남녀동수운동의 목표는 여성이 
프랑스라는 국가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프랑스 남녀동수운동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할당제를 대신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3. 남녀동수운동과 여성할당제의 차이점

여성계가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남녀동수운동 전략과 기존의 여성할당
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여성할당제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남녀동수
운동과 여성할당제의 차이를 비교하여 남녀동수운동이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되새겨 보자.

 
1)여성할당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사회ㆍ공직 진출을 위해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

를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
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로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제
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여성할당제 도입 20년 1994년 54개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구성했고, 2000년 법제화에 
성공했다. 할당제 도입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여성할당제는 기존에 정당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및 시ㆍ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
보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각 정당이 법을 위반해
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
(현,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야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했다. 또 정당
법은 지역구의 여성할당 권고를 따르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
다. 그러나 2002년 6ㆍ13 지방선거의 후보선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출사표를 던졌
던 여성후보의 대다수가 경선에서 조직과 자금력이 우세한 남성후보들에게 밀려 
낙선되었다.

이후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는 정당이 국회의원ㆍ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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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
성을 올리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지역구 공천은 각각 총 전국지
역구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는 정당이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공천에서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남녀동수와 여성할당제의 차이점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목적은 단순히 여성 의원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

다. 국가공동체 운영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갖는 파트너로서의 여성의 정치적 지위
와 역할을 복원하는 것이다.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의원들이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성도 남성과 같은 국가공동체의 주체로 절반의 권리와 절반의 책임을 갖는 정치
적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지는 못했다. 

여성할당제에서 여성은 추상적 개인이 아닌 공통의 이해와 정체성을 가진 사회
적 범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이해와 정체성을 대변한다. 여
성은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억압과 차별을 당했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돼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돼 왔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표하는 자의 일정 부분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원인보다는 결과에 집중한다. 여성할당제는 왜 30%이어야 하는가
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20%는 안 되고 30%와 40%는 되는 이
유, 즉 할당의 크기에 대한 정당성이 취약하다. 그러한 취약성은 남성들이 역차별
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할당제를 통한 ‘좀 더 많은 여성’의 
전략으로는 남성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가 쉽지 않다.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보상의 가치가 정치적 세력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
되는 한 기득권 남성세력의 저항을 피하기는 어렵다.

여성할당제와 달리 남녀동수에서의 동수는 인간의 천부인권에 해당된다. 여성의 
천부인권을 침해한 남성들의 과잉대표성 문제에 집중한다. 남녀동수의 50% 는 절
대적이다. 반면 여성할당제에서 할당은 미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거의 차별
에 대한 현재의 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남녀동수는 여성의 과소대표에 무게를 두는 
대신에 남성의 과잉대표성이 문제라는 인식을 제공하고 남녀 간의 차별에 관한 문
제제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원성을 기초로 권력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4. 남녀동수운동의 논리 설득의 한계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공공연히 논의되는 가운데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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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확대를 위한 대안 요구를 받고 있다.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이행조치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기된 남녀동수운동은 50대 50 대의제 
원칙을 주장한다. 첫째, 보편성을 임의로 독점해 온 남성권력을 해체하고 재고하기 
위한 구조적 개입을 위한 것이다.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의 초과잉 
대표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 했다. 두 번째는 인간종의 이원성에 기초한 권력의 공
유를 주장한 것이지 남녀 간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 즉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정체성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여성은 ‘더 깨끗하고 복지∙교육 등 
생활정치에 강하다’는 식의 정치의 성별 분업을 주장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주
장으로 펼쳐지는 남녀동수운동은 여성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적 권리임
을 재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동수전략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논리의 설득이 필요함을 
느낀다. 할당제 20%, 30%도 쉽게 이루기 어려운 현실에서 50%를 요구하는 남녀
동수운동 전략은 남성뿐 만아니라 여성들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상적인 전략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라는 것은 정량적인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고 남녀동
수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그렇다면 남녀동수는 50%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50% 정량적인 숫자가 아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유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고 남녀동수 지지자들은 말한다. 사유방식의 전환을 통하여 여성도 남성과 같이 정
치공동체의 주체로서 절반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남녀동수 운동에서 지지자들의 확장을 위하여 사유방식의 전환이 선
행되는 것 외에는 다른 한계점은 없는 것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첫째, 남녀동수운동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남녀동수는 프랑스 역사
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철학적이며 정치적인 개념이다. 종교, 인종, 민족 등의 차
이가 고려되지 않는 추상적 개인은 생물학적으로 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
며, 고로 인류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는 인간종의 이원성을 기반으로 여성
의 대표성 획득을 자연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평등에서의 ‘차이’와 ‘차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추상적 개인’이라는 개념 이해와 ‘인간종의 이원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남녀동수는 그저 할당제 50%를 어렵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질 뿐이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김경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역에서는 활동가
들에게 조차도 설득이 어려운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역 내 여성활동가들에게
도 쉽지 않은 개념을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 토론회에서 장미승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회장의 말에 따르면 정책을 제안하
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사례가 큰 몫을 한다고 한다. 외국에
서 선행되는 정책이라고 하면 쉽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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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들 경우에 쉽게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철학적인 개념 그것
도 유럽-프랑스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계 내에서의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는 여성계 연대의 소극성에 있다. 1994년 [여성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의 경우는 범여성계 여성단체들의 연대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계의 연대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함께 여성할당제도입을 이뤄낸 여성계
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었던 정당공천폐지에 연대하여 반대의 목
소리를 내지 못했다. 동수정치운동의 확장을 위해서는 여성계가 먼저 연대를 이루
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세력화를 위한 인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여성계의 연대뿐만 아니라 
남녀동수운동을 세력화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인재가 합류할 필요가 있다. 언론계, 
정계 등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호의적인 힘을 가진 인재(남성)가 합류함으로 세력을 
확장시킬 것이다.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는 민주적 정치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보
편적 가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여성계를 제외한 다른 집단의 동의가 필요한 것
이다. 이를 기반으로 남녀동수의 원칙을 적용하여 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가에 대해 새로운 정의와 프레임을 갖고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남녀동수 의회 구성은 불가능하고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성할당제가 
위협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한다면 남녀동수
운동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 정치프레임으로서 남녀동수운동은 의미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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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3 성별분업에 기초한 공⋅사 구분과 여성노동

박사옥

1. 들어가며

  견출지와 라벨을 만들어 300만 불을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은 여성노동자가 탈의
실과 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CCTV를 설치하고, 사장에게 순종할 것을 강
요하며 여성조합원을 2시간 동안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수가 여성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업은 더 나아가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강제 전환
시키고 노동자들과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부당노동행위가 일
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에 항의하며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세우고 
현재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텔레마케터, 유
통서비스 노동자들은 고객과 직장상사들에게 성희롱과 인권유린을 당하고 감정노
동에 시달리며 일을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성노동
자가 다수인 기업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라는 정책은 남성의 생계부양자모델을 흔
들면서 여성노동의 경제적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성노동시장의 경
우 기존 노동시장의 가부장성과 자본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시간제 일자리 등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고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의 
돌봄 역할은 여전히 가중되어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M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성 직종의 경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감정노동, 성역할의 기대 등을 요구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여성들은 노동현장에서도 사회가 기대하는 섹슈얼리티, 
성역할, 재생산권에 대한 눈치보기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분석하는데 있어 근대정치에서의 공⋅사 구
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별분업에 기초한 공⋅사 구분이 노동시
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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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정치에서의 공⋅사 구분

  근대정치철학은 모든 인간은 개인의 존엄성을 가지며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유로운 존재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정치공동체의 기본조건은 그 공동체
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국가권
력의 개입 또는 강제가 정당화되는 부분과 정당화되지 않는 부분 간의 구분이 있
게 되고 그것이 근대적 공사를 구분 짓는 경계가 된다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정치제도 안에서 ‘사적’이란 의미는 공적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개
인적 자율성에 대한 의미로써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도 개인적인 차이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다양한 자율적 목표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다
원주의적 정치체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근대의 사적 세계는 국가가 보장하지 않으
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책임영역이 되었다. 고대의 ‘공적 영역’은 자유 시
민들만의 정치적 활동 영역을 의미하고 ‘사적 영역’은 필연적 욕구(경제, 재생산, 
사랑, 돌봄 등)를 충족시키는 영역을 의미했지만 근대에 들어서 근대시민의 자격이 
특정계급으로 한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적영역에서 논의되었던 필연적 욕구들이 정
치적 의제로 공론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다. 아렌트
는 사회적 영역이 확대되어 공적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현상을 근대의 특징
으로 제시하며 공적영역이 경제적 논리가 중심이 된 것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하
였지만 모든 개인에게 허용되는 보편적 시민권을 축으로 하는 근대에서, 시민들의 
필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적극적 자유를 위한 공동의 의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한편 근대시민사회론은 성별분업(남성은 공적영역-생산, 여성은 사적영역- 재생
산)에 따른 공사구분에 의해 여성의 공적영역의 참여는 물론 여성들의 재생산 활동
을 정치적 의제화 할 수조차 없게 하는 여성억압을 강화하는 체계였다. 그러나 근
대에 들어와 생산노동력이 공적영역으로 나감에 따라 인간 생명의 재생산이 이루
어지는 사적영역의 경계가 재조정되면서 여성의 재생산 활동 공간과 남성의 생산 
및 자유의 활동공간으로 공사의 경계가 재편되면서 근대적 공사구분은 젠더적 구
분이 되었다. 

3. 성별분업과 공⋅사 구분에 기초한 여성노동의 현실

  2013년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율)을 보면 여성은 50.2%, 남성 73.2%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OECD국가 여성경활율14)을 보면 평균 62.3%이나 



- 28 -

OECD 한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15 37 16 19 9 19 14 17 27 18 18

한국은 55.2%로 34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졸
자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OECD 평균 82.6%에 비해 한국은 62.4%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OECD국가별 성별임금격차에서도 한국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37% 적게 받는 것
으로 나타나 OECD 평균 15%에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남녀임금격차 1위를 
보이고 있다. 
 

표. OECD국가별 성별임금격차(%, 2011)15)

 
  근로형태를 보면 2014년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은 26.2%이나 
여성은 39.9%로 여성이 비정규직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16) 연령별로 남성은 
50대까지 대체로 안정적인 정규직 비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60대 정년 이후 비정규
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40대(38.2%)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고용형태별 임금수준을 보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6,067원이고 이중 
정규직은 17,524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1,259원으로 정규직 임금에 64.2%에 불과
하다.17)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결국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의 임금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정규직 19,945원, 비정규직 
12,967원(정규직의 65%)이며 여성은 정규직 13,087원, 비정규직 9.666원(정규직의 
73.9%)로 나타나 전체 남성대비 여성의 시간당 정규직은 65.6%, 비정규직은 
74.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남성과 높은 격차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성 정규직 역시 임금으로 인한 노동 불안정성을 
남성에 비해 높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후 월평균 임금은 149.6만원으로 경력단절 없는 취업여
성 월평균 임금 204.4만원에 비해 7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력
단절여성의 경력단절 후 재취업 시 월평균 임금은 121.9만원이며 경력단절 당시 
받았던 144만원에 비해 84.7%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직종별로 보면 
경력단절 후 사무직은 크게 줄고(39.4%→16.4%) 서비스 판매직은 크게 늘어난

14) 국내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이 기준이며 국제통계는 15~6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제통계는 2012년 기준임.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15)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16)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4. 9. 19 국가통계포털 검색

17)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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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9%→37.0%)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취업비율은 20%에서 42.9%로 2배 이
상 높게 나타났다.
  경력단절 전후에 따른 임금소득의 저하와 서비스 판매직 증가, 4인 미만 영세사
업장 취업 등 경력단절 경험이 여성의 저임금과 질 낮은 일자리를 메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성별직종을 살펴보면 여성은 대체로 보건사회복지분야, 서비스직, 상담통계안내 
및 사무직, 이미용, 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섬유의복 
및 가족관련 기능직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18) 여성 직종의 특
징은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성과 비율이 비슷한 직종에서는 
직무의 위계적 성별분리를 통해 여성에게는 단순 업무를 남성에게는 주요한 사업
(영업)을 주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직무의 성별분리는 유리천장을 만
들어 승진의 장벽을 만들고 임금차이를 조성하여 여성을 하위직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공/사 구분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사 구분은 남자는 공적영역인 ‘생계부양자’, 여자는 사적영역인 ‘가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여성
의 비정규직 양산, 성별직종분리, 직무의 성별분리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활동영역에서의 여성을 ‘보조적 생계부양자’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출산이후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대역할과 사적인 돌봄체
계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이 경제
활동에 재진입을 하려해도 사회는 자녀에 대한 돌봄역할 요구와 부차적 경제활동
인구로 규정하면서 신자유주의체제 아래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시간제 일자리 양산, 
저임금화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 
착취라 할 수 있다.
 

4. 성의 이중적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성차별

  흔히 노동시장과 기업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성중립적이고 성적으로 안전한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직장은 성적으로 위험할 뿐 아니라 젠더에 따라 성차
별적 위계를 지속시키는 성별화된 공간이다. 여성과 남성의 노동경험을 차별화시키
는 대표적인 성차별은 바로 성희롱이다. 성애적 규범이 보편화 되어 있고 성적농담

18)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직종,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2014. 9.19 국가통계포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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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문란행위가 만연한 직장인 경우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위나 사회문화적인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발생
하기 때문에 피해대상자의 경우 여성인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비정규직으로 일
하는 40~50대 여성들의 피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란 특정가치, 기대, 의미, 행동유형을 정당화시킴으로써 특정 사회질서를 반
영하고 지탱하는 구조와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젠더는 문화적 삶에서 중요하기 때
문에 주어진 한 사회의 젠더관은 다양한 사회적 구조와 실천으로 조장되고 그 안
에 반영된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젠더의 사회적 이미지에 따라 부서와 담당업
무, 기업 내 역할 기대 및 승진경로, 해고 및 외직 등의 전체 노동과정이 성별화되
어 있다.
  대다수 조직 구성원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1960년대 이후 미국
과 유럽의 여성학자들은 직장에서 여성의 역할을 네 가지로 분류해왔다. 직장의 
꽃, 어머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성공지향적인 여성으로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
의 반영이다.19)

  직장의 꽃은 여성을 섹슈얼리티와 외모로 범주화하는 문화적 관행으로 여성의 
외모와 행동이 ‘20대 미혼여성’을 잣대로 여성동료를 평가하고 범주화하는 유형에 
해당된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대상화는 여성의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와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 노동이 전문적이라기보다 일반, 보조적인 일이고 
그것은 ‘아가씨’가 하는 일이라는 시각과 통념을 보여주어 성희롱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남성들이 회식자리에서 여성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추자고 하는 행
위, 직장 내에서 언어나 가벼운 접촉으로 여성들을 대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여직원이 모든 사람을 위해 ‘정서적 수고’를 할 것을 기대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소 짓고 사교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차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을 기대한다. 이처럼 여성을 ‘어머니=
돌봄 노동자’로 여기는 고정관념은 미묘하고 만연한 차별의 형태인 성별분업에 기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서비스, 사무원, 보조적 위치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 다수는 비정규직 노
동자들이다. 또한 어머니를 인식함에 있어 문자 그대로 아이가 있는 어머니이거나 
어머니가 될 여성을 ‘열심히 일하지 않은 직장인’으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된다. 결
혼한 남자의 경우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의 경우 어머니가 될 것이기에 ‘직업의식이 부족하다.’는 평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인식은 ‘여성에게 핵심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성차별적 배치, 승진의 관행

19) Aries, 1998:줄리아 우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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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당화시킨다.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는 여성을 직장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미숙한 존재로 인식
하는 것이다. 여성을 남성보다 덜 성숙하고 덜 유능하며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보
는 관점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육체적으로 힘든 일, 유해한 환경의 일은 높은 보
수를 지급하면서 남성에게 허용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성공지향적인 철의 여인은 독립적이고 야망 있는 직장여성들에게 지칭되는 말이
지만 여성들이 능력을 평가받아도 승진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의를 제기
하는 여성에게는 오히려 여성적인 모습(고정관념)을 제기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성별(역할) 고정관념, 성애적인 문화는 노동현장 곳곳에서 작동하며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기업이 바라는 역할로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5. 성별분업과 성의 이중적 구분에 의한 감정노동문제

  각종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의 문제가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혹쉴드(Hochschild 1983, 2009)는 인간의 노동을 육체노동, 정신
노동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이해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감정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 팔리게 되는 측면을 개념화하기 위해 감정노동(emotioanl 
labor)을 사용하였다. 감정노동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소비자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조직에서 제시하는 감정규칙에 따라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표정과 신체적 표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노동을 주로 수행하는 직업들은 항공승무원, 비서, 식당 종업원, 간
호사, 간병인, 호텔 테스크 직원, 콜센터 직원, 판매직원, 보육교사, 영업사원 등 
대인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직업에서 노동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즉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일의 성격이나 역
할에 대한 기대 등에서 주어지는 감정적인 차원들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이 감정노동자와 구별되는 점은 감정노동자들에게는 특정한 표정과 몸짓, 감
정의 표현 등이 노동의 일부로 구성되며, 이러한 감정을 규율하는 감정규칙을 제대
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통제와 규율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나 감정노동을 하
는 직종에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종내의 성별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친절함과 보살핌, 따뜻한 미소 등과 같은 여
성성을 강요하고 있으며 암행관찰제 등을 통해 통제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안양지역 유통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실태조사20)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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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24명, 남성 5명이 참여한 조사로 노동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 10점 만점기준에 육체노동(7점), 정신노동(6.5점), 감정노동(6.6
점)으로 나타나 유통 노동자들에게는 감정노동이라는 노동영역이 비중 있게 다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유경험율은 평균 57%로 백화점 63.2%, 할인점 68.5%, 생
협 31%로 나타났으며 상급자로부터의 폭언 유경험율은 평균 38.8%로 백화점 
44.5%, 할인점 34.8%, 생협 22.2%로 나타났다. 또한 유통노동자들이 경험한 불쾌
한 언행에 대한 월평균 유경험 횟수는 폭언 5회, 폭행 2회, 성희롱 2.8회로 나타나
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림1] 안양지역 유통 노동자 불쾌한 언행 유경험 실태

* 주 : 고객으로부터 폭행 2회, 상급자로부터 폭행 1회

  유통 노동자들은 불쾌한 언행 대응에 대해 ‘대부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긴다’ 폭
언 83.6%, 폭행 19.7%, 성희롱 49.5%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40~50
대가 폭언 87%, 폭행 10%, 성희롱 56.5%로 20~30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 건강한 감정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과 매뉴얼 개발사업 결과보고회, 안양나눔여성회, 

20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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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안양지역 유통업 조사대상 불쾌한 언행 대응 유형별 실태

문 항 폭언 폭행 성희롱

1) 대부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긴다 83.6% 19.7% 49.5%

2)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 나름 대처방법이 있다 25.0% 16.1% 24.1%

3)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주위로부터 도움을 요청한

다
26.7% 28.7% 26.8%

4)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한

다
13.9% 18.6% 19%

5) 법적 대응 또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0.5% 20.3% 19.4%

  반면 불쾌한 언행 대응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응하겠다는 응답률 분포도
를 살펴보면 대체로 백화점이 다른 업체(할인점, 아울렛, 생협)에 비해 낮게 나타났
으며 생협의 경우 조직의 특성상 대응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쾌한 언행에 대한 기업에서의 해소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응답에서는 폭언, 폭
행, 성희롱 경험 이후 교육 프로그램 경험에 대해 폭언이후 교육/프로그램 유경험 
23.8%, 폭행 이후 교육/프로그램 유경험 22.1%, 성희롱 이후 교육/프로그램 유경
험 30.8%로 나타났으며 불쾌한 언행 경험 이후 별도 휴식제공 경험에 대해 폭언 
이후 별도 휴식제공 유경험 24.3%, 폭행이후 별도 휴식제공 유경험 21.3%, 성희
롱 이후 별도 휴식제공 유경험 10.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업에서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언행에 따른 유통노동자들의 피해치유와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
로 나서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감정노동수행현황을 살펴보면 ‘나는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55.1%, ‘나는 고객의 기분이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내 감정을 조절한
다’55.4%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2]를 살펴보면 유효한 설문응답에서 71.5%가 자
신의 감정을 숨기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기업별 감정표현규
칙에 의해 유통 노동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고객의 비위에 맞추는 직무스
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다. 



- 34 -

[표2] 안양지역 유통업 조사대상  감정노동 - 나는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빈도 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 0.9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2.1

그저 그렇다 16 6.8

그런 편이다 108 46.0

매우 그렇다 60 25.5

합계 191 81.3

  감정노동 해소/ 대응에 대한 의견에서는 감정노동 홍보/고지 92.1%, 정기적 휴
식시간 제공 96.9%, 힐링프로그램, 심리상담 운영 88.1%,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 74.1%,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71%, 강력한 법적 고소고발제도 71.4%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감정노동 대응과 
규제제도(입법, 규제, 업무 중지, 휴식, 휴게 공간)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민의 68%는 ‘감정노동해소 방안을 법률에 넣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 반면 반대의견은 16%로 불과했다.21)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감정노동 문제가 본격화되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을 시작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주요 업종별 감정노동 실태연구가 시작되
고 있지만 개별기업에서는 해당 조직의 감정표현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감정노동은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게 직무스트레스, 성희롱 등
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감정노동 대응과 규제양식 도입
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서울시는 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서울
시 120 다산 콜센터 운영에서 불쾌한 언행(욕설) 고객 응대 매뉴얼 ‘삼진아웃제’에
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감정노동자의 피해를 최소
화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일환이라 하겠다. 또한 고객에게는 콜센터 
직원이 대부분 여성이고 낮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자행했던 성적 희롱
과 폭언 등이 폭력임을 인지시키고 왜곡된 성별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장으로 확
장될 수도 있다. 

6. 나오며

2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12. 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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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하에 성별분업에 기초한 공⋅사 구분은 노동시장유연화와 맞물려 여성의 
이중적 착취를 만들고 있다. 키테이는 사회적 정의의 원리에 정치적, 경제적 필요
와 가치만이 아니라 보살핌의 가치와 필요를 분배하는 원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
하고 있다. 그녀는 존롤즈의 『정의론』에서 사회적 정의를 오직 정치적 자유를 분
배하는 정의의 제1원리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정의의 제2원리만
이 아니라 보살핌의 사회적 책임의 원리를 사회정의의 제3원리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가족 간의 의무,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공적영역 바깥에 남겨두었던 재생산활동에 대해 그 공적의미를 인식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이다. 섹슈얼리티, 출산, 결혼, 그리고 가족에 관해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내
리는 곳이 사적영역으로 분류되지만 이중 어느 것도 온전히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폭력, 성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성별분업에 기초한 공⋅사 구분은 여전히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삶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이
리스 영의 말처럼 소위 ‘사적’인 것들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경력단절예방대책으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주요하게 다루
어져왔지만 여성노동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22) 여성들이 출산과 
돌봄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남녀 간의 임금격
차,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생계, 돌봄 양립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의 성차별 구조를 없애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의 요인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차별(임금차별, 직무의 위계적 성별분
리, 성희롱 등)도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여성노동에 대한 이슈를 
경력단절 후 재진입이 아닌 여성노동의 지속화를 프레임으로 확장하는 것이 요구
된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조적 생계부양자’가 아닌 ‘생계부양자’로서의 노
동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
에 여성은 이미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가족 내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별분업에 
근거한 기업과 사회의 논리의 허구성을 밝혀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의 초점이 남성에게로 집중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별분업으로 인해 일가정양립의 대상으로 여성을 지목해왔다. 이제는 일⋅가족 영

22) 여성노동자의 다수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들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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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남녀 노동자로의 위상으로 정립해 나가고 가족
영역에서의 남성의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근대정치가 말하는 개인으로서의 시민권은 여성에게는 아직도 요원한 것인가? 노
동은 필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이미 공적영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여성은 필요욕구를 충족할 노동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배제되거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성도 시민이라 하지만 
시민적 권리를 온전히 내주지 않는 사회. 우리는 여성의 지위확장을 위해 보다 적
극적으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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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4
일본군‘위안부’제에 대한 고찰 : ‘카라유키상’, 

공창제와의 비교를 통해  

송도자

1. 여는 말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근대 일본의 공창제에서 따온 것이다. 공창제는 아내의 
성은 생산도구로서 상품화하고 창부의 성은 쾌락을 위한 성도구로 상품화하여 여
성의 몸을 철저하게 물질화한 제도이다. 일본남성의 여성에 대한 이러한 성의 이중
규범적 인식은 피해여성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또 그러한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
지음으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본질을 희석시키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
다. 이는 1990년대에 일본정치권에서 대두된 화두로서 일본의 일반 대중에게 전파
되어 이식되고 있음을 볼 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막고 있는 걸림돌로 시급
히 소거해야할 대상이다.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한 이 글은 일본군‘위안부’제를 일본의 ‘카라유키상’과 공창
제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일본우익의 주장을 반박해보고자 한다.  
  
   
2. 카라유키상 / 공창제 / 일본군‘위안부’제

  1) 카라유키상

유래
  카라유키상이란 九州 북서부지방에서 사용된 말로서 해외를 뜻하는 카라(唐)와 
가다를 뜻하는 유키(行き)가 합해진 말이다. 당시에는 노동자의 업종이나 남녀 관
계없이 해외로 돈벌이를 나간 사람을 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 근대사에
서는 해외에 나가 성을 팔았던 일본인 창부(娼婦)를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변형
되었다. 그 당시 일본의 신문, 서적 등에는 이 단어는 쓰이지 않고 대신에 ‘海外醜
業婦’, ‘密航婦’, ‘娘子軍’ 등의 호칭이 사용되었다. 바다를 건너 해외로 일하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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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또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던 카라유키는, 해외돈벌이 수단으로 유곽이 대대
적으로 성행하게 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몰리자 해외유곽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여자들로 본래의 의미가 변형 또는 축소되었다.

카라유키상의 출현배경  
  카라유키상의 출현배경에는 일본의 내적요인과 일본의 대외인식, 그리고 지리적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먼저 내적 요인을 보면, 일본은 전통적 가족질서와 ‘이에
(家)’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란 원칙상 혈족으로 구성되는 가족이 
그 가산, 가업, 가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생활하는 조직
이다. 이에는 보편적인 가족과는 달리 일정한 조건에 의해 형성된 일본문화 특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의 핵심은 이에의 계승, 즉 이에를 영속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다. 이에 하
의 모든 가족원은 이에의 영속을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의 개념은 1898년 메이지 민법에서 전면으로 법제화 되었다. 이는 모
든 국민이 반드시 ‘이에’에 소속될 것을 규정하여 이에를 국민파악의 기본단위로 
하였다. 나아가 家督상속과 장남단독상속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가장과 맏아들, 즉 남성의 권한을 강화시켜나갔다. 이에는 중세부터 일본사회의 근
저에 자리 잡아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이에의 안정적인 영속으로 규정하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법제상으로 명문화되면서 점차 이에 내에서 남성의 지위를 상승시켰다. 
이러한 가족의 딸들은 오빠를 위해서, 부모에 대한 효심과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카
라유키상이 되었다. 이것은 딸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이에의 영속을 위하
여 각각의 역할을 해야 했고 근대로 들어선 이후에는 이에 내에서 남성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점차 딸들에게 요구되는 희생이 커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외도
항이 가능하게 된 근대 이후 카라유키상이 출현하게 되는 데에 이와 같은 배경도 
큰 영향을 끼쳤다.  
  카라유키상의 전성기는 러일전쟁 전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로 이 시기의 
시대적 배경이 그녀들의 출현에 끼친 영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의 
대외 인식을 보면,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제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외팽창을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하면 자국민을 원활
하게 해외에 이식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숙제였다. 명치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 후
쿠자와 유키치는 적극적으로 ‘창부의 외출’을 장려했다. 그는 일본 내에서 醜態(성
매매)를 허가함으로써 이미 국가체면이 더렵혀졌기에 창부의 외출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인 타이완이나 조선, 혹은 關東州로 일본여성
을 내보내는 데에 명분을 제공했다. 일본이 해외팽창에 다소 현실성을 갖게 된 청
일전쟁 직후 일본인의 해외 이주와 이식의 발전에 있어 단신 남성의 성욕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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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하여 창부의 외출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카라유키상의 탄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출현배경에는 또한 구주 북서부의 지리적 특성을 들 수가 있다. 동남아시아 지
역 카라유키상의 출신지가 가장 많은 곳은 구주 북서부 지역(長崎縣, 態本縣)에 집
중되어 있는 데, 이는 이 지역의 열악한 토지조건과 관계가 있다. 산이 많고 경지
가 적은 섬 지역은 농업에 생계를 의존하기에는 어려워서 돈벌이를 위해 밖으로 
나갔고 도항이 가능한 근대 이후의 시기에는 보다 수입이 좋은 해외로 도항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카라유키상의 출현
  1870년대 영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이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에 대하여 지배를 확대
함에 따라 항만, 운하, 철도, 도로가 부설 확충되는 등 식민도시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싱가폴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하였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에는 도시의 인프라구축이나 
항만작업, 광산업 등의 육체노동에 종사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대량의 남성노
동자가 중국과 인도로부터 유입되었다. 남성이민노동자의 급증은 싱가폴을 심각한 
성비불균형의 사회로 만들었다. 1871년~1911년까지 싱가폴 남성인구비율이 70% 
이상을 차지,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성의 수요가 발생하였다. 카라유키상이 상대
한 남성의 절대 다수가 중국과 인도로부터 온 노동자였음을 본다면 이것이 카라유
키상이 등장한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폴 정부가 성매매를 용인하고 허
가하는 공창제 시행도 일본여성이 싱가폴로 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카라유키상의 모집, 이동 
  카라유키상은 대부분이 한촌 출신의 여성으로 자의에 의해서이든 타의에 의해서
이든 단신으로 외국에 도항하기 힘든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가난, 문맹, 어린나이
로 혼자 힘으로 외국을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1890년대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 목적의 여성 도항을 금지해서 도항이 더욱 어려워졌다. 러일전쟁 
전후부터는 카라유키상은 당시 부녀유괴자, 밀항유괴자, 밀항부 유괴자로 칭해지던 
인신매매업자에 의해 구축된 네크워크를 통하여 동원, 이동되었다. 
  지역 분포를 보면, 門司에 여성매매자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곳을 중심을 하여 
尾道, 神戶, 大阪 등지에서 여성을 구하였으며, 長崎, 門司, 神戶를 중심을 하여 
九州, 廣島 그리고 관서지역일대까지 일본여성을 모집하고 있었다. 門司를 九州지
역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로 당시 신문기사들은 표현하고 있었다. 
  인적구성과 카라유키상 모집방법을 보면, 인신매매업자(대다수가 남성, 여성도 
존재), 업자의 부하(대부분여성, 같은 여성을 이용해 설득하게 함), 여성을 구할 때 
필요한 자본(선수금, 교통비, 숙식비)을 제공해주는 곳인 大問屋 등, 이들이 모두 



- 41 -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여성들을 모았으며 인신매매업자나 부하들은 가난한 시골까
지 찾아가 직접 소녀나 그들의 부모를 설득하는 경우도 있었고 유곽같이 시골 소
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모여든 곳을 찾아가서 그녀들을 손에 넣기도 하였다. 인신
매매업자나 그의 부하들이 주로 사용하는 감언이설은 해외에서 여공이나 가정부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거나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말이었다. 이와는 다
르게 러일전쟁 후 일본경제의 불황으로 외국에 스스로 도항을 하여 돈을 벌고자 
한 경우도 있었다. 자의든 타의든 이들은 모두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던 
것이다. 1870년대 말 조선으로 도항한 카라유키상은 유곽출신의 예창기가 많았다. 
반면 동남아시아로 도항한 카라유키상은 대부분이 한촌출신 소녀들이었다. 이들 모
집된 여성들의 주요 집결지는 長崎, 門司, 神戶 등의 항구(송출항)이었다. 가장 황
성한 송출항이 長崎항이었다. 
  싱가폴에서는 일본유곽지역의 오야붕들, 카라유키상 출신의 여성 오야붕, 송출항 
지역 인신매매업자의 아내나 첩들이 모집을 위한 인적 구성원들이었는데 인신매매
업자가 직접 왕래하거나 적재적소에 사람을 두어 구축한 네크워크가 작동 되었던 
것이다. 
  해외도항의 방법과 경로로는 밀항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1896년 이민보호법 
선포한 일본 내에서는 이민의 종류를 육체노동과 가사로 제한하여 그 이외의 이민
은 여권발급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카라유키상은 밀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녀들이 밀항부, 밀항부녀로 불리게 된 이유가 된다. 배를 타고 밀항을 하는 감독자
는 모아온 여성들 중에 일부를 강간, 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밀항자와 선원 사이
에서는 밀항부들을 ‘돼지’라는 암어로 불렀다고 한다. 인신매매자들은 밀항 외에도 
석탄을 실은 배에 인부로 속여 태우거나, 다른 사람 여권을 이용하거나, 중국인 여
성으로 변장시키거나, 본인의 아내라고 사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카라유키상의 
도항을 시도하였다. 
  인신매매자들은 도항하는 여성 한 명당 2~3백 달러의 비용을 제하고도 2백 달러 
정도의 이익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 도항비는 이후 카라유키상 본인이 떠안게 되는 
빚이었다. 당시 일본내외의 항로는 구미 해운회사가 진출하여 장악되어 있어 이 여
성들 도항은 독일, 프랑스 선박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밀항해서 도착한 항구에 동양관(싱가폴 일본인거리 중심부인 말레이 스트리트에 
위치한 일본여관)이나 창루에서 나온 여자들에 의해 인솔되었다. 동양관은 카라유
키상을 매매하는 매개망의 중추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들이 도착하면 각지에서 모
여든 창관의 주인들과 인신매매업자 사이에 거래가 시작되었고 때로는 인신매매업
자가 먼저 배에서 내려 창관측과 거래를 하고 난 뒤 창관의 주인이 베에서 여성을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가격은 한 명당 150엔에서 800엔이었다. 이 가격은 배 운
임, 공모한 선원의 수수료, 차비, 숙박료, 옷값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카라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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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본인의 빚이 되었다. 팔린 여성들은 국부의 성병유무를 확인하고 의복 등을 받
은 후 즉시 개업했다. 당시 일본신문 기사에서는 여성의 국부를 ‘이식기관’이나 ‘무
기’로, 성매매를 시작하는 것을 ‘開戰’으로 비유하였다.
  이 여성들은 또한 낭자군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카라유키상이 해외각
지로 나가게 되면서 그녀들과 유곽을 상대로 하는 일본의 잡화상들이 그녀들을 따
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여성들은 또한 현지에서 벌어들인 돈
을 일본에 송금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일본에서는 그녀들을 낭자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다. 
  明治 초기부터 昭和초기에 걸쳐 많은 일본여성들이 해외 각지로 나가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카라유키상이 이시기 해외로 도항하여 각지에
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일본에서 그녀들을 밀어내는 힘과 해외에서 그녀들
을 끌어들이는 힘,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녀들을 모으고 분배하여 이동시키는 네트
워크를 통해서였다. 그녀들은 일본을 떠나 해외의 한 곳에 도항하여 그곳에 정착하
였다 일본으로 돌아오기도 하였지만 자신들의 수요가 있는 또 다른 곳으로 재 이
동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카라유키상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였다.

싱가폴의 카라유키상
  싱가폴에서의 일본 유곽은 1877년 일본인 성매매가 처음을 등장 싱가폴 동남부
의 말레이스트리트에 두 채의 창관이 생겨났고 20세기 초에 그 수가 급증하고 대
규모화 되었다. 이는 청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일본의 해외발전이 촉진
되었고, 영국의 식민지인 홍콩의 대대적인 유곽 폐업도 그 요인이 되었다. 
  싱가폴은 성매매를 허용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는 1870년
의 전염병조례였다. 이는 식민모국인 영국의 전염병법(1867년)을 모델로 한 것이었
다. 공창제의 가장 큰 목적은 성병예방에 있었고 모든 성매매여성은 정부에 등록되
고 정기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성병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 법이 1886년 
영국에서 폐지되자 1888년 싱가폴에서도 폐지가 되었다. 그러나 공창제는 여성소
녀보호조례가 제정되어 성매매관리가 유지되었으며 이 법은 여성 인신매매 단속에 
초점을 두었고 성병검사와 허가세 징수를 폐지하고 성매매 여성등록은 의무화 하
였다. 싱가폴의 카라유키상은 공창제에 편입되어 정부에 등록되고 관리되었다.
  사창도 다수 존재하였으며 커피숍으로 위장한 사창이 사회 골칫거리였다. 사창은 
1920년 싱가폴의 폐창으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하숙집, 호텔을 가장하며 영업을 
했고 성병을 앓는 여성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본유곽의 운영
  동남아시아의 교역의 중심지이자 자유항이었던 싱가폴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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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중국인이 가장 오래전에 유입되었고 인도, 동남아시아 
제 민족들, 영국인을 비롯한 유럽인들로 구성된 다민족사회였다. 이런 이유로 카라
유키상은 사실상 모든 남성을 상대 했으며 그 중에서 중국, 인도인 이민노동자가 
다수 차지했다. 가장 먼저 진출한 중국 유곽은 중국인 남성만 상대한 것에 비해 
일본 여성은 모든 남성을 상대하였다. 
  접대비는 하룻밤에 3~5달러, 이민노동자에 비해 고수입이었으나 이를 포주와 절
반으로 나누었고 포주는 상인들과 결탁하여 옷, 침대, 가구, 침대보 등을 비싼 가
격에 강매하였다. 성병 검사비용 5달러도 여성의 부담으로 안겼다. 

  2) 공창제

 일본 공창제
  일본 공창제는 일본에서 17세기 전반부터 시행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
다. 德川 막부가 일정한 장소에 성매매업을 격리시켜 관리한 것에서 기원한 일본
의 공창제는 세계자본주의에 포섭되어 근대 메이지 시대에 돌입하면서 유럽의 군
대적 공창제를 모델로 하여 재편성되었다. 법령으로 국가가 유곽업자를 관찰, 보호
하고 창부는 심사 후 감찰권을 주었으며 유곽업자와 창부에게 세금을 징수하였다. 
서양의 매춘통제를 위한 영국의 전염병법을 본 따서 만든 창부검진제도는 창부의 
건강검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손님을 위한 성병방지책이었다. 강제 성병 검진제
도로 공창제는 성매매가 아니면 생활할 수 없는 방대한 빈곤층을 전제로 하고 성
매매를 범죄화한 상태에서, 그 예외로 국가 관리에 의한 성매매만을 합법화시켜 국
가가 성매매에서 수탈하는 여성의 신체적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청일전쟁·러
일전쟁으로 만주로의 세력이 확대되자 군대의 성매매 수요가 늘어나 내지와 식민
지에 유곽이 급증하고 중국 여성과 조선 여성들이 일본 공창제의 저변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국민 전체가 궁핍한 생활 속에서 전국에 산재한 차별부락의 여성들은 훨
씬 더 혹독한 고난을 강요받아, 차별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한층 가혹하게 
성매매 시장으로 몰리게 되었다. 

  3) 일본군‘위안부’제

일본군‘위안부’와 호칭
  일본군‘위안부’란 일본제국주의와 그 군대에 의해 1930년대 초부터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기간 동안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식민지, 점령지 지역의 
수많은 10대~20대 여성들이 취업사기, 인신매매, 유괴, 납치 등의 방법으로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적 위안을 위해 성노예로 강요당한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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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들은 처음에‘정신대’로 불려졌다. 정신대란 ‘어떤 목적을 위해 솔선해서 몸
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으로 일본제국주의가 전쟁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남녀 모두 동원 대상이었으며 근로정신대, 의료정신대, 농촌
정신대 등 여러 분야에서 조직되었으며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 중 극히 일부가 ‘위
안부’로 된 경우도 있었다. 정신대라는 용어는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맞지 않다. 또 다른 용어로는 ‘종군위
안부’가 있는데 이는 198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로 종군이라는 
말에는 종군기자, 종군간호사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담겨있
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피해여성을 지칭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안부’란 용어도 피해자의 성적학대, 성폭력 행위를 반영하지 못한 가해 남
성의 입장에서 사용된 용어이기에 맞지 않다. 그러나 일본군이라는 가해주체의 표
시와 일본군 문서에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주로 
일본군‘위안부’로 쓰고 있으며 일본군성노예도 함께 통용되어지고 있다. 국제사회
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초기에는 comfort women'으로 사용되
다가 1990년대 중반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military sexual 
slave'(군성노예)로 피해자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일본군성노예라는 말은 이 문제
의 본질을 드러내는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위안소의 설치, 운영
  일본군의 직접 통제 하에 조직적으로 설치된 최초의 일본군 위안소는 1932년 초 
중국 상해의 해군위안소로 알려져 있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전장
을 확대해가는 중에 난징 민간인 대학살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지 여성들에 
대한 강간이 대대적으로 자행되자 강간방지와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결을 통한 
사기진작, 만연한 성병방지로 군사력 유지 등을 위해 군위안소를 확대하여 광범위
하게 조직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일본군위안소는 중국, 대만, 필리핀, 싱가폴, 미얀
마, 인도네시아, 태평양의 많은 섬 등 전쟁기간 중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이면 어디
든지 존재하였으며 일본군의 전쟁경로를 따라 설치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위안소는 군이 직접 설립, 운영하였으며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도 있었다. 민간
이 운영하는 위안소는 군대의 보호, 감독 및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위안소는 군에
서 제정한 ‘위안소 이용규칙’에 따라 통제되어 운영되었는데, 규칙에는 군인을 상
대하는 시간과 군인의 숫자, 요금, 성병검진,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세세하게 적혀
있다. 위안소의 규칙에는 사용시간에 따라 계급별로 ‘위안부’에게 돈이나 군표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안부’에 대한 사용요금의 지불은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 그러나 ‘위안부’들은 이러한 규칙과 상관없이 수많은 군인을 상대해야 
했으며 군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폭언과 구타, 고문 등 폭력의 무방비 상태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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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었으며 탈출을 시도하거나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살해되기도 했다는 사실들
이 피해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일본 군의관들이 일본군‘위안부’들
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1회 정도 하였으나 이 검진은 피해여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
라 단지 성병감염을 막기 위한 군인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위안소 건물의 형태는 
군이 새롭게 짓거나 점거물, 임시구조물이었고 건물을 대여하기도 했으며 전방의 
위안소는 텐트이거나 임시 목조 오두막 등 이었다. 위안소는 주로 철조망에 둘러싸
여 철저하게 차단, 감시되었으며 행동과 외출이 제한하여 동원된 여성들을 감금상
태에 처한 성노예로 강제화했다. 

동원
  전장이 확대되고 장기전으로 들어가자 일본군 위안소 설치범위와 수도 점차 확
대되었고‘위안부’에 대한 군대의 필요도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일본의 매춘여성들
로만 군위안부로 고용하는 것으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고 강간과 성병 확
산을 막을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져 일본군은 정책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하
는 대대적인 동원을 하게 되었다. 동원방법은 취업사기에 의한 연행, 폭행이나 협
박에 의한 강제연행, 인신매매, 근로정신대를 통한 동원, 공출, 봉사대, 근로대 등
의 형태가 있었다. 한국 피해여성들 중 상당수가 취업사기로 연행되었는데 이는 일
제강점 하에서 당시 한국이 극심한 빈곤상태였고 이 가난한 가정의 어린 여성이 
입을 덜기 위해,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곳(공장, 간호
부 등)에 취직시켜준다는 꼬임에 따라 나섰다가 위안소로 가게 된 것이었다. 취업
사기의 모집책을 보면 직업소개소, 면장, 이장, 경찰(헌병) 등 민관의 관여가 피해
여성들의 증언에서 수시로 확인되는데 이는 일제와 일본군이 의도적으로 직접관여
를 숨기기 위해 모집 전면에 직업소개소를 내세우고 지역의 관이 보조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 1938년 일본 육군성 병무성 병무과 기안문서에 “ ~ 위안부 모짐에 
있어 타당성을 결여하여 사회문제로 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실시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 헌병 및 경찰당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군의 위신 유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문제 면에서 밖에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기 바란다.”에서 그 교묘한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모집방법은 당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에
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졌다.
  동원된 여성들의 나이는 10대~20대로 평균 16~17세의 어린 소녀들이 가장 많았
으며 12세의 어린 소녀도 있었다. 동원된 피해여성들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5만~수십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한국여성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
는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던 한국여성들이 동원하기가 용이했고 성병방지를 위한 
대상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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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군‘위안부’제/카라유키상/공창제의 유사성

  1) 출현 배경에 있어서의 유사성
 
남권중심의 가부장제 하의 여성에 대한 성의 이중규범 작동
  일본군‘위안부’제, 카라유키상, 공창제는 모두 여성에 대한 이중규범이 작동하여 
만들어낸 가부장제의 산물로 이 여성들은 성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채 생활할 수밖에 없는 남권사회의 피해자였다. 

  2) 동원에 있어서의 유사성

인신매매, 취업사기를 통한 동원형태
  카라유키상은 이에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오빠인 남자를 대신해 취업에 나선 여
성들로 취업사기를 빙자한 인신매매로 모집되어졌으며 공창제에 예속된 여성들 또
한 가난 탈출을 위해 인신매매단에 의해 팔려나간 것이었다. 일본군위안부로 동원
된 여성들 또한 취업사기를 빙자한 인신매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모집책의 유사성
  여성들을 모집함에 있어 하부 모집책으로 있는 소개업자를 공통으로 발견하게 
된다. 이는 오랜 세월동안 운영되어온 공창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성들을 유괴, 
인신매매, 취업사기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직접적으로 대상자들을 설득하고 유인하
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겠다. 

대부분 어린 소녀들로 대상화
  여성들 대부분이 10세에서 20세 사이로 가장 많은 연령대가 14세~18세였다. 이
는 당시 만연했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3) 성격의 유사성

국가권력이 작동한 성폭력 장치
  이들 여성들이 예속된 곳에서는 국가가 허가하고 관리 감독하는 성 착취시스템
인 공창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된 제도로 여성의 몸을 착취하고 유린한 것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한 성폭력 장치였다. 또한 동원된 여성들은 일제의 팽창정책으로 인한 
대륙침략전쟁 수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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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군‘위안부’제/카라유키상/공창제의 차이점

  1) 출현 시기, 배경에 있어서의 차이점

1930년대, 강간방지와 성병예방을 통한 군사기 진작을 위해 출현 
  일본 근대 공창제와 카라유키상이 1870년대에 즈음에 출현한 거와는 달리 일본
군‘위안부’제는 출현 시기에 있어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
으키며 대륙침략을 꾀한 일제는 그 이듬해 상해에 주둔한 해군기지에 군‘위안소’를 
최초로 설치하기 시작했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전장을 확대해 가던 일제와 그 
군대는 중국 현지에서 자행된 민간부녀자 강간과 성병의 만연으로 군사기가 저하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군‘위안부’를 대대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게 되었
다. 공창제와 카라유키상은 민간인을 위해 출현되었으나 일본군‘위안부’는 군인을 
위해 출현되었다. 

  2) 동원에 있어서의 차이점

동원주체는 일제 국가와 일본군 
  공창제와 카라유키상 동원의 주체는 민간인인 권세 있는 자본가와 인신매매단의 
우두머리였지만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주체는 일제 국가와 일본군이었다는 점이
다. 군위안소와 ‘위안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안, 계획하여 군과 국가(총독부, 
지방 면장, 이장, 소장, 경찰 등)가 상호 긴밀한 협력 하에 제도를 시행한 하였던 
것이다.  

동원방법에 있어 합법, 비합법적 수단 모두 사용 
  일본군‘위안부’는 취업사기와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유괴, 납치 등의 수단이 동원
되었다. 특히 식민지하에 있던 조선여성들은 처녀공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
되어 ‘위안부’로 된 경우도 있었다. 

이동수단의 차이
  카라유키상 여성들은 밀항이 이동수단이었으나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
은 집결지에서 기차나 배(군함 등)를 타고 승선증명서 등 확인증을 가지고 공개적
으로 이동되어졌다. 

  3) 댓가성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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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 지불은 허울 좋은 요식행위
  카라유키상과 공창제 여성들은 접대비를 돈으로 받아 포주와 반반씩 나누어 가
질 수 있었고 이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여 국가경제나 가족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은 주로 군표를 받았으나 위안소
를 관리하던 일본인 관리자가 거둬갔기에 이들 대부분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
였다. 군표를 통한 사용료 지불은 군과 일본 관리인을 위한 허울 좋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4) 성격에 있어서의 차이점

성(gender), 민족, 국가(인종), 계급의 문제가 중첩된 불평등과 억압의 문제
  일본군‘위안부’제는 성(gender), 민족, 국가, 계급의 문제가 중첩된 불평등과 억
압의 문제이다. 일제 식민지였던 한국 여성들을 침략전쟁의 도구로 동원하여 일본
군의 성노예화 한 것은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에 의한 성폭력이며 민족에 대한 억압
과 착취, 말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제도는 식민주의와 국가 간 위계관계가 작동
한 국가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5. 맺는 말

  카라유키상은 일본의 이에 제도, 일본의 대외인식, 출신지역의 지리적 특성, 서
구열강의 동남아시아 지배확대와 그에 따른 남성 이민노동자의 증가를 배경으로 
출현되어 일본의 대륙진출에 따른 창루의 번성을 배경으로 조선반도, 만주나 연해
주, 중국각지, 동남아시아에 퍼졌다. 카라유키상은 대체로 일본의 저변 여성사에 
위치하며 일본의 해외진출의 희생양으로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밀항
을 통하여 이동하였고 그 속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인신매매업자나 그 부하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 카라유키상이 남성에 이한 폭력에 놓인 존재이
기도 하였지만 가해자가 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구조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들은 또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며 재배치되기도 하였으며 
나이가 든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현지에 남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의 근대 공창제는 단지 일본 내의 성매매를 허용하고 관리하는 기제로서 뿐
만이 아니라 일본의 여성을 해외로 내보내는 논리의 근거로서도 사용되어졌다. 공
창제와 군은 언제나 긴밀한 관계였다. 
  일본군위안소도 양자 간의 긴밀성을 기반으로 고안되어 도입되었고 대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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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어졌다. 군위안소 정책과 제도는 오랜 시간 공창제도 하에서 익힌 노하우가 
그대로 활용된 것이었다. 일본군위안소는 여성을 성적 노예로 만드는 성 착취시스
템인 공창제도를 기반으로 군이 주도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는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여성의 
몸을 식민화한 것이라는 점이다. 유괴, 인신매매, 강제동원, 취업사기를 통해 여성
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시켜 여성의 몸을 착취하고 유린한 것은 국가권력을 동
원한 성폭력이다. 일본제국주의는 ‘위안부’ 여성들을 일본천황이 내리는 하사품, 전
리품으로 취급하였고 피식민 여성을 식민지배자 남성의 성욕을 채우는 육체로 보
았다. 일제의 군‘위안부’정책은 식민여성의 인간성을 박탈, 말살했을 뿐 아니라 남
성이 사용하고 폐기해버릴 수 있는, 식민지 여성을 육체의 일부분과 동일시한 남성
적 식민침략의 극치였다. 여성/몸에 대한 이러한 억압과 착취의 기저에는 뿌리 깊
은 가부장적 남권사회의 여성에 대한 성의 이중규범이 작동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정치권에서 일본군‘위안부’제도에 대한 강제성 여부가 
쟁점화 되고 있는데, 이는 1993년 고노담화에서 일부 인정한 강제동원 사실을 
2007년 일본정부가 강제성을 부정함으로써 더욱 거세져 갔다. 그러나 일제가 피해
여성들에게 ‘위안부’가 된다는 것과 위안소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속여서 
동원한 사실은 그 동원의 형태가 강압적이든, 회유나 기망에 의한 것이든 위안부 
문제의 위법성에는 영향이 없다. 더욱이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 감시를 
통한 신체의 구속과 박탈은 분명 강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이러한 입
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 문제의 논점을 흐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자 하는 것이다. 단순한 물리적 폭력에 의하여 동원된 여성들뿐만 아니라 '위안부'
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취업사기 등으로 위안소로 가게 된 모
든 경우에 대해 법률상 강제성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제도는 이미 국제
관습법 위반 범죄이자 인도에 반한 범죄로 국제사회에서 규정되어졌다.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공창제도를 위안소의 면책사유로 보고 피해여성들에게 ‘상
행위’를 했다고 또 주장한다. 이들은 일본군‘위안부’제를 매매춘을 합법화한 공창제
도로 여기고 병사의 매춘행위도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매춘, 강간에 대한 용
인론은 남성 신화에 기초한 성의 이중규범 신봉자들의 이론이다. 이러한 인식의 바
탕에는 여성차별사상이 자리하고 있이며 매춘부에 대한 사회의 경멸, 차별의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위안부’문제를 매춘문제에 가두어 일본 국가책임을 ‘위
안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현재진행중인 여성의 몸에 대한 
고통의 역사이다. 일본우익들이 주장하는 ‘상행위’와 ‘자발적 매춘’은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한 지 오래다. 식민지와 침략국의 어린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시
켜 그들의 몸을 착취하고 유린한 것은 국가권력을 동원한 성폭력이라는 것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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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도 분명한 사실이고 위안부문제의 근본적인 성격이다. 그러므로 일본정부와 우
익들은 위안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회피하려는 태도와 논리를 중단하고 ‘일본’이
라는 국가가 저지른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들 여
성들의 몸에 대한 70여년의 고통의 역사에 대한 사죄와 더불어 피해여성들의 고통
의 사슬을 끊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만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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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5 경제적 주체로서 살수밖에 없는 이주여성

김경희

  

 1. 들어가며

 2. 세계, 아시아, 한국의 이주 여성

 3.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취업욕구                  

 4.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

 5. 결혼이주여성 취업/일 현황 

 6. 합법체류자와 미등록체류자의 현황

 7.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환경

 8. 나가며

1. 들어가며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160만 이주민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사회라고 볼 수 있
다. 많은 이주민들은 다양한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입국 하고 있으며, 그중
에서 결혼이주여성은 2014년9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발표를 보면 28만 
명에 달한다.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90년 초 한국정부가 ‘연변처녀와 농촌 총각 
짝짓기’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터 시작되었지만, 국제결혼이 수익사업으로 인식되면
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결혼 중개업자와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면서 급증하였다. 
특히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과거에 비해 합법적인 입국경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국제결혼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23) 

23) 김정선, <글로벌 시대 농촌마을의 국제결혼 이야기, 그 언어화할 수 없는 경험들>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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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
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가 증가
한 원인으로 ①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나라들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②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여성 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정책, ③신부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
체 등을 들 수 있다.24)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입국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지역
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많은 여성들이 첫걸음에서 초급과정을 
배우고, 중급과정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언어소통이 되면 경제활동을 위하여 일선
으로 나가게 된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거의 20대여성이 40-60대의 남성과 결혼을 하
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어린나이에 한국으로 결혼해서 올 때는 자국의 
가족들의 경제를 책임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의 드라마를 통하여 한국
에 대한 코리안드림의  꿈을 안고 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한 남성들, 시어머니를 모시
고, 대를 잊기 위하여,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남성들은 1000만원 정도의 결혼
비용을 들여서 결혼한다,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은  살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 
마다, “내가 너와 결혼하기 위하여  빚을 1000만원이나 졌는데 그 돈 내놓고 너희 
나라로 가”라는 말을 일삼는 남성들도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  결혼이주여성(F-6), 비전문추업
(외국인근로자/E-9), 일시취재(C-1), 외교(A-1), 사증면제(B-1), 관광(C-3), 유학생
(D-2),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교수(E-1), 예술흥행(E-6), 특정활동
(E-7), 영주(F-5) 등 다양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다. 외국인 체류는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료(90일 이하), 장기체류(91일 이상), 영주로 구분된다. 이렇게 입국한 
외국인들은 영주비자를 발급받을 때 까지는 계속 체류연장을 해야 한다. 체류연장
과정에서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미
등록자(불법체류자)가 되게 된다. 미등록자가 된 경우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해택
은 모두 없어진다.
  문화의 차이, 언어소통, 세대차이, 고부갈등, 폭력,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결
혼이 유지 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출을 하게 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며, 이러한 

24)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지원 정책방안> , 2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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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체류연장이 안 되는 경우 본의 아니게 미등록자가 되는 경우가 점점 늘
어나고 있다.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결혼을 유지하여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가출한 이주여
성, 이혼을 하고 한국인 아동을 키우고 있는 이주여성, 본의 아니게 미등록자가 된 
이주여성이든 이들은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적 주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2. 세계, 아시아, 한국의 이주 여성 

  이주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연간 세계 인구의 3%가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이중 
여성 이주 비율은 전체 이주 인구의 절반가량인 54%를 차지하는데, 아시아 지역에
서는 이를 훨씬 웃도는 70%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이주의 특징은 여성 이
주 비율이 높기도 하거니와 이주 여성들이 도착국에서 주로 가사노동과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이주의 여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착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저 출산, 고령화 대책, 단순 노동력 필요, 자국민 여성의 결혼 기피 등의 이유로 
이주 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손희연)
  특히 한국에서는 가부장적 핵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 대거 유입된다는 사회·정책적 특수성이 중요한 특징이다. 한국에서 이주여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농촌총각과 조선족 여성의 결혼을 
통해서이다. 이후 초국적 산업으로서 국제결혼 사업이 등장하여 최근 네팔, 미얀
마, 라오스로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등장배경으로 인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시선이 ‘농촌총각과 결혼한 필리핀 새댁’이라는 이미지로 굳어 있고, 이는 일
반의 시선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계 중심적 가
족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자녀 출
산 및 양육자로서의 적응과 역할수행에 방점이 주어졌다 (손희연, 한혜빈, 신은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이하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전국에 총 283,224명의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여성이 79.8%이다. 다문화가족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60.3% 거주(경기도 28.8%, 서울 25.3%, 인천 6.2%)하고 있어, 
결혼 이주 초기에 형성된 “‘농촌총각과 결혼한 필리핀 새댁’이라는 이미지“가 다문
화가족 및 이주 여성의 현실을 재현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 남
성 배우자 역시 겪고 있는 농촌 총각이라는 범위를 넘어 도시 거주자를 포함한 저
소득층 전반으로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소득격차에 따라 체감되는 삶의 질 차이
가 큰 도시 생활을 생각해볼 때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통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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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큼의 경제적 수준을 누리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통계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혼 이주 여성의 높은 취업 욕구는 바로 이 점 때문이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취업욕구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 중 취업자는 58.5%이다. 여성가족부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서울시 다문화 가족생활실태분석
을 통한 정책 및 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결혼이주여성 중 
미취업자의 76.5%가 취업 의지가 있다고 대답했고, 특히 이혼, 별거중인 여성은 
86.6%가 취업의지를 밝히고 있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2014년 상반기 젠더경제수업 과제로 조사를 한 자료로서, 현장 활
동가가 만난 결혼이주여성들을 통해 통계상 나타나는 높은 취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사례 1]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이용 결혼 이주 여성 35명(캄보디아 7, 중국 4, 베트남 
6, 태국 7, 몽골 2, 필리핀 4, 페루 3, 무응답 1)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중 “공
부보다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대답한 여성은 23명이었으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여유가 없다/돈이 필요하다”, “돈을 벌어야 한다/벌고싶다” 등 구체적 필
요 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대답한 경우가 12명,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대답이 5명, 
“아이들 교육비”라는 이유가 5명, 대답 없음이 2명 이었다. 자아실현 · 자기계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에 해당되는 답변은 없었고, 대답을 한 여성 전원이 “돈”, 
“생활비”, “교육비”라는 명확히 “금전적 수입”의 필요 때문에 구직의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장사례 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서울시 중장기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 참여 
정책 제안의 장 - 열린마루’ 중 <열린마루 스페셜-다문화가족 이야기>에 참여한 5
명의 결혼이주 여성들(중국동포 3인, 베트남 1인, 대만 1인)은 “일은 필수”라고 입
을 모으며, 그 이유는 (1) 현실적으로 경제적 측면(생활비+교육비)에서 필요 (2) 가
정내 평등을 위하여 (남편에게 받아만 쓰면 가정 내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사회적 자존감(이웃에서는 10년 살아도 이방인으로 고립됨. 사회적 역할을 통
한 관계 필요함) 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현재 취업상태이거나 국내에서 취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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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여성들로서, 결혼이주 여성들의 취업 현실의 문제점은 결혼이주여성들
에게 기회의 접근성이 좋고, 취업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 정부 제공 다문화 일자리
는 언어관련 일자리 등 영역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이라는 점을 꼽
았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정 형편 어려워서 일자리가 필요한 것인데, 정부는 남
편이 가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임금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에서 정책 공
급 단위의 시선과 결혼 이주의 현실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4.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
 
  현장사례에서 지적된 것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의 높은 취업 욕구는 다문화 가정의 
현재 경제상황에 따른 현실적 필요가 크다. 서울시 여성 가족 재단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이 취업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것은 흔히 일반 국민
의 선입견처럼 친정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도, 자아실현을 위한 것도 아니다. 현재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돈이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충당될 수 없다는 점이 압도적인 
이유로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고 있다. 다시 말해, 결혼 이주여성이 여성이 취
업을 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한국 가족의 열악한 경제적 배경과 함께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이다(강희영). 
  현재 다문화 가정의 경제 상태는 현실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에 달려있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강희영).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근로자 비율이 절반도 넘지 못하는 48.4%라는 점에서 다문
화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남성 
배우자의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26.1%), 단문노무 
종사자(18.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8.3%)가 비교적 높은 비중은 차지하
며, 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종사자(9.0%), 사무종사자(7.7%), 전문가 및 관련종사
자(7.6%), 서비스종사자(6.4%), 관리자(2.1%), 군인(0.1%) 순이다. 
  또한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인 남성 배우자와 결혼 이주 여성 사이의 
나이차도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우자를 안정적이고 든든한 경제적 주체로 느낄 수 
없는 원인이다. 현재 남편의 수입이 있다고 해도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거나 건강상
의 문제를 겪을 연령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한참 자녀 교육비 필요가 집중될 시
기에 남편의 소득이 중단된다거나 남편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비 등의 새로운 부담
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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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09 2010

한국남자

   +외국여자
247 387 380 547 1,567 2,387 3,933 5,707 7,962 8,300 7,904

한국여자

   +외국남자
1,251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남편과의 연령차는 사별까지의 기간이 짧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결혼이주여성-
한국남성 배우자간의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어 결혼 이주 여성을 현재의 “부계가족 
내 아내“ 관점으로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다. 이미 50대 이상 연령대 결혼 이주여
성 20.7%가 사별, 이혼 별거 상태이며, 한국 남성 배우자와 이혼․사별을 겪게 되
는 기간까지의 기간은 5~10년 미만이 45.3%로 가장 높다. 3년미만(18.3%), 3~5년 
미만(15.6%), 5~10년 미만 구간을 합치면 무려 79.2%로, 10~15년 미만(11.2%), 
15년 이상(9.6%) 구간을 합친 것보다 약 4배가량 높아, 다문화 여성 한부모 가족 
증가에 대한 정책적 주목이 요구된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한국 남성 배우자 사이
의 이혼은 전체 국제결혼 이혼율에 비해 눈에 띄게 높고(한국여성-외국인남성 이
혼율의 2.3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한혜빈, 신은주)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을 당사자가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률(31.6%)이 배우자(7.9%)가 키운다는 
답변에 비해 높은데, 양육비 수령의 응답은 8.6%에 그치고 있어(강희영), 결혼 이
주 여성이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성장하는 적극적 조치 없이는 다
문화 여성 한 부모 가정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이혼건수 >

  자료: 통계청 2011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이 가정 내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서울시 가족
정책 제안 행사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지적했듯이 부부간 평등을 획득·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참여자들은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쓰는 것이 부부간 평등 관계 확
보를 어렵게 한다고 했는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이주 여성들 역시 
대부분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부인에게 가계를 맡기지 않는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성립된 불평등한 관계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헤게모니를 형성하게 되고, 여기에 
체류자격에 있어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더해져 결혼 이민자의 경우 철저히 
가정 내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견디며 폭력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위
험도 크다(한혜빈, 신은주).

5. 결혼이주여성 취업/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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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립

어업
기능원

장치

기계

단순

노무

결혼이주여성 0.1 10.3 4.6 23.9 6.6 4.5 6.4 13.6 29.9

일반국민 0.5 21.1 18.8 16.3 14.6 5.6 3.1 3.5 16.3

  현재 가계를 위한 필요와 가정 내 평등한 관계를 위해 결혼이주 여성은 절박하
게 노동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혼 이주 여성의 취업/노동 상황은 어떨
까. 현재 결혼 이주 여성의 53%가 취업상태 이며, 직업으로는 단순노무(29.9%) > 
서비스(23.6%) > 장치기계 조작조립(13.6%)이 가장 높아 일반 국민 여성 전문가
(21.1%) > 사무(18.8%) > 서비스(16.3%)와 대비된다. 종사상 지위 역시 상용근로
자가 29.9%에 지나지 않는다. 

<결혼이주 여성과 일반국민 여성 직업 비교>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201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통계청,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 입국 전 취업 경험은 79.5%가 있다고 대답했고, 모국에서 종사했던 직업은 
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순으로 나타나, 
한국에서의 현직이 대부분 단순 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인 현실과도 대비된다. 
즉, 모국에서의 일 경험이 한국에서의 직업 생활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미취업
자의 76.5%도 취업 의사 있었으며, 특히 이혼·별거 상태인 경우는 86.6%로 취업
의사 가장 높았다. 
  이주 여성들의 높은 취업의지와 모국에서의 경험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철저
히 지워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오는 순간 “결혼한 전업주부”와 “다문화”라는 명
확한 정체성 안에 갇힌다. 이주 여성들에게 취업연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미싱
사 등 가사노종의 연장선상에 선 일이거나(강희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
는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 등은 비정규·저임금 일자리로 경제적 활동이라기보다는 
모국의 언어·문화를 활용하는 사회적 활동에 더 방점이 찍히는 일이다. 

6. 합법체류자와 미등록체류자의 현황

  2014년 4월 현재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표를 보면 체류외국인이 전년보다 
10.2%가 증가 하였다. 현재처럼 9명 중 한 명이 국제결혼을 하는 증가 추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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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경에는 5명 중의 하나가 국제결혼을 할 전망이다. 국민의 20%가 이주여성
이며, 농촌의 경우 80%이상이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
이 현실이지만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출과 이혼으로 많은 이주 여성들이 합법
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체류자로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여 
합법체류자와 미등록체류자의 현황을 알아보고,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
한 이주민들이 체류자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거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25)

(2014.04.30. 현재, 단위 : 명)

구        분 ‘13년 4월
총체류자

2014년 4월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       계 1,486,367 1,637,909 1,452,071 185,838
사증면제(B-1) 40,974 55,865 31,575 24,290
관광통과(B-2) 71,567 78,255 62,689 15,566
단기방문(C-3) 147,632 146,642 101,760 44,882
단기취업(C-4) 690 519 362 157
유    학(D-2) 64,133 61,565 59,183 2,382
기술연수(D-3) 3,730 3,488 1,363 2,125
일반연수(D-4) 21,127 22,533 17,470 5,063
종    교(D-6) 1,567 1,832 1,774 58
상사주재(D-7) 1,602 1,678 1,653 25
기업투자(D-8) 6,618 6,072 5,499 573
무역경영(D-9) 6,339 8,830 8,774 56
교    수(E-1) 2,757 2,780 2,754 26
회화지도(E-2) 20,965 18,993 18,902 91
연    구(E-3) 2,797 3,016 3,000 16
기술지도(E-4) 198 198 196 2
전문직업(E-5) 680 663 636 27
예술흥행(E-6) 4,743 5,244 3,703 1,541
특정활동(E-7) 17,647 18,304 15,005 3,299
비전문취업(E-9) 231,353 252,169 198,801 53,368
선원취업(E-10) 10,993 12,025 7,412 4,613
방문동거(F-1) 55,523 62,372 57,956 4,416
거    주(F-2) 55,133 38,836 29,913 8,923
동    반(F-3) 19,147 20,523 19,971 552
재외동포(F-4) 204,811 260,854 258,878 1,976
영    주(F-5) 89,260 104,553 104,553 0
결혼이민(F-6) 97,678 119,663 117,684 1,979
방문취업(H-2) 236,467 257,986 251,333 6,653
기        타 70,236 72,451 69,272 3,179

 
  외국인들은 다양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을 한다. 이렇게 체류자격이 다

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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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은 아마도 결혼이주여성
일 것이다. 정부에서 다문화정책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결혼이민
자 가정들은 다양한 해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함께 거주하며,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지원도 하
고 있지 않다, 
  2014년 4월 총 체류자는 1,637,909명이며, 그 중 합법체류자가 1,452,071명이
고, 그 외 185,838명은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이다. 이 중 결혼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2014년 4월 현재 미등록체류자가 된 결혼이민자는 1,979명이다. 이들이 
한국을 떠나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본국에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기 때
문이다. 그들에게 왜 본국으로 가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한국은 일자리가 있다’라
고 한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일할 곳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한다.

 
7.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환경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은 노
동시장의 경제적 차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주여성은 사회적 배제에
서 벗어나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은 사회적 소수자이
자 여성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단순노무직, 일용직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다(여성가족부,2013). 이
에 따라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유지하게 되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를 원한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택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도 본국
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했던 것도 있는데 오히려 한국생활이 경제적
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기회도 적어 경제적 열악함에서 벗
어나기가 어렵다(양인숙 외,2010).
대부분의 여성이 2차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일 불안정한 상태에
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과 남성은 각각의 상이한 노동시장에서 분절적으로 
충원되는 성차별적 노동시장에서 기인한 것이다. 결국 성, 인종, 학력 등에 따라 
노동시장은 이중으로 분리되어 있어 여성이 낮은 지위를 갖게 하며  불리하게 조
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서명선,2002). 노동시장의 구조로 인해 개인적 특성이 
뛰어나더라도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비정규직, 저임금, 계약직 등 열악한 근무환경
에서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주여성은 2차 노동시장에서 자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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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위가 낮고, 임시적, 비정규직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지윤숙, 2012), 2차 노동시장에 많이 분포하고 있
다. 이주여성은 정착이민자라는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렵
고 진입하더라도 비정규직, 장시간근로, 저임금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
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 비록 자국에서 높은 학력과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있더
라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보상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즉,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
정 이주여성이 동일한 인적자본을 갖췄더라도 취업, 임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
할 상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고용가능성은 높은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Mancinelli.et al.,2010), 이는 취업뿐만 아니라 
임금수준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진구,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과 다양한 프로
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은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으로서 노동
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노동시장에 진입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직업경험을 통해 시장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인적자본의 개발
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고용가능성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요
인이다(지윤숙, 2013)

8. 나가며 

  다문화가정의 급속한 증가는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 문화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갈등을 가져왔다. 특히, 이주민의 증가는 경제적 영역에 있어
서 노동력 구조, 인적 자원 수준에 변화를 야기하며, 사회 전반적인 취업기회나 실
업률, 경제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Castles and Davidson,2000).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율도 2009년에 비하면 31.5%나 
증가하였고, 취업자도 53%로 나타났다.   
  많은 이주여성들은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면, 자신의 학벌, 능력을 개발하여서 
좀 더 나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지만 그녀들은 단순 생산직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 
조금 더 한국어 실력을 쌓아서 자신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라는 조언도 듣지 않는다. 이주여성들에게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 자국의 가족
을 부양하고,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흔하게 이주여성들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주여성들은 한
국의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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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을 이방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이방인의 시선은 이주여성들을 이
중의 억압과 차별에 노출시킨다. 남녀 위계적 사회에서의 여성이라는 억압과 이주
민이라는 억압과 차별이 그것이다.
 이주여성들이 노동시장의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고용평등를 실현
하기 위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한 기회
와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이 외의 금
품 등, 교육, 배치, 승진, 전연, 퇴직, 해고에서 사업주는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
다는‘정책’(젠더와경제학 p388)이 전면 실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정책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여성들은 3D업종 등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가
사노동을 타인에게 맡기기도 한다. 이러한 빈 공간, 비어있는 노동현장을 결혼이주
여성이나 미등록체류 상태의 이주여성들이 채우고 있다. 이른바 선진개발국가들의 
단순기능인력 부족분을 매우는 역할을 저개발국가에서 이주해온 결혼이주여성(미등
록체류여성포함), 이주노동자(합법체류자. 미등록체류자 포함)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미등록체류 이주여성들이 이렇듯 여성노동의 빈 공간을 채우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미등록체류자라는 이유로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안은 채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 살면서 본국 및 한국의 경제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다.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세상에 대한 안목이나 노동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았다
고 보기 힘든 20대에 한국남성과 결혼하게 되어 이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힌
다. 자국의 남성들보다 더욱 궁핍한 남편, 시어머니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남편,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남편의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른 체 용돈만 받아서 쓰
는 이주여성, 결혼하기 전 친정가족에게 매월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실행하지 않는 남편,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속아서 한 결혼, 매일 술을 마
시는 남편, 욕과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등이 그렇다. 이들은 한국에 시집오면, 경
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드라마에서처럼 좋은 집에서 멋지게 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왔을 것이다. 아직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남성에 의존하고, 결혼만 잘하면 잘 
살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남성 중심적인 세상은 여성들을 그렇게 
습관처럼 길들이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 또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남편에게 
의존하고 좋은 결혼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여
성들은 모든 면에서 자신이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의도나 기대와 상관없이 경제적 주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남녀 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권력
구조가 만들어 놓은 남성 의존적인 환상은 이들 여성들이 온전히 자기 삶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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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주체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장애로 작동한다. 때문에 이 여성들이 가부장적 세
상의 위계질서와 그것이 만들어낸 낭만적 결혼과 남성의존이라는 환상에서 해방되
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결혼이주여성들, 나아가 이주
여성들에게도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배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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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서의 여/성/몸-

정순옥

 
1. 서론 

  재생산은 현재 세대가 그들의 선택에 의해 능동적으로 미래 세대를 (재)생산하는 
것이며, 현재의 재생산을 통해 생산된 미래가 현재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은 사실 
별로 의문의 여지가 없이 대개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백영경, 2006). 인간 재생산
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생식의 과정과, 초기 양육 및 아동기 이후의 돌봄
을 통해 자녀를 어엿한 성인으로 길러내는 노동의 과정을 모두 아울러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생물학적 생식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적 조건인 이성애적 섹슈얼리티와, 
피임이나(인공유산 혹은 자연적인) 임신중단 역시 인간 재생산의 전체 과정 속에 
포함될 것이다(배은경, 2012). 가부장제는, 가족은, 국가는, 민족은 여성의 섹슈얼
리티를 통제하고 활용・매개・동원함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 사회가 여성을 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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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어머니로 호명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머니로 간주되는 여성은 
성적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신의 몸을 가질 수 없다. 그녀의 몸은 남성만이 주체가 
되는 가족과 국가의 소유이다(정희진, 2005).
  여성은 자신의 것이지만 몸을 소유하지 못한다. 여성의 몸은 가족구성원을 재생
산하고 가족제도를 재생산하며, 국가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가부장적 가족제도
와 국가를 유지시키는 도구로서 가부장적 가족의 소유이자 동시에 국가의 소유인 
공적 자산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국가에 의해 여성의 몸은 재생산 도구로 공적자산
이 되지만 역으로 가치는 절하된다. 아이를 출산함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논
리는 여성을 사적 영역에 가두게 되고, 이 사적영역은 공적영역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는 또 다른 근대적 국가의 논리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가 가능하게 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을 여성이게 하는, 여성정체성을 대표하는 기표로 작동되며, 
따라서 모든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잠재적 어머니로 환원시킨다. 여성은 어
머니이거나 될 수 있을 때 정상적이며 그렇지 않은 여성은 무엇인가 결핍된 여성
으로 간주된다.
 우리 사회와 국가는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관리하기 위해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
른 전략을 구사해왔다. 과잉인구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간주되던 시절, 아이를 많
이 낳은 여성들은 야만적이거나 덜 문명화된 존재로서 수치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아마도 1970년대 서너 명의 아이를 데리고 버스에 오르는 여성은 가족계획에 비협
조적인 여성으로 낙인찍혔을 테고, 많은 아이를 낳아서 힘들어하는 것도 여성자신
의 책임이고, 잘 살아 보자는 데 가족계획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전적으로 여성자
신의 책임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현재 출산억제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출산률이 세계 최하라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제 국가는 아이를 낳지 않
는 여성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배은경, 2006) 출산과정은 남녀의 몸을 경유
해서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여성은 엄마로서, 딸을 낳고 다시 엄마가 되는 일련의 행위들을 보편적이고 복합
적으로 겪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개인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과 국
가를 유지하는 공적과정이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의 선택처럼 만들어버린  담론 뒤
에 숨어서 다만, 출산정책을 통해 여성의 몸과 선택을 억압, 통제, 조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의 정책과 담론을 통한 여성억압과 통제의 현상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속에 낙태죄를 적용하여 어떻게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규
제하고 이용하고 여성들을 재생산 도구화 하는지도 보고자 한다. 낙태는 여성의 몸
에서 일어나지만 당사자인 여성들을 배제한 채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
상은, 여성을 오로지 재생산의 도구로서, 어머니로 정체화하는 것이다. 여성의 섹
슈얼리티에 대한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소환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을 모성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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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되거나 피임에 실패한 여성으로서 여성개인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에 반대하
고, 낙태를 둘러싼 정책이 출산정책의 연장선이며, 정치적인 문제임을 밝히고자 한
다. 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몸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국가가 어떻게 도구화하고 
관리, 통제하는지를 출산정책과 모성담론의 틀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인간 재생산으로서의 출산

  1) 여성과 출산

  대부분의 여성은 지식수준에 관계없이 분만을 자신에게 부과된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마치‘절정경험’이나 고문대의 경험처럼 기이하고, 가끔 더럽혀
지거나, 불가사의한 일로 받아들이다. 분만이 우리 신체나 정신의 원천임을 발견하
고 우리 몸과 친숙해지는 길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연 분만의 초기 
주창자인 그랜트리 딕-리드는 진통에 대한 두려움, 긴장, 고통 등의 변화를 파악했
다. 두려움이 가장 컸다. 여성은 먼저 자신의 몸이 자신도 모르게 힘찬 수축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여성은 이를 ‘수축’이라고 배우지 
못했다. 조산원, 외과의, 사제, 어머니들 모두 이를 ‘고통’ 심지어는 벌이라고 설명
해 주었다. 신체 기능상의 변화를 생각하는 대신 여성은 스스로 고통의 공격을 받
는다고 생각한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조차 여성과 고통을 동일시하는 생각은 여성
을 어머니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관습 때문이다. 여성의 말없는 고통이 불가피하
다는 생각은 이브나 성모마리아뿐만 아니라, 헬렌도이취가 이야기한 수동성과 자학
증을 ‘정상적’ 여성스러움과 연결시킨 것 등 역서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 
볼 수 있다. 중세여성이 출산이 이브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했다면 19세
기 중산층 여성은 집안의 천사, 즉 산고의 고통에 의해 여성다움을 인정받는 순교
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20세기 초에 특히 진통을 없애는 다양한 마취제가 개발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놓은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는 이불을 덥고 마취
당한 채 팔 다리를 묶인 상태로 있다. 더 이상 여성의 속박에 대한 이런 절망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성해방’처럼 이‘고통으로부터의 해방’도 여전히 여
성 자신의 신체가 가진 가능성과는 거리를 둔 채, 남성이 여성의 육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 쉴라 키칭거에 따르면 여성이‘자신의 신체와 본능
을 믿도록’배워야 하고 출산시의 복잡한 감정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
은 학자들은 분만과정이란 지속적인 것, 여성의 삶의 전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분만은 전체 줄거리에서 일부만 떼어 낸 한편의 드라마도 아니
고,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갑작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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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위기상태도 아니다. 물론 분만 시 실제로 의료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출산 
그 자체는 질병도, 외과수술도 아니다. 또한 모성애와 성욕이 남성문화에 의해 단
호히 분리되지 않았더라면, 성욕의 형태나 어머니가 될 것인지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면 여성은 보다 진정한 성적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는(생물학적이든, 인공적이든, 처녀 수태든) 임신의 수단, 출산장소, 분만방
법, 분만 동석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출산을 할 것인지의 여부도 여
성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가와 출산정책 

  한국정부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출산억제정책(가족계
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하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했다. 연도별 슬로건26) 
을 제정하고 출산억제를 위한 피임보급 및 각종 보상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가
족법의 개정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추진으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달
성하였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성공’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소자
녀 가치관의 정착을 초래했고, 이는 2000년대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게 된 정책
적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가가 추진한 가족계획사업으로 여성의 
출산행위는 국가에 의해 조절되었고, 국가정책이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했음에도 불
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가족이해와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이해가 공유되어 출
산억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 ‘국익증대’ 라는 국가이익에 따라 가족의 핵심기
능인 자녀출산과 양육기능은 국가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정당하는 구조적 변동
을 경험한다.
  한편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하여 출산율 하락에 성공한 가족계획사업의 정책효과
에 대해 한국의 여성학자들은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즉 한국의 여성들이 정
부의 출산정책에 무비판적으로 가치를 수용한 결과라기보다는 사회변화에 따른 가
족전략으로 저 출산을 선택한 것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황정미,2005) 고 보았
다. 반면 가족계획사업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출산권이 약했지만, 국가개입
과 정책실시 이후 여성들의 재생산 관련태도나 가치관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한편, 
국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은 가족 스스로가 자녀출산에 대한 고

26) 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출산억제와 경제개발정책의 맞물
림) 197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남아선호사상 포기를 권유) 
1980년대 ’둘도 많다‘,’하나만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1990년대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딸로 판단 말자‘(남아선호사상과 성비의 불균형 경계) 200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 (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상, 출산
을 권유하는 국가의 뜻이 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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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사적 영역인 출산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무
시한 채, 국가의 일방적 홍보 전략에 의해 소자녀 가치관을 주입하기에만 급급했
다. 한편, 인구 학자들은 1980년대까지 출산을 변화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 요인으
로, 피임법과 불임시술 및 인공유산 등 산아조절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승
희 외(2008)는 국가역할에 기인된 피임과 인공유산(낙태) 등의 인위적 산아제한은 
자연출산력을 억제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한국의 출산율이 급락한 또 다른 요인으로, 1973년의 인공임신중절(낙
태) 합법화가 지적된다. 인구 학자 이성용은 출산율 변화에 미친 인공임신중절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000명 출생아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1964년 77, 1969년 175, 1974년 277, 로 급증되었다. 만일 1984년까지 인공임신
중절(낙태)이 한국에서 유용되지 않았다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6년 3.2에서 
4.4, 1978년 2,7에서 4,0 1984년 2.1에서 2.7로 증가되었을 것이다. 한편 1960년
대 가족계획사업이 출범하기 전 도시지역에서는 인공유산(낙태)이 산아제한의 수단
으로 광범하게 시행되었다. 또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낙태)은 남아선호와 이상 자
녀수 등의 자녀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 피임은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인공
임신중절은 원치 않은 자녀의 출산을 예방한다. 한국과 같이 남아선호의 ‘유교국
가’에서는 딸 가진 여성은 아들을 낳기 위해 피임사용을 줄이고, 인공임신중절(낙
태)은 강한 남아선호 혹은 성감별 인공유산과 결합되어 높은 출산성비를 유발할 수 
있다(이성용,2003).

  3) 낙태와 국가, 여성

  1973년 공포된 모자보건법은 명목상으로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온 가족계획정책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합법
적 인공유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일정한 훈련을 이수하면 
자궁 내장치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모자보건보다는 출산억제를 위한 
실적 위주의 가족계획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배은경, 2012).
  한국 사회에서 가족계획사업은 인공유산을 줄이는 쪽으로는 작용하지 않았던 것
이다. 1970년의 모자보건법 제정에서 드러나듯이 낙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
면적 명문과는 달리 인구통제 정책으로만 추진되었던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인공
유산의 실시를 합법화하고, 심지어 원치 않는 임신의 해결책으로 권장하기 까지 했
다. 일종의 조기낙태법인 월경조절술이 피임법으로 소개되고 보건소를 통해 시술된 
것 역시 국가가 인공유산을 금하려는 의지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죄책감을 수반한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파렴치한 엄
마가 되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죄책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가부장제의 시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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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사회가 존재하고 구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간의 재생산이 일어나야 하고 순
환하면서 국가를 존재하게 하는 여성의 몸-자궁-은 존중받아야 함과 동시에 그 선
택도 당사자인 여성이 주체로 상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낙태정책은 여성이 
출산여부를 선택할 결정권이 없을 뿐 아니라,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한 여성을 처벌
하는 방식으로 발생되고 있다. 낙태를 하게 되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은 빠져버리
고, 여성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을 뿐이다.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전에 질문해
야 하는 것은 과연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그 몸의 주체는 배제되는 결정이 정책이 되
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 내에서 혹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문해야 한다. 가부장적 가족
에서 결정권은 남성에게 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임신, 출산, 낙태의 결정은 남성
에게 종속되게 되지만, 낙태와 관련해서 남성들의 존재는 은폐된다.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분석에 의하면,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2010 
낙태반대운동과 생명존중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의료계를 비롯한 법조계, 종교계, 
교수회 등 각계각층에서 한목소리로 낙태반대, 생명존중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낙태가 만연되어 생명의 가치가 절하 되고,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만연한 낙태가 여성은 물론 가족과 나아가 저 출산이라는 국
가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미래사회를 걱정하는 사회각계의 우려 때문이라고 
연구자는 주장한다.
  또한 낙태에 관한 현행법을 살펴보면, 1960년대 초 인구의 양적억제정책이 시작
되고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피임방법과 함께 인구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보편화되었
다. 이는 인구조절 외에 남아출산과 터울조절 등을 위한 수단으로 폭넓게 수용되었
고 1953년 형법에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1973년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규정을 통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였다. 
  또한 낙태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들의 분석한 글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
이 지각한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였으며 현재 지각한 불안을 최소화 하는 방
법으로 낙태를 결정하지만 결정 이후의 현실은 더욱 냉담하다고 한다. 때문에 불안
정한 자아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있었던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편
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에 대한 부정적 지각으로 
인해 낙태과정은 자신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죽을 때까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이기에 모든 일은 나 혼자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낙태경험과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남기고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깊은 인상을 
남긴 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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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낙태의 경험은 임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게 하였다. 아물지 않은 상처
는 몸에 임신에 대한 통제를 위해 피임을 하도록 하게 하지만, 이는 대체로 남성
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하는 방식이 된다. 혼자만의 방어벽을 튼튼히 하는 과
정에도 배우자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낙태 후 피임의 방어벽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로 여전히 지속된다(강명선, 2011).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나 지금이나 여
전히 출산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여성이 할 수 없으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
성 개인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낙태에 대한 역사를 통해 낙태가 실
제로는 한 때 국가의 교묘한 출산통제나 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낙태에 대한 국가의 통제로 재현되는 것이다. 

  4) 여성운동과 출산조절

  출산조절(birth control) 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마가렛생어였다. 그
녀는 여성이 주도하여 임신과 출산 여부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최초로 주
장한 사람이다. 그 이전까지 여성들은 임신과 육아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고, 
피임에 대해 교육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으며, 임신은 여성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손에 달린 일이었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아이 
낳는 기계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출산조절운동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집합적, 사회적 실천으로 등장하였다. 마가렛 싱어는 또한 가난한 여성들에게 피임
법을 교육하다 공안질서 방해죄로 중단되었지만, 제한적이나마 여성에게 피임의 권
리를 부여한 첫 발걸음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계속된 출산조절을 향한 여성들의 
투쟁은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이후 인구폭발에 대처하는 국제정치적 
방책으로 발전하게 된다. 초기에 자발적 모성 론을 이데올로기적 자원으로 삼았던 
출산조절운동은 국제적 영향력을 넓혀가기 위해 우생학 담론이나 신맬더스주의 담
론과 그때그때 손을 잡음으로써 그 뿌리에 있던 여성운동의 성격은 지속적으로 흐
려졌다. 한국 가족계획사업 역시 1960년대 이후 이러한 국제적 흐름 에서 발전한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 여성들을 위한 출산조절을 보급하고자 시도한 조직은 대한
어머니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한어머니회 출산조절 보급 활동은 여성운동이자 사
회운동으로 진행되었으면서도 직접‘여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가정을 위해 
어머니의 건강을 지키고 더 우량한 아이를 낳아서 잘 양육한다고 하는 두 가지 명
분을 담론적 근거로 삼아 의사들의 앞서가는 피임 지식 내지, 수태 조절, 정보를 
제공하는 의학상담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그쳤다. 그들의 활동은 여성의 역할을 모
성과 가족을 벗어나서 모색할 수 있게 해 줄 만큼 충분히  여성해방적인 것이 되
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당시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처하고 있었던 생활상
의 욕구에는 부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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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야 하는데, 여성들끼리의 공통된 경험을 근거로 여성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냄으로써 향후 여성운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1961년 5.16 쿠데타 발발 이후 가족계획사업이 국가 정
책화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1950년대까지 출산조절 문제에 대해 공식적
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있던 남성 지식인들은 1960년 초부터 인구문제의 심각성
을 설파하고 산아제한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신맬더스주의적 주장을 내 놓기 
시작했고, 의사와 관료들로 구성된 대한가족계획협회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
이 가족계획사업을 출발시킨 가운데 조직적인 여성 출산조절운동은 이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이로써 여성들 자신의 삶에 적합한 출산조절 개념이나 이것을 단초로 
한 여성운동의 발전 가능성 역시 그 기반을 잃게 되었다. 

3. 모성으로서의 여성

  1) 왜 모성인가?

  가부장적인 모성제도는 강간, 매춘, 노예제도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조
건”이 아니다. 자녀를 둔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지게 되는 육체적, 정
신적 부담은 어떠한 사회적 부담보다도 무겁다. 이는 노예 제도나 중노동과도 비교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성과 그 자녀 간에 맺어진 감정적인 유대관계는 강제 노
동을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성을 약하게 만든다.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관이나 주인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고, 하는 일을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훨씬 더 복잡하고 파괴적인 감정의 희생자가 된다. 이 경우 
사랑과 분노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분노는 아이들에 대한 
분노로 바뀔 수 있으며, ‘자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는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한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모든 것 때문에 느끼게 되는 슬픔은 자책감과 자기 고뇌로 바뀔 수 있다. 그
러면서도 여성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의 인격, 여성으
로서의 그녀의 지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  
  모성이라는 제도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 모성 제도의 문제점은 계속 환기되
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우리 경험의 많은 단편들이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간과 그 
후유증, 경제적 종속으로서의 결혼 혹은 남성에게 ‘그의 아이들’을 보장해 주는 것
으로서의 결혼, 여성에게서 빼앗아간 출산, 피임과 낙태를 규정하는 법률,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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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기구를 뻔뻔스럽게 판매하는 행위, 여성을 사랑과 죄의식의 고리에 묶어 놓기,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만으로도 권리와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말뿐인 아
버지역할, 어머니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매도 등. 이러한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모
성 제도를 구성하며, 싫든 좋든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자신의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투쟁 -질병, 가난, 전쟁,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모든 착취와 
냉혹함과의 투쟁- 은 인간 공동의 것이 되어야 하고, 이 투쟁은 생존에 대한 열정
과 사랑으로 치러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성이라는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 모
성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머니 역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어렵지만 자유롭게 선
택한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성을 없애는 것도 결단의 영역이나, 분투, 경의, 상상
력의 영역, 의식화된 지성의 영역 속으로 생명의 창조력과 양분을 넣어 줄 것이다. 

  2) 만들어진 모성 

  바댕테르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여성의 본능’ 이라는 개념보다는 여성
들이 지닌 각기 수많은 다른 경험을(사회 구성원에게 압박을 줄 것이라 짐작되는 
사회적 가치를 다소간 따르긴 하지만) 더 선호한다. 암컷과 여성의 차이는 단지 이 
결정론을 ‘더 많이’ 따르고 있는가, 혹은 ‘더 적게’ 따르고 있는가이다. 본능은 우
리만의 고유한 그 우발성과 개별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자식을 낳도록 요구받고 있으나, 과연 누가 이 성스러운 본능에 따르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암컷인 ‘그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현대 여성들에게 자
식을 낳은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은 아니다. 낳은 자식을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 역
시 마찬가지다. 이는 여전히 분노를 살 만한 일로 인식되고 있기 하지만 이런 반
응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모성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지
만, 모성애가 모든 여성들에게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지 않으며, 더욱이 인류가 
모성애에 의해서만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아닌 다른 모
든 사람들(아버지, 유모 등등)도 자식을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으로 하여금‘어머니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것은 엄마로서의 사랑인 모
성애만이 아니다, 윤리, 사회 및 종교적 가치들도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강력하
게 여성들을 선동할 수 있다. 사실 아주 오래된 성별에 따른 노동 구분은 여성에
게 ‘섬세하게 자식을 보살피는’부담을 안겨 주었으며, 최근까지 이러한 구분이 본
능의 가장 순수한 산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다른 사회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여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묵인하는 ‘올바른 어머니의 본성’에 대해서도 상기해야할 필
요도 있다. 만일 자식이 어머니의 관심과 보살핌 없이 생존할 수도, 성숙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이 이론의 여지없이 명백하다고 해도, 모든 어머니가 자식이 필요로 하
는 사랑을 주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자식의 요구와 어머니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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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사이에는 미리 설정된 어떤 균형도, 필연적인 작용도 존재하지 않은 듯 보인다. 
이 분야에서 여성들은 독특하게 개별적인 경우이다. 어떤 여성들은 이에 귀를 기울
일 줄 알며, 다른 이들은 이들보다 덜하고, 또 다른 이들은 전혀 그렇게 할 줄 모
른다. 아마도 바로 여기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였던 형이
상학적 악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형이상학의 악의에 대한 존재
를 부정함으로써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성애
의 우발성이 우리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번민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이는 본성이라는 개념, 즉 신에 대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끔찍
한 불안함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세상에 가장 뛰어난 것이 불완전한 신체와 정신, 
형이상학적 악의에다가 모성애의 부재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때문에 
본성과 이에 따른 질서 결정론의 추종자들과 신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어머니 역시 그저 하나의 인간일 뿐인데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환상 
속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실재 어머니와 환상 속의 어머니 사이의 괴리는 그 자체
로도 문제이지만, 여기에 내포된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완벽한 어머니에 대한 
환상 이면에 완벽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비난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에
게 문제가 생기면 그 비난의 화살은 언제나 어머니에게로 날아간다. 만약 그 어머
니가 직장에 다닐 경우 애 에미가 없어서……. 왜 어머니가 일차적으로, 혹은 전적
으로 비난받아야만 하는가? 왜 아버지의 취업은 자녀의 문제점에 대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어쩌면 너무나 어이없는 것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질문들이 당혹스러운 것은, 아버지는 ‘집 바깥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부
양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살림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 이라는 
통념 때문이다. 그 통념에 따라 모든 여성들은 잠재적인 어머니로서 언제나 끊임없
는 보살핌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기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
나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만약에 기대가 채워지지 못한 경우 그 여성 혹은 
여성 집단은 비난받게 된다.
 

4. 결론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만 여기고 주체로 보지 않았다. 여성들
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보다는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출산능력을 지닌 
몸들로만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발전주의 시대에 다산은 국가 경제를 
가로막는 요인이고 그 원인을 여성으로 상정했기에 여성들은 일반적인 계몽의 대
상일 뿐 이었고 어떤 출산정책과 관련해서도 남성은 부재한다. 국가의 출산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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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동원되고 정책에 호응하여 성공을 이끌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미 그 
이전, 1950년대부터 여성들은 자신의 출산력을 제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왔
다. 출산제한 정책의 성공은 그런 욕구가 국가의 출산정책과 맞물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몸은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아도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관리, 행위 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적인 여성들의 것이다. 다만 국가가 통제함으
로써 무저항적이거나 소극적인 수행자로 오도되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산이라는 행위가 여성 개인의 책임이거나 결정이 아니라 부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사안이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노동력과 활력을 좌우하는 인간 재생산의 문
제임에도 불구하고 저 출산 정책의 영역에서 남성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여성의 선
택권은 박탈당했으며, 국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요구할 뿐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왔
다. 출산이 공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과 양육, 즉 인간 재생
산 과정 전체를 탈가족화, 탈젠더화 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가족 내에
서 출산과 양육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남성의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제
도화 방식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배은경, 2012). 여성주의에서 모성은 생물
학적 본능인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의무이거나 희생도 아니며 외적으로 강제되거나 
대가와 교환될 수 있는 종류의 노동도 아니다. 모성은 단순한 희생이나 본능이 아
니라, 어머니인 여성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노동이자 행위의 연속인 것이다. 
어머니 노릇의 가치를 그 생산물인 자녀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여성들의 모성 경험은 여성해방적
인 것이 될 수 있다. 어머니 노릇이 여성들의 자기희생이 아니라 자기발전으로서 
적극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때, 출산과 모성이 여성의 자아실현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때, 여성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출산율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가족 가치와 
모성예찬의 선전이 아니라 개별 여성의 모성 경험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새로
운 정책과 사회의식을 제도화하고 확산해 내는 작업일 것이다.
  낙태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출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낙태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범죄화 하는 식으로 변화하면서 여
성의 몸을 통제한 제도였다. 그 속에서 낙태는 그것을 경험한 여성이 그것이 도덕
적이든 법적이든 어떤 형태이든, 혼자 책임을 지고 죄책감 속에 살면서 여성이지만 
여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억압의 기제로 작동하였다.
  모성애가 여성의 본능이라면, 모든 여성은 생명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하는 여성은 생명존중을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규정
함으로써 ‘모든’ 여성에게 존재하는 ‘본능으로서의 모성애’를 부정한다. 이는 이율
배반적이다. 
  또한 이는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이항대립구도를 낙태와 출산에 적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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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산=선=생명존중, 낙태=악=생명파괴라는 도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출
산이나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낙태를 쉽게 결정하는 여성
은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사회적, 개인적 맥락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경험이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상처와 낙인이 되는 그런 것임을 상상할 수 있
어야 한다. 
  국가의 저 출산 정책으로 낙태죄가 강화되면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
성들은  많은 비용을 물거나 몸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하지 못한 곳에 가서 
시술을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오로지 여성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
권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닌 현실을 보여준다.  
  낙태는 임신한 여성당사자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맥락은 배제한 채 낙태한 여성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모든 책임을 여성
에게 전가하는, 그것도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범죄화 하는 정책은 재검토되
어야 한다. 
  출산정책이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와 그 이익에 
왜 여성들이 동원되고 강제되어야 하는가는 여성들이 주변화되고 대상화된 존재로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대상화되고 주변화된 여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모성을 칭송하고 여성들을 임신과 출산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은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성을 도구화 한다는 것은 여성을 주변화 시키고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제 국
가는 여성의 몸을 여성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여성을 도구화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여성들이 자신의 육체를 다시 소유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얻는 
것보다 인간 사회에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여성의 육체는 
지금까지 영토이면서 동시에 기계로 새겨졌으며, 개척되어야 할 불모지이고 생명을 
만들어 내는 조립 공장이었다. 모든 여성들이 자기 육체의 지배자가 되는 세상을 
상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세상에서 여성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창
조할 수 있고, (원한다면 선택에 의해) 아이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감, 인
간 존재를 유지하고 위로하고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사고, 즉 우주와의 새로운 관계
까지 낳을 수 있다. 성, 정치, 지능, 권력, 모성, 공동체, 친밀성은 새로운 의미로 
발전 할 것이며, 사고 그 자체가 변모할 것이다(아드리엔느 리치 ).
  모성은 가부장적 지배자들의 담론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것이다. 모성은 
집단으로서의 모든 여성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이다. 바
댕테르가 지적한 대로 모성은 본능이 아니다. 우발성과 개별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는 강하고 여성은 약하다’ 는 언설은 가부장제하에서 어머니라는 성역
할을 수행했을 때에만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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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머니가 되어야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여성을 오로지 어머니로
만 호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성에 대해 이들이 어머니가 되어야 할 뿐 아니
라 오로지 어머니만 될 수 있으며, 또 어머니가 되는 데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
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B.마르보-클레렁 의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 모성은 본
성이고, 모든 여성들한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논리는 이제 수정되어야 한
다. 
  가부장사회의 지배담론은 ‘모성은 본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냄으로써 
오히려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되는 내재적 가치는 절하되는 역기능을 발생
시켰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험은 출산정책과 모성
이데올로기에 갇혀 도구로 전락된 것이다. 재생산의 정책화가 오히려 재생산을 도
구화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출산정책을 통해 모든 여성을 잠재적인 어머니로 규정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 행위능력을 도구화시키는 지배 담론은 재구성되어야 한다. 여성과 어머니를 
분리하여야 하고, ‘ 성스러운’어머니 역할을 국가와 남성에게 부과해야 하며, 국가
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생산 정책을 여성의 렌즈로 전복시켜야 한다. 여성의 몸
은 온전히 여성의 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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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7 푸코의 ‘성의 역사’ 철학과 여성주의 철학의 결합

                                                  실천여성학 8기
                                                        강 연 희

Ⅰ. 서론

  1. 연구목적

  페미니즘은 푸코의 철학을 차용한다. 푸코가 제시한 방법론은 ‘권력에 어떻게 접
근하여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가’이다. 이 문제는 페미니즘의 성권력의 문제와 연
결된다. 여성주의는 타자화된 소수자의 시선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저항의 몸
부림이다.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경계에서 말하기와 새롭게 
질문하기는 푸코의 새로운 담론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았다. 플라톤은 남녀 간에는 이상적인 사랑을 나눌 수 없다고 보았고 이러한 원
인을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정신적․인격적으로 열등한 존재라는 점을 들었다. 아리
스토텔레스도 여성을 ‘불완전한 남성’ 혹은 ‘기형의 남성’으로 정의하였다27). 그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덕성과 이성적인 판단이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즉 그리스 3
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
했다. 이러한 고대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근대 철학자 루소와 칸트, 헤겔도 성차별 
시각을 지니고 있다. 
  푸코는 이러한 차별적인 담론이 남성 권력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론을 택했다. 푸코의 문제 제기는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다르게 보기와 새로운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여성주의가 추구하는 새롭게 질문하기라는 명제와 함께 한다.

  2. 연구 방법

27) 연동원(2006), <영화속의 성 영화속의 젠더>, 연경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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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푸코의 규칙적이고 합법적인 권력의 형태들에서 그것의 일반적인 장
치나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권력을 포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 푸코의 ‘성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 텍스트를 페미니즘
과 연관시켜서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차별 철폐를 구체적인 힘의 
관계로 분석하면서 니체의 권력 개념과 연관 짓는다. 푸코의 계보학적 분석은 개인
이 어떤 권력 장치와 관계 맺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푸코의 문제 
틀과 접근 방법을 근대의 문제 틀에서 비판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그의 문제 제기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와 적절성을 여성주의와 결합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Ⅱ. 본론

  1. 서양 철학의 성차별 관점과 페미니즘의 도전
 
  플라톤은 인간을 생물학적 남성, 여성으로 분류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상대를 향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의 모습이 에로스
다. 그의 생물학적 설명에 따르면 이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성적 욕망은 인간의 
유전자 지도에 따라 분비되는 성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
의 성적 특성은 동물과 다르게 욕망과 쾌락이라는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 이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금기시되어 왔으며 
특정시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화를 겪어왔다. 인간의 성을 사회적 맥락에서 배재
한 채 생물학적 입장에서만 설명한다면 인간의 성적 욕망은 자연적인 것으로서 변
화 불가능한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프로이트는 생물학적으로 획
득된 성 본능이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본질주의적 입장인 성충동이론 (출생 시 
갖고 태어난다는)은 페미니즘 관점과 충돌한다. 페미니즘의 관점인 ‘변화 가능하고 
불안정한 성질’이라는 섹슈얼리티 개념에 의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여성은 태
어나는 것이 아닌, 사회가 구성한 구성물28)임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성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젠더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생물학의 결과가 
아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특정시기에 등장하는 사회적 제도나 
그러한 사회제도가 강제하는 틀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비정상적인 성 문제나 윤리

28) 시몬느 드 보봐르(2009), <제2의 성>,  동서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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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잣대 모두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힘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2. 푸코 철학과 여성주의 철학의 만남

  미셸 푸코는 성은 억압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한 권력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
해 왔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복잡하고 다양한 성 장치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도나 실천 또는 이야기
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간다. 성 장치는 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침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론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권력은 성에 관한 일정한 이
야기들에 개입 하면서 성과 관련된 담론을 조직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새롭게 만들
어 냈다. 푸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억압 가설’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이 역사적으로 억압되어 왔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가? 
 둘째, 권력은 본질적으로 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 
 셋째, 억압의 시대와 억압에 대한 비판의 시대는 서로 다른 시대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는 18세기 이래로 성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없
이 나왔고, 성에 관한 담론은 권력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성에 관한 담론이 유통되
는 바로 그 현장에서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말했다. 성에 관해 말하게 
하고 그것을 은밀히 듣거나 기록하는 장치들이 도처에 마련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
는 여기서 성에 관한 하나의 담론보다는 갖가지 제도 속에서 기능하는 일련의 메
커니즘에 의해 산출된 많은 담론들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푸
코는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현대사회 및 19세기 부르주아 사회는 성적 도착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시대라고 보았다. 성적 도착은 모호하게 당시 사회제도들에 
묶여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사회가 육체와 성에 대해 가한 권력의 유형
이다.  
  푸코는 이러한 권력의 유형이 법의 형태나 금지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오히려 그것은 특이한 성적 욕망들의 세분화를 통해 진행되며, 한계를 설정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적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육체 
속에 끼어든다. 또한 여러 가지 성적 욕망들의 변종들을 끌어들이며 확대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적 도착의 장착’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교훈적 주제가 아니
라 일종의 권력이 육체와 육체의 쾌락에 간섭함으로써 생긴 실제적 산물이라고 보
는 것이 푸코의 생각이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자본주의 발전의 전제조건이 자본
의 축적이고 이를 위해서 기업가가 재투자를 해야 하듯이 성행위도 절제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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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성욕의 절제를 통해 노동할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미
덕이므로, 훌륭한 사업가는 결코 호색한이 아니라 성적 충동을 좀 더 고차원적인 
목표로 승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듯 권력은 성과 쾌락에 미세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권력의 확대로 인해 성적 욕망은 세분화되고 권력은 여러 
가지 성적 욕망들 하나하나에 간섭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연쇄고리는 특히 19세기 
이래 의학, 정신병리학, 매춘, 포르노그래피의 증가와 더불어 쾌락을 세분화시키며 
통제하는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쾌락과 권력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을 양산해 왔다는 것이 푸코의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 위에
서 푸코는 근대 산업사회가 성에 대해 한층 더 억압적 시대를 열었다는 가설은 분
명히 포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고백’과 성에 대한 담론 생산

  푸코는 종교적 ‘고백’(자기 성에 대해 성직자에게 고백하는 것)을 담론 생산의 일
반적인 모체였으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고백을 통하여 사회는 개인의 쾌
락에 관한 은밀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듣는 일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고
백의 절차는 의학과 정신 병리학 및 교육학에 영향을 끼쳤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성적 문제를 병적인 이상이나 특정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치부했다. 이런 과정을 
문제로 삼은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말하게 하기’를 임상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과학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
다고 설명한다.  고백과 검토, 자기 자신의 이야기와 판독할 수 있는 징후 및 증상 
전체의 전개를 결합시키는 것, 자세한 질문, 기억을 환기시키는 최면, 자유연상 등
은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관찰 결과들 안에 고백의 절차를 다시 포함시킬 수 
있었다. 
  둘째, 의학이 말한 병리학은 인과관계의 틀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19세기 
의학은 모든 질병과 육체적 기능장애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성적인 병인을 갖는
다고 규정했다. 어린이들의 나쁜 습관, 성인의 폐병, 노인의 뇌졸중, 신경질환, 종
족의 퇴화에 이르기까지, 당시 의학은 모든 질병이 마치 성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푸코는 ‘성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원칙이 고백의 
절차가 과학적으로 활용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았다. 
  셋째, 성적 욕망은 본질적으로 잠재적 성향을 띤다는 원리를 적용하였다. 19세기
에는 성을 과학의 영역에 통합시킴으로써 고백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리
하여 고백은 단순히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신에
게도 숨겨져 있는 이유로 인해서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함께 참여하는 고백의 
작업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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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해석의 방법이 주요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과학의 영역에 진입하게 되
었다. 이것은 진실을 생산하는 작업이 과학의 영역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진실을 생산하는 작업이 과학적으로 유효해 지려면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한
다.  고백을 듣는 자는 단순히 위로나 용서하는 입장이 아니라 징후로 삼고, 성적 
욕망을 해석해야 할 것으로 만듦으로써, 19세기는 고백의 절차를 과학적 담론 형
성에 끼워 넣어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획득했다. 
  다섯째, 고백 효과는 의학화를 가능하게 했다. 성은 병리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영역으로 본능, 성향, 심성, 쾌락, 행동에 관한 질병학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고
백은 진단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 자체로 치료에 효과적인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말하는 것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푸코는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성 장치를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치들을 사실로 받아
들여 분석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억압
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내며 쾌락을 유도하고 권력을 발생시
키는 기구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작
용하는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4. 성적 욕망에 관한 지식과 권력의 장치로서의 ‘규범’

  푸코는 성적 욕망은 많은 술책에 이용될 수 있고, 다양한 전략들을 위한 거점과 
연결점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성적 욕망은 지배세력의 도구
로 이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고 보았다. 그는 성에 대한 지식과 권
력의 특수한 장치들을 탐구했다. 지배세력에 의해 18세기 이래 전개되어 온 성적 
욕망에 관한 네 가지 주요 전략들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 신체의 히스테리화다. 여
성 육체는 성적 욕망으로 가득 찬 것으로 여겼고 이러한 것은 여성 신체에 내재한 
병리학적 특성으로 설명됨으로서 의학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성 장치는 어린이 성을 교육의 영역에 끌어들이고 문제화시켰다. 이들은 
모든 어린이는 성적 활동에 몰두하거나 그러기 쉬운 경향을 갖는다고 규정 하면서 
그러한 성적 활동은 부당하다고 보고 부모, 교사, 의사, 심리학자의 개입을 끌어들
였다. 푸코는 지배 세력이 아이들의 성적 행위들을 통제함으로써 어렸을 적부터 성
을 억압시켰다고 보았다. 
  셋째, 성 장치가 생식활동을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점을 든다. 경제적, 정치적 측
면에서 부부의 생식력을 격려하거나 제한하는 방법과 결혼한 부부가 담당해야할 
책임을 명시하며 의학적 측면에서 질병의 원인을 산아 제한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이것은 젠더가 규정한 성별 분업과 여성에 대한 성통제와 관련된다. 한
국의 경우 산업화시기 산아제한이나 현 시기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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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그것이다. 
  넷째, 성 장치는 도착적 쾌락을 정신의학에 편입시켰다. 이는 이성애 정상 구도
를 확고히 했으며 그 외 모든 성을 부정한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 
본능은 비정상으로 간주되어 억압된다. 이는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 안에서 정상 
행위로 묶을 수 있는 성 행동마저도 병리학에 편입시킨다. 푸코는 성이란 대단히 
긍정적인 담론을 수없이 증식시켜서 개인이나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
리하는 힘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체 권력29)’, 즉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이라
고 말했다. 생체 통제 권력은 자본주의 발전의 불가결한 요소다. 자본주의는 생산 
체제 내에 통제된 육체를 통합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인구 현상의 조정을 조건으로 
확고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력의 축적을 자본의 축적에 맞추어 조절하고, 인
간 집단의 증가를 생산력 확대와 이윤의 차별적 배분에 결부시키는 두 조작은 다
양하게 행사되는 생체 통제 권력에 의해 부분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생체 통제 
권력의 발전이 가져온 특이한 점은 ‘규범’이 등장하면서 법률 체계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성
의 이중적 규범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여성에 대한 순결 강조가 지속되고 있고 
성폭력이 가시화 되지 않는 것은 성윤리 규범이 이러한 형태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법이 죽음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젠더 권력은 지속적인 조절과 교정의 기구를 
필요로 한다. 푸코가 강조하는 것은 법이 점점 더 규범으로서 기능하게 되고, 사법
제도는 조절 기능과 관련된 의료기관이나 행정기관에 통합되어 간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권력의 사법체계가 주체를 생산해내며, 그 주체들은 그 결과로 사법체계가 
재현하는 것30)이라고 지적한다. 페미니즘의 ‘주체’로 재현하는 언어와 정치학의 사
법적 구성은 그 자체가 담론적 구성물이고 재현 정치학의 결과이다. 그리고 페미니
즘 주체는 자신이 해방시켜야 할 바로 그 정치체계에 의해 담론적으로 구성된 것
이다. 여성의 몸이 의료에서도 대상화 되고 있는 현실은 그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젠더 규범화를 추구하는 사회는 여성의 삶에 권력 기
술 체계가 통제하고 있다는 역사적 결과인 셈이다. 

Ⅲ. 결론

29) 미셸 푸코(2004) ,<성의 역사1> , 나남신서  

30) 주디스 버틀러(2008),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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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권력의 관계분석은 법의 표상이 작용하지만 이것은 규범의 작동 결과물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욕망은 지배 세력의 권력에 의해 통제되어진다. 욕
망이 법보다 선행하는 것인가에 관한 해답은 법적이고 담론적인 권력, 즉 법의 언
술 중심점에 있는 권력에 밀착된 채 진행된다. 법 이론가들과 군주제가 보여주는 
권력-법, 권력-주권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듯하다. 권력과정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작용에 주안점을 두고 권력 분석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과 주권의 이
론적 특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권력의 법적, 부정적 표상을 벗어버리고 개개인에 대한 법, 금기, 자유, 주권의 
관점과 보호까지 권력에 관해 사유하기를 단념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성은 역사
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금지와 차단의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사회구조와 지배세력의 전술, 장치를 세밀하게 분석해내야 
한다. 
  근대 사회에서 권력은 법과 주권을 행사하여 성생활을 통제하지는 않았다. 그것
은  ‘금지’의 효과 보다 복잡하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규범을 선택해서 통제했다. 
이 연구는 권력에 관한 또 다른 담론 형성을 만들어 내는 방법 중 하나로 푸코의 
권력 이론으로 페미니즘 이론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는 다른 관점의 역사 해독 격
자를 마련하는 의의를 지닌다. 역사 연구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권력에 서로 
대한 다른 이해방식을 볼 수 있다. 
  법 없는 성과 동시에 왕 없는 권력을 생각해보자. 담론은 세력관계의 영역에서 
전술적 요소인 동시에 연합이고, 동일한 전략 내부에도 서로 다르고 모순되는 담론
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그것들은 서로 대립하는 전략들 사이에서 모습을 바
꾸지 않고 유통될 수 있다. 성에 관한 담론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암묵적 이론
에서 파생되고 그것이 어떤 도덕적 분할을 연장하며 그것이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
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성에 관한 새로운 담론은 어떤 제휴와 어떤 세력관계가 어
떠한 대결 국면에서 그것을 활용 할 수 있는가 라는 층위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요컨대 법의 특권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금기의 특권을 전술적 유효
성으로 선택하고, 주권의 특전을 다른 효과를 낳는 세력과의 분석으로 대체하는 것
으로 권력을 설정해야 한다. 즉 법적 모델보다는 전략적 모델 쪽으로 나아가야 한
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이론적 선호 때문이 아니다. 이는 전쟁의 결과물
로 나타났던 무력적인 세력관계는 정치권력의 영역으로 그 모양을 바꿨고 이것이 
서구사회의 기본 특징들로 자리매김 했기 때문이다.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총체적 변혁을 이룰 유일한 집단이나 계급은 존재하지 않
는다. 이것은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세계관이다. 타자화된 집단의 다양한 저항 방식
은 기존 담론을 넘어서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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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속해 있는 사회와 지역, 역사적 공간에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여 여성 이라
는 주체가 그 어디에서도 가정되지 않도록 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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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느 드 보봐르. 이희영 옮김. <<제2의 성>>. 서울: 동서문화사. 2009, 
연동원. <<역사 속의 성 영화 속의 젠더>>. 서울: 연경미디어. 2006.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트러블>>. 서울: 문학동네. 2008.
양해림 외 3인. <<성철학-인간의 성적 욕망은 어떻게 생겨날까?>> 서울: 민음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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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8 우리들의 잃어버린 ‘착한기업’을 찾아서 

8기 조화주

1. 들어가는 말

언제부터인지 주변에서 ‘착하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의미
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음료 광고에서도 ‘착한 드링크’라고 칭하고, 예쁜 
여성을 향하여 ‘착한 얼굴, 착한 몸매’라고 칭찬의 말을 한다. 이렇게 사용되는 ‘착
한’은 사전적인 의미의 ‘착하다’[형용사 :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
다]를 넘어서고 있는 표현이다. 사전적으로는 인간의 품성에 한정된 형용사를 음료
라는 물체, 사람의 외모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음료에 사용된 
‘착한’의 의미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를 강조한 것이고, 사람의 외모에 사
용된 ‘착한’은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칭찬할 만큼 멋지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다. 거리를 지날 때 ‘착한 가게’라는 문구가 적인 상점을 보기도 한다. 이는 소비자
를 속이지 않는 물건을 취급한다는 인상을 주곤 한다. 음식점일 경우 중량이나 원
산지 표시가 잘된 유기농재료를 사용할 것 같고, 카페의 경우는 공정무역을 통한 
커피를 사용할 것 같고, 옷가게의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자연섬유 제품을 
팔 것 같은 이미지를 준다. 

이러한 이미지는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착한 기업가’, ‘착한 기업’이란 
말을 종종 접하곤 한다. 기업광고에서도 자연과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광고를 
통하여 ‘우리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고,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라
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광고하는 기업은 광고 속 이미지와 동일한 이념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광고 속에서만 ‘착한’이미지로 존재하는 기
업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나는 기업이 말하는 ‘착한’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
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통칭되는 ‘착한 기업’이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개념비교를 하고, 우리가 
통상 접하는 기업 중에서 ‘착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 ‘유니클로’, ‘스타벅스’, ‘풀무
원’ 등 사례를 통하여 착한 기업의 허와 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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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착한기업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착한 기업’과의 개념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낮은 출산율
과 고령인구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주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국가경제의 성장
이 둔화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가정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제
공해야할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31)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성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등장한 사
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
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즉,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
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
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32) 이
처럼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영리를 추구하지만 사회적약자의 일자리 창출
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어서 지원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기업
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우리가 통칭하는 ‘착한기업’이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
는 사회적 책임이란 임의의 경영 프랙티스와 내부 자원의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의무를 말한다. 이 정의에서 핵심 요소는 ‘임의
(discretionary)'라는 단어이다. 즉 법률이나 윤리적 기준에 의해 강제성을 띤 것
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의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
무를 통해 한 기업이 사회에 대해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금전적인 것이든 비금전적인 것이든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경영 프랙티스 및 기부 
활동을 통해 그 의무는 수행된다. 이 정의에서 쓰인 ’지역사회의 복지‘라는 용어에
는 삶의 질, 환경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33)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처럼 기업이 이익이라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기업윤리, 고용, 소비자, 환
경대책,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측면에도 균형 있게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을 추구하는 기업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에 맞게 소비자와 상생을 도모하는 
기업을 우리는 ‘착한기업’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기업은 기업 경영을 통한 이윤 창출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에 반하여 ‘착한 기업’은 일반 

31) 김선미⋅김보람, 여성사회적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1.

32) 박동수 ∙ 구언회, 사회적기업 설립과 경영,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1.

33) 필립 코들러 ∙ 낸시 리/남문희,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 리더스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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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같이 경영이익 창출에 무게를 빼지 않고 창출된 이윤을 사회적 책임을 통
한 환원과 생산과정에서 환경과 소비층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공헌을 이루고자 하
는 기업을 말함이다. 이처럼 ‘착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례로 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점검을 통하여 그들이 말하는 이미지적 ‘착한 기
업’이 아닌 진정한 ‘착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기업의 이면

1) 100% 공정무역 커피라서 비싸다? - 스타벅스 코리아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는 1971년 3명의 창업자가 미국 시애틀에서 로스팅한 
커피콩 판매를 시작으로, 1992년 미국 내 165개의 점포를 소유한 커피 전문점으로 성
장, 2013년 기준 61개국에 1만 9천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연간 14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전 세계 15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기
업이다. 이렇게 성장한 스타벅스가 왜 ‘착한기업’으로 알려진 것일까? 그리고 우리나
라의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본사와 어떻게 다른가 알아보자. 

먼저 스타벅스를 왜 ‘착한기업’으로 알고 있을까? 첫째는 스타벅스 커피는 공정무역 
거래를 통한 커피콩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자체 공정무역 인증 프로그램인 
C.A.F.E(Coffe and Farmer Equity practices)는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커피 구매 
방식을 뜻하는데 원두의 품질, 거래 투명성,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등 네 가지 영역
에서 200여 가지 인증절차를 거쳐서 거래되는 자칭 커피의 윤리적 구매과정을 의미한
다. 이는 커피 재배농가, 유통업자, 공급업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제3자가 검증하는 시
스템으로 운영된다. 스타벅스는 공정무역인증 거래로 커피를 구매하고 있기에 ‘착한기
업’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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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무역 커피를 제공하라! - 스타벅스 공정무역 커피 구매 과정

- 1999년 11월, 미국 비영리단체 글로벌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 이하 GE)가 하워드 슐츠

에게 스타벅스의 모든 매장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제공하라는 편지를 보냄. 

-> 스타벅스 거부(원두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 않다는 이유) 

-> GE는 소비자들에게 스타벅스가 공정하게 거래된 커피를 구입하도록 소비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내

용의 편지를 보냄

- 2000년 2월, 샌프란시스코 KGO방송국(ABC방송국 지사)의 탐사보도팀이 스타벅스에 커피를 

공급하는 과테말라 농장을 취재,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힘. 

-> GE는 본격적으로 지역시위 조직

- 2000년 2월 14일, GE는 스타벅스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들에게 스타벅스가 소비자들이 요

구하는 공정한 커피 거래를 수용해야 한다고 청원함.

-> 스타벅스 측에서 7만5천 파운드(약 3만4천킬로그램)의 공정무역 커피를 구입하겠다고 발표 

-> GE는 그 정도는 한 컵으로 치면 한 방울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그 정도로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고 인증받기 어렵다고 알림.

-> GE는 다시 학생, 환경단체, 교회, 그리고 시민단체에 편지를 보내 운동에 동참하기를 요청

함.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많은 지지자들에게 팩스, 엽서, 편지로 스타벅

스에 항의해 달라고 요청.

-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원두콩에 한하여 GE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 

-> GE는 다시 공정무역으로 구매한 커피로 만든 음료를 소비자가 마실 수 있게 해 달라고 요

청

- 스타벅스는 GE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정무역 커피 구매량을 꾸준히 늘려가기로 함. 

- 2015년까지 모든 커피콩을 C.A.F.E 프랙티시즈와 공정무역 기구, 그 밖의 외부 감독 시스템

을 통과해 인증 받은 것으로 구매하기로 약속함.

두 번째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이다. 커피 원산지 보호, 커피 농가 지원 
활동, 친환경 매장 설계, 일회용 컵 없는 매장 등 환경 보호 활동과 지역사회 결손 가
정 어린이 지원, 문화재 지키기 캠페인, 푸드 뱅크 기부 캠페인 등을 국내에서 진행하
고 있다. 이처럼 스타벅스는 공정무역을 통한 커피콩 사용과 사회공헌 활동을 충실히 
하는 CSR을 수행하는 ‘착한기업’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본사 스타벅스와 스타벅스 코리아를 
나누어 지적해보자.

먼저 스타벅스 본사에서 행해지는 착하지 않은 지적으로 첫 번째, 2006년 에티오피
아 정부와 스타벅스 사이의 커피 상표권 등록문제를 들 수 있다. 커피 수출국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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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에티오피아는 자국의 고급 커피 시다모, 하라, 이르가체프의 상표권 등록으로 글
로벌 기업으로부터 로얄티를 받아서 커피농가에 이익을 주고자 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는 이러한 상표권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 이름은 상표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협상을 거부했다. 그리고 유통과 마케팅을 통한 이윤을 에티오피아에 지불하
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두 번째는 영국에서의 탈세 문제다. 1988년 이래 13년간 
영국에서 31억 파운드(약5조3,630억원) 상당의 커피 판매의 세금을 0.28%인 860만 
파운드(약148억7,820억원)의 세금만 내고, 2009년부터 3년간은 영국에서 법인세와 소
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과 정치권의 비
난을 샀다. 세 번째는 공정무역 인증 커피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것이다. 90%이
상이 커피를 자체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하면서, 마치 모든 커피를 공정 무역
으로 인증 받아 판매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지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스타벅스는 유통이익확보를 위
한 커피산지와의 불공정한 거래, 탈세, 그리고 공정무역 인증커피 사용비율을 낮춰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착한기업’은 이미지 마케팅의 일부가 아
닐까하는 의문을 자아낸다.

국내의 스타벅스 코리아를 살펴보면 1999년 이화여대 앞 점포를 시작으로 현재는 
643개(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점)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세계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도시로 284개의 매장이 영업 중에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유통기업인 이마트(신세계) 지분 50%, 미국 스타벅스 지분 50%로 투자 합작회사이다. 
2013년 총 매출액은 4,822억원으로 커피 전문점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스타벅
스 코리아는 대기업 지분율이 50%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기업’
에 적합한지가 의문이다. 물론 대기업 소유의 기업이 다 나쁘고, 다 불공정거래를 한
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대기업의 운영형태가 반영되었다
면, 실제로 ‘착한’ 이란 이미지에 합당한지는 알아볼 문제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착하지 않은 ‘나쁜’ 지적은 첫 번째 한국에서 공정무역 커피는 
‘전시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본사와 같이 공정무역인증 커피는 10% 이내로 
유통되며 1년 중 5월과 10월 일주일씩만 ‘오늘의 커피’ 메뉴에 한정으로 판매된다고 
한다.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착하고 공정한 이미지의 유통방식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두 번째는 메뉴에 숏사이즈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스타벅스에서는 크기에 따라 ‘숏
(237㎖)-톨(355㎖)-그란데(473㎖)’-벤티(591㎖)로 주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숏 사이즈의 메뉴와 가격표가 사라진 대신 아래  쪽에 “따뜻한 음료는 숏 사이즈
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작게 표기되고 있다.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소비자들은 ‘숏 사이즈 자체가 없어진 메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
비자들은 500원 더 비싼 톨 사이즈 주문을 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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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메뉴판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 기업의 이익에 집중하는 영업방식에 불과
하다는 인식을 준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의 불공정한 영업을 들 수 있다. 해외 스타벅스에서는 커피
를 주문하면 리필을 해주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하다. 가격도 미국 등 해외 매장보다 
약 20% 정도 비싼 편이다.『경제학 콘서트』의 저자 팀 하포트도 책에서 "스타벅스
의 마진율이 약 150%"라며 "2.5달러(3,37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의 원가가 커피원
액, 자릿세, 우유값, 전기료, 종이컵, 인건비 등을 다 합쳐도 1달러(1,348원) 미만
(2006년 환율기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아메리카노 톨사이
즈는 3,900원으로 해외 스타벅스나 국내 다른 커피 전문점보다 비싼 가격으로 책
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에선 190ml 밖에 안 되는 생과일주스를 3,800원~4,500
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해외에선 더 다양한 생과일주스 400ml 정도를 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다른 기업과 같이 상품의 원가 공개는 불가능
하다"며 "비싸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하라는 건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또한 “카페인 과다 섭취 염려로 리필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임대료
나 인건비 등을 고려해 각 나라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가격차이
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내 시급은 일본·홍콩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임대료도 이들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스타벅스 측 해명은 고
양이 쥐 생각하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스타벅스 코리아는 라이선
스 계약에 따라 국내의 점포 개설 및 운영과 상표이용 대가로 국내 매출액의 5%
(아메리카노의 경우 195원)를 미국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유독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은 해외 브랜드와 공정무역 커피라는 이미지가  부각되어 
당연히 비싸다는 생각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도 지불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된다.

네 번째로는 커피 전문점 거리제한에 대한 반사이익이다. 커피 전문점 거리 제
한으로 스타벅스만 덕을 봤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해 
2012년에 비해 23.3% 증가한 4,82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247억원에
서 321억원으로 29.9% 늘었다. 점포수도 477개에서 599개(2013년)로 1년 새 122
개나 증가했다. 실적 호조에는 2012년 11월부터 적용된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범거래기준은 가맹점포 출점 시 거리제한을 두
는 규제로, 커피 전문점은 기존 점포의 반경 500m 이내에 동일 브랜드 가맹점을 
낼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이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
정위의 모범거래기준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반사적인 혜택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의 자본을 통한 독식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재를 키운다는 스타벅스의 허울을 들 수 있다. 본사의 하워드 슐
츠는 ‘스타벅스의 힘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적용해서인지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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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 각종 수당 및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등 
직원복지제도가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트너‘라고 부르
며, 선후배 관계 등 사내 문화를 통해 소속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일명 ‘군대벅
스’, ‘아르바이트로 뽑고 직원으로 빡세게 일시키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비정규직에게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을 보인다. 사실 좋다고 알려진 
노동조건도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노동조건이 대체로 너무나 열악한 탓에 좋아 보
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단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시급 5,300원, 신입 매
장직 직원 연봉이 2,000만 원 정도로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CSR 수행 과정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다. 박봉의 직원들에게 자발적 급여 공제 
캠페인을 벌이고 자원봉사 활동들 독려 있다. 2013년 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시간
은 총 6,050시간이다. 자발적인 공제라고 하지만 시급노동자와 저급여 정규직에게 
자발적 공제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위와 같이 스타벅스와 스타벅스 코리아의 ‘착
한’은 광고와 마케팅 이미지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이상으로 살펴 본 바, 스타벅스 코리아는 세 가지 점에서 ‘착한’이라든가, ‘공정
한’이라는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정무역 커피거래와 그에 따른 커피농장 지원 등 스타벅스 본사가 만들
어 온 이미지를 홍보에 적극 활용하지만, 정작 스타벅스 한국 매장에서 공정무역 
커피는 아무 때나 구매할 수 없는 전시용에 불과하다. 스타벅스 본사의 경우에도 
전체 커피 구매량 중 90%를 자체적 윤리구매 프로그램(C.A.F.E)을 통해 구매한다
고 하지만, 왜 공인된 국제인증기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매하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윤리성은 현재도 앞으로도 보장될 것인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국적 기업으로 최대의 커피 구매기업 중 하나인 스타벅스가 자체 
프로그램으로 커피를 구매한다고 하니, 왠지 커피의 공급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인
상을 받게 된다. 

둘째, 한국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대기업 거대자본 투입, 해외의 다른 국가보다 
높은 가격 책정,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가맹점 거리제한’ 대상 제외, 매
장수의 증가로 인한 매출 급성장, 그 결과 커피체인업계 부동의 1위, 그야말로 커
피체인업계의 대기업일 뿐이다. 즉, 거대 자본을 이용하여 경쟁적으로 영업점포를 
늘리고, 매출 극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커피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하므로 비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른 것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공정한 가격책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셋째,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직원들에게 자발적 급여 공제 캠페인을 통해 
돈을 모으고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좋은 직원복지제도를 자랑하는 만큼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할 의무사항도 더 많은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르지만,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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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는 방식은 별로 공정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발성도 의무사항 중 하나로 노동자에게는 부담일 것이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파트너라 부르며 소속감을 주고 정규직 직원만큼 일하도록 한다는 것은 
인재를 육성한다는 명목 하에 젊고 값싼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2) 착한기업? 유니클로 
       
유니클로는 일본의 의류기업으로, 일본국내 854개, 해외점포 441개 등 모두 

1,295 개의 “유니클로샵“ 을 가진, 명실공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순일본
산 패션 회사이다. 한국은 2005 년 롯데와 손잡고 진출, 전국에 총105개의 “유니
클로샵“ 을 운영하고 있다.( daum.2014) 

 유니클로의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이미지로 ‘착한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오늘
의 세계를 위해, 내일의 지구를 위해”, “옷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
고, 모든 제품의 재활용, 동일본 대지진 (3.11)의 부흥 응원 프로젝트, 그 라민 은
행과 공동으로 빈곤 문제에 대한 대처, 미국의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사업, 장애인 고용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전개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유니클로 홈페이지에는 첫 번째 전 상품의 리사이클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좋
은 옷을 생산∙판매하고 사용제품을 보관하고 재사용∙재활용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방글라데시의 빈곤, 위생, 교육 등의 사회적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최대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 그 라민 은행과 ‘그 
라민 유니클로’를 시작해 의류의 기획·생산·판매를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는 장애인 고용을 1점포 1명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홍보 한다. 2001년
부터 일본에서는 2001 년부터 약90 %의 점포에서 고용이 진행되어 직원 간의 커
뮤니케이션을 향상 하고, 배려의 마음이 태어나고 있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시행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 이것은 프로파간다*propaganda가 아닐까. 제품 재활용이
라고 하지만, 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유니클로와 같은, 회사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게 되는 공장 노동자를 착취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PR 사진 여성들도 일본인이 생각하는 ‘빈곤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그려져 
있다. 난민에게 옷을 전달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난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으로 유명하고, 난민들에게 옷을 전달할 때 유니클로 직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로 간다. 장애인 고용도 권력 관계 안에서의 폭력과 성희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다. 장학금도 하필이면 ‘미국’으로 가는 지망자로 제한하고 있



- 96 -

- 마감 시 1엔이라도 돈이 맞지 않으면 영원히 찾는다.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 관계없이 그렇다.(20대 일본여성) 

- 마감 시 돈이 맞지 않아, 다음 날 무임노동을 했다.(20대 한국여성) 

- 겨울에도 매일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한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

리를 하는 고객이라도 친절하게 대응해야 한다.(20대 한국남성) 

- 고객에게 욕을 먹어도 인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와 매장에서의 행동은 모두 매뉴얼화 되어 있지만, 직원들을 보호 가이드는 

없다. 행동이 모두 매뉴얼 화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도 제한되고, 그것으로 

평가 받기 때문에 , 감시되고 있는 것 같았다.(20대 한국여성) 

 - 8 시간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보통 이었다.(20대 일본여성)

 - 대학생 A씨는 최근 패션업체 유니클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마음을 접었다.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유니클로 옷을 개인 돈

으로 사 입어야한다는 것 때문이다. 특히 첫 달에는 직원 할인도 적용되지 않

아 '아르바이트한다고 옷까지 사 입어야 하나' 싶은 생각에 다른 일자리를 알

아보는 중이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유니폼이 없고 반드

시 본인 돈으로 사 입어야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 면서 "알바뿐 아니라 

전체 직원들도 다 사 입어야한다" 고 말했다.(한국. daum 2012)

다. 무엇보다도 어디에 가도 "유니클로" 빨간 로고가 따라 다닌다. 유니클로의 ‘착
한 기업’으로의 이미지 뒤편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유니클로의 홍보와 달리 ‘착한’ 이미지의 이면에는 노동 환경의 가혹함이 
자리 잡고 있다. 유니클로에서 일했던 일본과 한국의 청년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
보자. 

위의 증언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영업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직원 및 비정규
직 아르바이트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잔고가 정확하게 맞는 것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잔고의 부족을 전부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무상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그리고 철저히 고객 제일주의 서비스의 
추구로 내부의 노동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은 강요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유니클로 제품을 입어야한다는 것이다. 매장 직원의 유니폼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
만, 유니클로 제품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구입은 매장 내 근무자가 직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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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학졸업 후 신입채용으로 유니클로에 입사 했습니다. 동기는 약400

명 있었습니다만, 3년째에는 이미 절반 이상이 그만두고 있고, 5년째에는 50

명도 남지 않은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5년 이직률은 80%이상이 됩니

다. 다른 곳은 모릅니다만, 큰 차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떠날 사람

은 많습니다만, ‘인재 배출 기업’이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 진

출하기 위한 이직이 아닌 즉, 스텝업이라는 긍정적인 이유로 그만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아파서’라는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

습니다. 컨디션 불량이나 우울증으로 몇 달 동안 휴직하는 사람이 동기 중에

서 10명은 있었습니다. "어? 이 사람이?"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쓰러

한다. 물론 직원할인이 적용되면 30% 할인이 되지만, 계절보다 앞서 구입해서 입
어야하기 때문에 세일시 가격 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노
동자에게 부당하게 강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유니클로는 매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매출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근로노동시간도 문제이다. 유니클로의 근로노동시간의 가혹함을 나타내는 사건으
로 중국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일본의 잡지 <주간문춘>에서 기사를 썼다. 
이는 노동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유니클로는 잡지사를 상대로 허위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잡지사측이 승소했다. 판결문에서는 유니클로 국내(일본) 매장의 노동 
환경에 대해 <근태 관리시스템, 서비스잔업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중
략)실제로 서비스 잔업을 한 사례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 인정> <(기사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 이다>로 잡지측이 점장의 증언에 기초하여 보도한 장시간 노동의 실
태를 사실로 인정 했다.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장시간 잔업 등에 대해서는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 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기사내용
의 정당성이 인정 되고 있다. 

일본의 유니클로 점장의 증언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노동 환경은 심하다. 표준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월간 약17시간정도이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40시간 에서 
250시간 잔업 시간은 70-80 시간에 이른다. 이것은 과로사 선이다. 또한 300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문춘. 2013) 또한, 2005년 고
이즈미 내각 때 경단련의 제안에 의해 도입된 'white collar exemption' 제도에 
의해(풀타임, 점장 등 지위가 있는 경우에 노동기준법 적용이 완화되고, 일정한 고
정급을 받는 경우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잔업수당 등이 일체 주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직원과 점장의 책임과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직원의 과로사나 
우울증 등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아래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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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버립니다. 이는 서비스 잔업을 포함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잔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

지 않으면 가게가 돌지 않을 겁니다. 현장의 실태로는 오전 11시 오픈 매장 

전, 아침 8시에 출근 하여 마감 시간 21시까지 대략 21 시 반 까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즉, 1일 14시간 근무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일본)

야나이 사장은 "change or die(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를 외치며 직원들을 몰아
쳐 왔고, 강도 높은 업무에 직원들은 이직하기 일쑤였다. 패스트리 테일링의 신입 
사원 가운데 3년 이내 이직률은 무려 30%이며, 한창 심했을 때는 50%에 달했다. 
타 기업에 비해서도 유니클로는 유난히 이직률이 높다. (daum 2013) 우울증과 권
력에 의한 폭력 등이 당연한 직장이 바로 유니클로이다.

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정리하면 노동자 착취를 통한 영업이익으로 사회적인 공
헌?을 수행하는 기업 유니클로는 ‘착한기업’의 이미지는 홈페이지에만 존재할 뿐이
다. 바른 소비를 통한 기업 경영에 일침을 가해야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를 
공략하는 유니클로 앞에서 과연 현명한 소비가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세계에 진출해 있는 유니클로. 한국에도 유니클로가 있다. 매우 위화감을 

느낀다. 형태를 바꾼 식민주의로서도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니클로에서

는, 스스로 원해서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사게 되는 느낌이 든

다. 일종의 유니폼을 입게 된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빈곤하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

지만, 일본에서는 유니클로의 가격은 서민적이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는 유니

클로가 아무리 나쁜 기업이라고 알고 있어도, 사 버린다. 나 자신이 시스템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시스템

이 존재하고 만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글로벌화"의 이름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또한 이번에 느낀 것이, 블랙 기업이라는 말의 문제성이다. "블랙" 라는 말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일까. "블랙" 이

라는 단어가 가진 이중성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랙" 

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백인우월주의에 유래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 (20대, 한국거주 일본유학생)

3) ‘바른 먹거리’ 풀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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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먹거리’ 풀무원은 1984년 창립, 30년이 넘는 식품전문회사다. ‘바르고 정
직한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기업윤리가 
바탕이 된 회사다. 이처럼 풀무원은 이름과 로고, 그리고 광고에서 보여주는 아이
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로 대변되는 건강한 이미지의 한국의 ‘착한기업’이다. 풀무원 
회사홍보 게시판의 내용을 인용하면 풀무원이 식품 기업 최초로 대한민국 지속가
능성지수 전체 종합 1위 기업34)으로 선정됐다. 풀무원은 타 기업보다 '제품서비스
의 안전성 요구 증대(77.39점)', '건강 친환경 친사회를 중시하는 소비자 증대
(72.20점)', '고객의 요구 다양화(70.00점)', '기업에 대한 투명성 요구 증대(66.20
점)'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풀무원은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을 미션으로 윤리·환경·사회책임경영 등 지속가능경영을 꾸준히 실천
해 왔기 때문에 1위가 되었다고 풀이 한다. 즉 풀무원이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 부
서를 두고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 스스로가 자발적
으로 바른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풀무원은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높
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 확대, 공정 시 에너지 및 용수 절감, 탄소배
출량 저감 등 다양한 녹색환경경영 실천,  바른먹거리 조기 교육 프로그램인 '바른
먹거리 캠페인' 확대를 들고 있다. 또한 풀무원홀딩스는 17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MAC)에서 조사·발표한 '2014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올스타(All Star 
Top 30기업) 부문에서 지난 2007년부터 8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이러한 풀무원은 식품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풀무원
은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착한기업’인가 신문기사를 사례로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풀무원 기사는 기업의 두 가지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기업의 적자에도 고배당을 하는 등 대표 CEO와 관련된 부도덕성이다. 
2013년 11월 25일35) 한경닷컴 기사는 풀무원홀딩스, 급한 불은 껐지만…"차입 

의존 과해,   '과도한 차입 경영으로 경고등을 울렸던 풀무원홀딩스가 급한 불을 
껐지만 시장의 우려는 씻기지 않고 있다'로 회사 경영이 힘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5월 27일36) 스카이데일리는 “풀무원…잇단 비양심 구설 속 
적자사 고액배당”, “청정식품 양심 대기업 일군 CEO ‘엇박자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회사이미지를 만들어 온 남승우 총괄 CEO의 부도덕성을 제기하고 있다. 

34) 지속가능성지수(KSI)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공식적인 사회적 책임 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국내 대표 45개 업종 180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평가가 시작됐다. 

35)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lhn@hankyung.com), 기사수정 2013-11-25 21:40:10

36) 스카이데일리,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4-05-27 0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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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120억 적자에도 변함없는 배당 행위 ‘논란’, '풀무원홀딩스 실적이 지속적
으로 하향곡선을 그렸지만 배당금만큼은 떨어지지 않았다. 물론 꾸준한 액수의 배
당금은 남 사장의 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남 사장이 최근 
3년간 풀무원홀딩스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총 66억8175억원 가량으
로 추산된다. 또,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 문제 발생으로 지난 2010년 미공
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 등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매수를 하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와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남사장의 가족문제로, 
남 사장 장녀 남밤비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
졌다. 당시 남 씨에게 40억원 가량을 빌려준 채무자 정 모씨는 “남 씨가 채무 변
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파산신청을 했다”며 법원의 이의신청을 냈다. 여론은 이
에 대해 “1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중견그룹 풀무원의 오너 일가가 파산을 
신청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정 모씨 또한 “남 씨가 
적지 않은 수임료가 지출되는 대형로펌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파산을 했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의 파산 의혹에 불을 지폈다. 풀무
원은 이에 대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여전히 “오너 개인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표 CEO와 관련된 부도덕성은 기업이미지를 가장 고려해온 대표에 대한 소비
자의 신뢰 하락을 주고 그것은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신문기사에서는 '풀무원의 경우 소비자 신뢰가 무엇 보다 중요한 식품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미지 실추는 곧 실적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또한 긴장의 끊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투자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풀무원
이 중심에 선 논란이 알려지기 시작한 2011년 부터 계속해서 순이익 하락 곡선을 
그렸고, 급기야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적고 있다. 

착한기업에는 기업가의 도덕성이 중요함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둘째,  풀무원홀딩스는 2012년 10월 중국산 콩을 들여오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
탈해 관세법 위반 혐의는 벗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37). 2014년 4월 17일38)은 
풀무원, 계열사 내부거래 누락으로 깨끗한 이미지 ‘얼룩’이라는 기사로 재무제표 
상에 꼼꼼히 기록되지 않았다는 기사이다. 

풀무원이 관세법 위반 혐의를 벗었고, 내부거래 규모를 정정고시하면 되겠지만 
이는 투명경영에 불철저함을 보여준다. 

셋째는 착한경영의 하나로 직원 복지, 처우, 경영참여를 중시하는 풀무원이 인력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며 이런 아웃소싱으로 파견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와 
가맹점 운영에 있어 판매사원에게 수수료가 전가되는 내용이다. 

37) 스카이데일리,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4-05-27 00:05:34

38) 시사위크,, 권정두 기자(swgwon14@hanmail.net), 기사입력 2014-04-17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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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5월 9일39) 기사는 '이마트 입점 풀무원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논
란, 사각 지대에 놓인 아웃소싱 근로자의 권리'의 제목으로 간접고용의 문제를 보
여주고 있다.

다음은 기사의 내용의 일부이다. 
인력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이마트 풀무원 시식코너에서 일해 온 비정규노동자가 

일을 시작한지 10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몸이 아
프다며 조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휴식을 취하던 중 회사에서 쓰러졌다. 그
러나 사건에 대해 이마트·풀무원·인력아웃소싱업체 모두 조퇴거부를 한 책임을 회
피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파견직으로 근무한 비정규노동자의 안전 사각
지대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제기되면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이마트의 과도한 간접고용 구조가 다시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송씨는 이마트·풀무원·유엔아이로 이어지는 3단계 하청구조 비정규직 노동자다. 
심지어 인력아웃소싱업체 유엔아이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가 풀무원에 외주를 주고 풀무원과 유엔아이가 판촉활동 도급계약을 맺고 
유엔아이가 다시 송씨 개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형태다. 회사는 송씨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는 불법·편법을 자행한 것이다. 실제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A씨
의 일급 6만5000원은 기본임금 개념이 아니라 ‘판매수수료’로 적혀있다. 또한 계약
은 A씨를 비정규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위탁자로 변신시켰다. 위탁 계약서에는 “담
당매니저 및 매장PM의 사전 동의 없이 지각, 조퇴시 기본 판매 수수료의 50%를 
차감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매장PM은 원청인 이마트 직원을 말한다. 사실상 파
견노동자는 판매수수료로 일당만 받을 뿐 퇴직금도 없는 일용직으로 돼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마트 관계자는 “마트 내 매장의 위탁계약까지는 잘 알지 못한
다”고 해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유앤아이 측에 피해자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일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원청(이마
트·풀무원) 격인 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일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사업장의 근무 실태 조사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직원
이 다친 경우와 인력아웃소싱 업체 직원이 다친 경우 관리 책임이 다른 부분에서 
아웃소싱업체 직원이 상대적 소외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
적했다. 이번 일은 이마트의 간접고용 구조로 인해 아웃소싱업체의 직원의 인권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다단계 하청구조의 비정규노동자가 근
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간접고용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39)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mhkim@wolyo.co.kr), 기사입력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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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

지, 업무위탁계약서를 쓰고 일했을 때 근로자로써 기본적으로 누려야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업무과정에서 수행됐는지는 확인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위탁계약
서를 썼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과정이 근로자와 동일하면 정부는 근로자로 판
단을 할 것이고 풀무원이나 이마트가 계약관계를 위반한 상황이 있다면 연대적 책
임이나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지금 확인 중이다”라며 “이번 사건은 실제로 
원청 하청 관계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하고 풀무원이나 이마트 쪽 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아직은 확인이 필요할 시기다”고 설명했다.

풀무원은 “유족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답이 곤란하다”며 “책임
을 회피하는 발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노무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
은 과로와 스트레스와 밀접한 과계가 있다는 게 의학계 정설이다”라며 “회사는 회
사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관련 기사40)는 '이마트 내 풀무원 시식 판매원 사망, ‘간접고용구조’ 
때문?'으로 사건과 관련해 이마트와 풀무원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이마트 관계자
는  “돌아가신 고인은 협력사원이기에 당사에서는 그분의 근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풀무원 시식사원이기 때문에 이마트에서는 관여를 하
지 않고 있다”며 “관여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풀무원이나 유앤
아이 측에 확인해보라”고 덧붙였다.

또한,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법적으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 “풀무원
은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당사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간접고용구조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다”며 
“모든 인력을 정규직으로 뽑을 수도 없는 거고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을 하는 제도
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주홍 이마트민주노조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이 빚
은 사고”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마트 내 풀무원 코너에서 물건을 파는 것
을 보면 사람들이 풀무원 물건을 판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물건이 들어올 때 이
마트가 매입을 통해 사오므로 이마트 상품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은 이마
트 것인데 풀무원에서 사람이 나와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
다. 또 “풀무원에서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청을 두기 때문에 하
청에 하청을 두는 행위가 문제”라며 “이처럼 파견업체를 통해 사람을 들여오는 것
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40)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mmyky7020@naver.com), 기사입력 2014-05-09  1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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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기사로 전국의 가맹점으로부터 주부사원들을 통한 배달판매 경우 카드
수수료를 주부사원에게 지불토록 하는 것이다. 풀무원건강생활에서는 건강관련 각
종 음용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시중의 대형 유통점을 판매 외에 전국의 가맹점으
로부터 주부사원들을 통한 배달판매가 주종을 이룬다. 최근 경기도 모 지역의 풀무
원 가맹점에서는 고객이 결재한 카드 수수료를 주부사원들에게 전가시키는 불합리
한 사례를 호소해왔다. 이와 관련 동종업계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가맹점 및 본사
에서 주부사원들에게 고객이 결재한 카드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의 요청으로 매일 먹던 제품이 하루 전에 취소될 경우 고스란
히 주부사원들에게 변상시키고 있었다. 이런 경우 주부사원에게 해당제품 가격이 
전액 손실이 된다. 두 가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동종업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역시 미수금 대납이나 취소제품 발생 시 주부사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는 없는 것
으로 밝혀졌다. 결국 풀무원 가맹점만의 불합리한 관행이 주부사원들을 멍들게 하
고 있는 것이다. 매일 새벽잠을 설치며 풀무원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주부사원
의 한 달 수입은 백여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각종 손해까지 주부사원들에게 전가
하면서 원성이 높은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풀무원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점은 
개인사업자로써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만 그 휘하에서 근
무하는 주부사원을 풀무원을 유지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한가족”이라며 “창립 
30년이 넘은 대형 식품회사 풀무원의 명성을 이어 가려면 자사 계열사 관리는 물
론 풀무원의 제품판매를 위해 새벽잠을 설치는 주부사원들에 대한 유효적절한 가
족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풀무원 기업 내와 외의 조건이 다른 분절된 노동의 문제이며 이는 기업
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하청 노동과 가맹점을 통한 풀무원의 영업행태는 ‘바
른’이란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착하고 바른 기업경영을 한다면 적은 수입의 
근로자들에게 영업 수수료를 근로자를 우선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착한기업, 풀무원은 위에 내용처럼 대표 CEO의 문제, 투명경영의 불철저, 간접
고용의 문제, 가맹점 운영의 문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사를 찾는 중에 풀무원(116,500원 2000 1.8%)은 장내매도와 전종업
원주식매수선택권제도(ESPP)41)에 따른 주식 수 확정으로 남승우 대표 이사를 비롯

41)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

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기

본법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 현재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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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1명의 특별관계자 주식수가 6700주 줄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로써 주식보유 
비율은 64.31%로 낮아졌다는 기사42)를 접했다. 

영리기업으로 착한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치로 착한기업이 유지되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언어와 이미지의 ‘착한기업’이 난무하는 곳에서 진정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이익을 기업윤리에 맞게 사회공
헌을 실천하는 진정한 ‘착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
이다.

3. 맺는 말 ‘착한 기업이 가야할 길’

이상 ‘스타벅스’, ‘유니클로’, ‘풀무원’이라고 하는 착한기업을 분석해보았다. 기
본적으로 일반 기업이 목표로 하는 경영 이익 창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창출된 이윤을 사회적 책임을 통한 환원 및 생산과정의 진실성과 
소비자층의 만족도를 높여 사회 공헌의 목적도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인가는 부정적
이다. 

스타벅스는 공정무역 커피를 이미지화하여 마케팅하고 있지만, 한국 매장에서 구
매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다. 커피 구매량 중 90%를 자체적 윤리구매 프로그램
(C.A.F.E)을 통해 구매하는 시스템에 따른 원두 유통과정의 윤리성 및 공정성 또
한 ‘착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스타벅스는 2006년 에티오피아 정부와 스타벅스 사
이의 커피 상표권 등록문제와 같은 유통이익확보를 위한 커피산지와의 불공정한 거
래, 탈세, 그리고 공정무역 인증커피 사용비율을 낮춰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합리적인 가격의 질 높은 의류를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착한 이윤추구

취득 기회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되고,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우리사

주를 취득하게 되어 있어 주가 하락 시 근로자의 재산손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제도와 달리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우리사주를 취할 수 있고, 주가 하락 

시 우리사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되므로 재산손실 위험을 완화할 수 있

다. 스톡옵션제도(주식매수선택권)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 한해 

시가로 자사주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전 조합원이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의 최대 효과는 근로자로 하여금 적은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재산형성을 돕

는다는 데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당장의 비용 지출 없이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생

산성을 높이고, 노동조합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업 등을 줄일 수 있어 노사관계도 

안정시킬 수 있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의 성장이 직접 근로자의 주가수익에 직결

됨으로써 근로자가 기업을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게 된다.

42)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기사입력 : 2014.06.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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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있는 유니클로는 어떠한가. 계약직 근로자의 노동력 착취를 통한 판매비용
절감을 통하여 높인 영업이익으로 ‘착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기업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눈앞에 놓여 진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의 이면에 숨겨져 있
는 근로자의 노동력 착취의 그늘을 소비자인 우리가 걷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착한기업, 풀무원은 대표 CEO의 문제, 투명경영의 불철저, 간접고용의 문제, 가
맹점 운영 등에서 그 문제점을 볼 수 있었다. 

‘착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기업을 말한다. 위의 세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 내부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기업마케팅의 수단으로서의 ’착한
기업‘이 아닌 진정한 ’착한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 존중을 통한 
배려경영과 신뢰와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고객지향의 진정성경영, 상생과 나눔 및 친
환경의 가치를 가진 공익경영을 바탕으로 한 ‘착한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착한 기
업’이 나아가야 할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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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8
여성운동 리더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 한국여성의전화 지부 대표의 경험을 중심으로 -

구돌 최유란 (실천여성학전공 7기)

  이 논문은 진보적 여성운동에서 더 많은 여성들의 여성주의 리더쉽을 키우는 

것이 지속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진보적 여성단체 중 하

나인 한국여성의전화 지부 전임대표들의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현장에서 

여성주의 리더쉽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리더는 여성운동 주체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1.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이 논문은 지금까지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단체 전임 대표들이 말하는 ‘경

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진보적 여성운동 주체로, 과거 여성단체 대표의 역할을 

했던 여성주의 리더들의 활동에 대한 의미와 당시 가졌던 문제의식을 드러냄과 

함께 퇴임 이후인 현재 ‘단절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고자 하였다. 나

아가 여성운동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확장된 여성

주의 리더쉽이 발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조망해보고

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 2010년~2013년에 한국여성의전화 25개 지부에서 대표 임기를 

마친 29명 중 10개 지역 10명의 전임 대표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 연구를 위한 심층 인터뷰는 개별 면담 형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

고, 호남권, 경기권, 영남권에 있는 여성의전화 지부 중 광역 3곳, 중소도시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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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포되었다. 10명의 연구 참여자는 여성의전화에서 5년~20여년의 활동을 

해왔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여성주의 리더쉽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허라금의 이론, 즉 ‘여성

주의 리더쉽’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인 권력 질서로부터의 여성 해방을 목표하

는 정치적 입장으로, ‘여성주의 리더쉽’의 핵심은 목표하는바 ‘변화’에 있으며, 여

성주의 의식을 가지고 보다 해방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 리더쉽

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구체

적인 실천 현장의 주체, 행위자 측면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의 여성주의 리더쉽의 

확장·지속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진보적 여성운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 : 박인혜의 연구, 즉 여성

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유기적 지식인을 

만들어 내는 것, 운동주체의 재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입장에서 출발

하되, 구체적인 실천 현장, 다시 말하면 지역에서 여성주의 리더쉽의 집약적 실

천가로 활동했던 ‘여성운동 주체’의 말하기를 통해 그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가능

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Ⅲ. 여성주의 리더쉽, 정체성 획득 그리고 동요

1. 변화의 장, ‘여성의전화’

 1) 지역 여성운동 리더쉽으로 성장 

  (1) 계기, ‘왜’라는 질문, ‘~싶다’는 욕구 :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의 대한 욕

구, ‘여성됨’에 대한 근원적 물음으로, 이를 설명 할 수 있는 언어를 찾고자, => 

‘인간다움’에 대한 욕망이 ‘여성운동 주체’로의 출발점

  (2) 자각, 새로운 자아 ‘여성운동 주체’ : 여전의 의미는 “학교”였으며 “해방

구”. 5년~20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일회적 교육 참여자에서 회원, 자원 상담원, 

활동가의 과정을 통해 ‘여성운동 주체’, 여성주의 리더쉽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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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해가는 과정

 2) 딜레마에 봉착한 여성주의 리더쉽

  (1) 무한 책임과 최소의 권한 : 지역에 여성주의 가치를 알리는 기표 역할, 조

직 전반을 살피고, 활동가 재생산과 원활한 활동을 위한 노력에서부터 상황에 따

라 결단을 내리고 추진해야만 하는 책임의 몫까지/ 관리자 역할에 매몰되는 상

황, 재정적 부분, 조직 안정화를 위해 헤쳐 나가야 할 부분 등 다양한 형태의 부

담감을 혼자 감내해내야 하는 상황 

  (2) 흔들리는 여성주의 리더쉽 : 권리는 평등하게, 책임은 대표가 가져가게 되

는 상황, 결단과 책임이 필요한 사안들에 파워가 실리지 않는 여성주의 리더쉽, 

활동가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활동가 재생산의 어려움 등,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성주의 리더쉽의 집약적인 행위자로서 과연 수평적인 조직은 가능한가? 수평

적 조직이 담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수평적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

가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

=> 이는 담론과 현실간의 괴리가 발현된 현장의 상황, ‘제도화’가 ‘여성운동의 제

도화’가 되는 역설적 상황, 직장화의 경향성과 이에 따른 운동의 주제와 주체의 

협소화 상황

==> 여성운동, 여성주의 리더쉽, 조직 구조,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와 현장에 

기반 한 풍부한 담론의 필요성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 

2. 정체성의 동요, ‘대표 퇴임’

 1) 퇴임과 함께 찾아온 혼돈의 상황 

  (1) 퇴임 과정 : 퇴임 이후에 대한 개인적인 계획이나 전망 등을 고민할 수 있

는 물리적인 여력이 없는 상태, 개인의 이후 활동 전망에 대해 조직적인 고민이

나, 의논할 상대도 마땅하게 없이, 후임 회장이 세워진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

는 상황 => 여성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험, ‘대표’에 대한 평가의 범위와 무

게는 매우 다르며, 훨씬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경향성

  (2) ‘퇴임 이후’, 정체성의 균열 : 의견이 간섭과 지적으로 해석, 불편해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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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스러워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고 이에 자신들의 경험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방치되는 느낌을 받게, 조직과 소원해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위축되게 되는 결과로, 조직의 안도, 바깥도 아닌 경계에 서있게 => 

개인/ 조직에서 경험·역사의 단절

 2) 스스로 명명하기, ‘여성주의자’ : 여전히 여성운동 주체이며 여성주의 리더쉽

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2.

Ⅳ. 퇴임 후, 여성주의 리더쉽의 고민과 도전

1. 단절된 장, 여성의전화

 1) 공통의 경험, ‘단절’ : 퇴임이후 서운함, 황당함, 분노, 혼란의 상태를 거치면

서, 조직과 감정적 단절 더 나아가 내용적 단절 상태, 다른 시민사회단체 역시 

비슷한 사례들이 있음을 이야기 => 공론화가 필요

 2) 단절이 갖는 함의 

  * 상호인정, 감정적 유대 등이 압축되어 있는 공간의 경계에 서 있으며, 단절

감을 느끼고 있다.

  * ‘단절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조직의 시스템, 특성과 관련

되어 있다 => 경험이 조직에 흡수될 수 있는 방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 이념적 급진성(여성주의 리더쉽)과 현재적 상황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문제

  * 더 많은 여성주의 리더쉽을 개발하고, 성장·변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고민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이자 상황 => 이에 대한 집단적 성찰과 노

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실천이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2. 새로운 도전

 1) 개별화된 선택 : 단체 등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 혹은 준비하는 경우, 직장을 

선택한 경우, 정치 영역을 선택한 경우, 멈춤 상태에 있는 경우 => 공통의 정체

성을 벗어나 각자, 사회적으로 여성단체 대표 경력 불인정, 지역적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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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전 그러나 1인 운동가의 위치 : 포괄적 의미의 여성주의 리더쉽을 발휘하

며 실천하고자, 활동함에 있어 현재 개별적 선택과 미약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등 ‘1인 운동가’의 경향성이 강한 것 => 더 확장된 여성주의 리더쉽으로 성장하

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절실

3.

Ⅴ. 결론 및 제언

  연구 참여자들이 정체성의 동요와 균열, 단절의 경험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제

도화, 그에 따른 공식적·형식적 조직 형태, 직장화의 경향성, 상근활동가 중심의 

전문성 강조와 그 외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 등이 있다. 이는 전체 진보적 여성운

동이 고민하는 제도화와 운동성의 딜레마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리더쉽과 

여성주의의 불편한 결합, 젠더-나이체계에 의한 쌍방향적 위계의 경향성 속에서 

나타나며, 이는 여성주의. 여성주의 리더쉽, 여성운동 조직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담론이 추상적 상태에 머물면서 현실과 담론의 괴리가 발현된 현장의 상황들이

다.  

  이는 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진보적 여성운동에게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함

에 있어 리더로 세워진 이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에 대한 집단적인 고민과 실천 방안이 있을 때에만 여성주의 리더쉽의 지속성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전임대표에 대한 몇 가지의 방안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

다. 첫째, 여성의전화 조직 내적으로는 전임대표에 대한 운동 주체로서의 인정과 

그녀들의 경험, 역사가 흡수·축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전임

대표들의 치유, 성찰, 운동 경험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새로운 길을 도출해 

가는 과정에 대한 집단적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네

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임대표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집단

적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며. 이는 확장된 여성운동 주체의 재생산, 여성주의 리

더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안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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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망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7기 학생 연락처

이름 소속 이메일 연락처(HP)

김경희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kghee97@naver.com 010-8910-4658

정순옥 시흥여성의전화 freedom0326@nate.com 010-3777-4738

이은행 한국여성정치연구소 lee2bank@hanmail.net 010-7310-3751

송도자
일본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

거제시민모임
tyeunbin@hanmail.net 010-3567-4003

강연희 이천여성회 vlfl2000@hanmail.net 010-3343-6841

박선희 천안여성의전화 nowdoit1004@hanmail.net 010-9461-9939

박사옥 안양나눔여성회 clearpa@hanmail.net 010-4773-8799

조화주 YWCA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hwajoo@nate.com 010-2635-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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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여성운동단체 연대체로서 각 단체의 고유성을 존
중하고, 민주․평등․평화를 핵심가치로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조직입
니다. 여성연합은 평등과 평화․소통과 연대․돌봄과 나눔의 대안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요 활동
Ÿ 여성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인식·제도 개선

Ÿ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 성차별 없는 여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인식· 제도 개선 
- 남성이 돌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Ÿ 보육, 교육, 의료, 일자리, 주거 등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
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통한 노인 돌봄의 질 개선
-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 요구

Ÿ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이 확대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 사회 전 영역의 성주류화를 위한 활동
- 여성 정치인·법조인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기업·공직사회의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참여 확대

Ÿ 장애인, 이주민, 노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
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Ÿ 전쟁과 갈등이 사라진 평화·통일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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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남북여성교류와 지원 
- 통일 실현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 확대
- 평화문화의 확산 노력

Ÿ 여성의 리더십 향상과 여성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 여성운동 아카데미, 정책수련회 등 다양한 활동가 교육 진행
Ÿ 국내외 다양한 단체들과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다양한 국내 연대
- 동아시아여성포럼, CATW 아시아-태평양 회의, APWLD,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참관 및 참석 등 국제 연대 

Ÿ 풀뿌리 지역에서 돌봄과 나눔이 살아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 풀뿌리 여성운동가대회 공동주최

Ÿ 1985년부터 매년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여성대회를 주관, 성평등 의제
와 성평등 문화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지부와 회원단체
Ÿ 7개 지부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

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Ÿ 29개 회원단체 -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
더정치연구소 여.셔.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
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
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
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 후원하기
여성연합 후원회원이 되어 주세요! 여성연합의 활동과 운영은 후원회원의 소중한 후
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Ÿ 후원계좌 - 우리은행 064-131858-13-108 / 하나은행 388-810014-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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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여성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납부하신 회비는 연말정산시 세금공제를 받습
니다.

❚ 주소와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1호
T. 02-313-1632~3 F. 02-313-1649 E. kwau@women21.or.kr
H. www.women21.or.kr



- 115 -

여성의 인권과 평등 문화 지원
이 땅의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여성NGO와 활동가 역량강화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소셜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

소개

한국여성재단 

딸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12월, 첫 발을 내딛
었습니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습니다. 나아가 돌봄공동체
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며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재단으로서, ‘딸들
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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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응원합니다.
‘엄마에게 희망을’ 프로젝트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합니
다.
돌봄공동체 구축
미래 세대와 함께 대안적 경제・생활・문화 공동체 활동을 발굴 
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부참여

❙ 국민 079801-04-001536  농협 1279-01-000251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후원하기'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T. 02-336-6364 F. 02-336-6459 E. womenfund@womenfun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