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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의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 토론회가 개최돼 진심으로 기쁩

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힘써주신 #여성이세상을연다_성평등개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정의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재단 및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합

니다.

개헌 국면으로 접어든 2018년, 현행 헌법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성소수자에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개신

교 단체는 “성평등에 다양한 성의 인정이라는 점이 포함돼 있어 반대한다”라고 했으며, 이후 여성가족

부는 ‘성평등’ 용어를 지우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성소수자는 헌법 

밖의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성격차지수가 144개국 중 118위라지만 우리 사회는 크게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GDP, 경제

성장률 등의 수치가 급락하면 온 나라가 들썩이지만 성격차지수가 꾸준히 하락해도 이는 공적 영역에

서 다뤄지지 않는 문제가 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앞뒀을 때도 성소수자의 권리는 정책 대결이 아닌 말

싸움으로 소모된 채 끝났습니다. 결국 성격차지수 118위, 성별임금격차 37.2%가 OECD 국가 중 최고

치라는 성적표는 그리 주목할 만한 이슈가 아닌 나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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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가 헌법 바깥의 그늘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되찾아줄 것만 같

던 누군가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함구했고, 이를 기점으로 보수 개신교와 보수 정당은 성소수자를 헐

뜯고 있습니다. 색깔론 정쟁을 일삼던 그들은 어느새 성소수자를 새로운 정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

다.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라던 퀴어페스티벌 슬로건을 하루빨리 실현할 때입니다. 성소수

자의 권리 되찾기는 나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뀔 수 있도록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변화

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정의당은 성평등한 국가, 차별 없는 국가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개헌안에 반드시 차별금지 사유를 추

가하고 성적지향 등으로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힘쓸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명시해 젠더 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다루는 헌법을 만들어가겠습

니다. 특히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헌법상 ‘양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이끌고, 동반자등록법을 

추진해 이성 간 혼인 관계만이 국가가 추구하는 가족 형태라는 관념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개헌과 더불어 여러분이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선거

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은 지방 곳곳에서부터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

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개신교의 반발로 삭제된 데 이어, 얼마 전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들 역시 지역 개신교 단체의 요청에 수긍해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지방 적폐

를 근절하고 지역 곳곳의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움직임이 있어야 대한민국 젠더 프레임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만 있으니까 ‘양성평등’이지 무엇이 문제냐”라는 물음에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목소리를 

전합시다. 젠더로 발현되는 사회적 문제가 양성평등 프레임에 둘러싸인 채 여성과 남성 머릿수 세기로 

그치게 해선 안 됩니다. 성소수자가 헌법의 보호 구역 바깥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멈추고, 젠더 프레임

의 모든 패러다임을 오늘 뒤엎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조용하고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고착된 젠더 논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려

면 여러 투쟁과 위험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완벽한 성평등 국가’라면 그 

위험은 감당할 가치가 충분한 위험이 아닐까합니다. 정의당이 변화의 과정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소수자와 정의당이 

더욱 굳건한 연대를 이어나가길 희망합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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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의 계보화와 그 효과1) 

이진옥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 페미니즘 이론에서 양/성평등의 변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한국 사회에 기존의 “남녀평등”을 대체하는 용

어로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북경행동강령에서 채택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이 한국 정부에 의해 채택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일상 생활과 학계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되어 왔던 남녀평등이라는 단어는 양성평등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은 새롭게 이식

된 단어라도 볼 수 있다. 류민희(2017)는 “양성”이라는 단어가 한국 현대사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

이 현행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

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남아 있는 1980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일본 헌법을 참조한 것으

로부터 찾는다(77-78). 헌법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은  “남녀평등”와 동의어로 활용되었으나, 성주류

화 정책에서 명시된 gender equality의 영어가 한국어로 양성평등으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젠더에 내

재된 개념적 혼재는 한국적 맥락에서 더욱 혼선을 거듭하게 된다. 

2000년대 성주류화 정책이 점차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양성평등 용어와 프레임에 대한 

비판의 결과로 양성평등은 성평등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나, 정책적 용어는 양성평등으로 남아 있고 학

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성평등으로 gender equality를 대안적 번역어로 대체하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혼용되어 활용되고,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용어로 수용된다. 그러나 2015

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특정 교차사유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면서 “양성평등”은 차별을 배태하는 정책

적 프레임으로 오용되기 시작하고, 2017년 1월『양성평등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면서 

그 때까지 혼용되었던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이제는 이념의 차이를 경계짓는 기표로 구분되기에 이르

렀다.2) 특히 이러한 경향은 2017년 성평등 개헌안이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로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성평등=동성애라며 일부 기독교 세력의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

는 프레임을 구축하여, 이제 사회적으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대립하는 개념인양 재정립되고 있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승인하는 양성평등은 기본적으로 차이의 존중을 원칙으로 하는 평등의 개념에 

위반된다는 측면에서 양성평등일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성평등”은 동성애 반대를 승인하

고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가치를 

모두 훼손시키며 정책에 대한 정보의 왜곡을 가져오며, 현재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략에 대한 전

망을 어둡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절에서는 이념적인 논쟁으로 치닫고 있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대

립적 프레임을 가져온 gender equality에 내재한 논쟁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과장된 대립의 문제를 해

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 발제문은 2017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보고서의 일부분임
2) 최미랑, '성평등'은 왜 '양성평등'이 됐을까...'이데올로기의 최전선' 된 젠더-성소수자 문제, <경향신문> 2017/12/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01710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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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은 첫째, 젠더라는 용어가 지닌 개념적 다양성과 혼재성을 먼저 살펴보고, 둘째 정책적 영역

에서 젠더가 제도화되는 양상 속에서 양성평등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한국적 맥락을 살펴본다. 셋째, 

양/성평등에 내재하는 상충하는 개념들과 정책적 언어에 대한 인식론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양성평

등이 지닌 정책적 유의미성과 한계를 진단함과 동시에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을 점검한다. 

가. 섹스/젠더 구분의 모호성 

젠더는 안 오클리(1972)의 『섹스, 젠더, 사회』3)라는 선구적인 저작 이후 생물학적 차이와 섹스

가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는 개념에 부여하는 행동과 역량을 일컫는 것으로 배치되는 행동과 역

량에 사용되는 방식 사이를 구분하는 분석적 범주로 1970년대 초반 이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

작했다. 오클리는 독립적/관계적, 이성적/감성적, 수학적/언어적 등과 같이‘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

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역할, 심리적 특성, 지적 속성 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

로 형성된 결과임을 설명한다. 이러한 “생물학적” 섹스와 “사회적” 젠더의 구분은 생물학적 차이의 실

질적인 육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효과는 가부장제 체계의 권력을 유지하고 여성의 집안일 역할이 “자

연스러운” 것으로 의식하도록 과장되었으며, 서구 문화에서 젠더 역할의 “사회적 효용성”이 주부와 어

머니로서 여성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하였다(Oakely 1972: 192). 즉, 젠더의 개념화는 “자연

스러운” 여성의 고정된 역할과 태도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여성문제의 “탈

자연화”를 꾀하였다. 이런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젠더에 대한 개념은 젠더라는 단어 사용은 없었으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4)에서 제기된 주장

이었다. 드 보부아르의 논의의 핵심은 젠더 차이는 위계적 대립에서 구성되며, 여기서 남성적 원칙은 

항상 선호된 “규범”이 되는 반면 여성은 “타자(Other)"가 되어, 여성성은 “남자(male)와 환관(eunuch)" 

사이에 결핍된 것으로만 정의된다(de Beauvoir 1972: 295). 

젠더가 지닌 개념적 유용성은 페미니즘 학계에서 적극 수용되기 시작하였고 크게 성공적이었으나, 

사회적 구성물로서 젠더에 대한 학계의 논쟁은 지금까지 진행형이다. 그 개념의 논쟁점들을 하나씩 살

펴보면, 첫째 젠더의 사용법이 단순히 섹스를 대체하는 언어가 되었다는 점이다5). 일례로 많은 서구 

국가의 출입국카드에 기입할 때 섹스란은 단순히 젠더로 대체되었다. 섹스/젠더 구분은 끊임없이 미끌

어졌다. 둘째, 분석 범주로서 젠더는 여성의 다른 말로서, 사회 조직의 성별성을 연구할 때 흔히 여성

만이 그 연구 대상이 되어 여성만이 성별화된 존재(gendered being)이 됨으로써 남성은 기준이 되는 

반면, 여성이 타자임을 확인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셋째, 섹스/젠더 구분이 임의적이고 불분명할 때, 

여성을 젠더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여성”이 집단적으로 지니는 정치적 동력이 상실되고 여성문제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넷째, 생물학적 차이 또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섹스/젠더 구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례로 『가상의 몸: 윤리, 권력, 육체』이라는 책에서 모이라 게

이튼즈6)는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상당히 다른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

3) (Ann Oakley, Sex, Gender and Society)
4) (Simone de Beauvoir, The Second Sex, 1949)
5) Oakley, Ann(1997), "A Brief History of Gender" Ann Oakley & Juliet Mitchell(eds.),
Who's Afraid of Feminism?, New York: The New Press, pp.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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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여성의 생리 경험과 같은 몸의 

사건들은 여성이 되는 것에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반대로 남성성은 그 자체로 의미가 획득되

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몸으로 수행되었을 때 그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섹스/젠더 구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관점에서 스콧은 젠더를 “섹스 사이에 인지된 차이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

의 구성적 요소”이자, “권력 관계를 의미하는 일차적인(primary) 방식”이라고 정의하며(Scott, 1999: 

42), “섹스가 오히려 젠더의 효과”가 된다고 주장한다(스콧, 2001: 218).7) 다시 말해, 이러한 논의는

“생물학적”차이로 지칭되었던 섹스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젠더는 섹스의 자장 위에서 작

동하고 젠더를 통해 섹스는 다시금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 즉 섹스/젠더 구분은 임의적일 수 있으

며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젠더의 논의 또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섹스 이분법의 범주 안에서 작동했다는 것

이다. 이에 쥬디스 버틀러의 “수행성”(performativity)으로서 젠더의 개념화는 지금까지 젠더 논의가 

섹스의 이분법과 이성애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젠더

는 이원화된 섹스를 강제하는 이성애 질서의 지배적인 담론에서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섹

스/젠더 구분은 성별화된(sexed) 몸과 문화적으로 구성된 젠더들 사이의 불연속성을 제안하는 급진적

인 생각이다. 그녀는 젠더 트러블을 통해 “강제적인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를 재생산하

는 제도들과 특정한 의미를 만들고 강제하는 담론을 도전하여 이원화된 섹스의 안정성을 전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버틀러의 논의는 단지 퀴어 이론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수

행성을 통한 여성되기 및 남성되기의 사회적 재의미화와 더불어 기존의 이원화된 남녀를 둘러싼 규범

과 담론을 도전하고 전복적인 페미니스트 실천의 자양분이 되었다. 이러한 섹스/젠더 구분 해체는 결

과적으로 다양한 젠더의 논의들을 확산하고 남녀의 이성애 질서에 도전하는 존재들의 다양한 시민권 

획득을 위한 투쟁의 이론적 지침서가 되었다. 이 관점에서 젠더 개념의 유래를 페미니즘 전통에서 찾

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1960년대 초반 버지니아 프린스와 같은 트랜스젠더는 대학 강연 등을 다니면서 섹스와 젠더 개념을 구분

했고 섹스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런 구분 공

식은 이후 제2물결 페미니즘에서 적극 차용하여 젠더를 주요 분석틀로 사용하면서 여성 차별 및 억압을 

문제 삼는 주요 도구가 되었다. 하지만 비트랜스 페미니즘에서 젠더 혹은 젠더 표현 이슈는 대체로 그리

고 비극적이게도 비트랜스젠더퀴어 맥락으로 사용되었다(루인 2015: 30).8) 

루인에 따르면,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인지적 성의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구성으로서 

트랜스젠더 이론가에 의해 발명되었으나 “젠더 표현은 이른바 생물학적 섹스를 본질적 토대로 가정한

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의 젠더 차용은 트랜스젠더퀴어의 맥락을 삭제하였다(같은 책). 이는 앞의 버틀

러의 논의에서 본 것처럼 젠더의 사용이 섹스의 대체물이 되면서 섹스 이원론은 젠더 이원론(gender 

dualism)으로 치환된 것 이상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젠더 이원론에 따른 젠더 역할 수행은 여성에게 

더욱 억압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젠더 이원론의 해체가 여성성 수행을 종식시키고 기존

의 여성상에서 벗어난 여성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점차 페미니즘에서 적극적인 의제

6) Gatens, M.(1996) Imaginary Bodies: Ethics, Power and Corporeality, London: Routledge.  
7) Scott, Joan W. 1999.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Revised e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0

장,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배은경 역, 여성과사회 13호, 2001.   

8) 루인, “젠더표현, 시스섹시즘, 그리고 트랜스페미니즘”, 2015 한국여성학회 제31차 추계학술대회, 「‘혐오’의 시대, 공감의 
윤리」, 2015년 11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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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gender equality를 양성평등으로 번역하는 것은 

젠더 이원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양성평등 개념은 이미 구별되어진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한다. 젠더에서 가장 비판하는 것은 이분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젠더 이분법은 남자와 여자를 남자 A, 여자 B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A로, 남자

가 아닌 것들을 모두 ‘not A'로 만들어 규정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남자의 반대 개념은 ’여자, 어린이, 

노인‘인 것이다(권김현영, 2016: 22-23).9)

다시 말해, 양성평등 자체가 젠더 이원론에 기반을 두고 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젠더 이원론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근거가 되며, 더불어 “양성”은 여성과 남성을 

어떠한 유형으로 대표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대표되는 유형에 속하지 않은 남성 또는 여성들을 어떻

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게 만드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권김현영에 따르면, 젠

더 이원론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환원불가능한 차이를 규정하는데 교차성의 교차로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남성 간의, 여성 간의 공통성이 다른 교차성보다도 가장 우

선적일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것이 실제 삶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같은 책, 23). 

그런 의미에서 젠더는 이제 생물학적 성에 대비하는 사회적 성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섹스가 어

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다시 성차를 재구성해내며 차이를 차별과 위계화, 배제를 재생산하고 정당

화하는 담론의 내재한 속성을 발견해내는 정치적 효과에 천착하는 “관점”이며 분석의 도구로서 “방법

론”적인 개념으로 위상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젠더는 고정된 범주로 인식하는 정적인 명사이기보다 

인식의 사유 체계를 질문하는 동사로 기능하고, 실질적으로 gender는 en/gendering, gendered의 동사 

형태로 간주하는 것이 적합하다(Pilcher and Whelehan, 2004: 61). 

가장 일차적인 권력 관계이자 사회적 범주로 기능하는 젠더는 여성과 남성, 즉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태도와 인식, 편견 등의 심리적인 요소와 더불어 군대 등의 제도와 조직 체계 및 조직 문화 등

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조화하여,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특성들을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에 

귀속시키는 효과를 밝힌다(Acker, 1992). 그 결과 발생하는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는 단순히 여성과 남

성의 위계적인 관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에 의해 구조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젠더 

불평등은 각 개인이 처한 다른 사회적·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른 모양새를 갖고 다른 사회적 범주들, 

즉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인종, 언어,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장애 여부, 성 정체성 등과 맞물려

서 중첩되는 교차적 속성을 지닌다. 즉, 젠더 또는 성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 성

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별화되어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에 의해 노동과 가치, 책임

과 의무가 다르게 배분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페미니즘에서 젠더는 교

차성(intersectionality)을 담지한 개념으로 그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교차성은 기존의 위험요소들이 어떻게 젠더와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와 교차되면서 구성되는지, 혹은 여

러 가지 사회적 범주들이 교차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현실들(위험들)을 만들어내는지제 주목하는 관점이

자 분석방법... 이때 젠더는 단순히 남성다움/여성다움, 남성성/여성성이라는 이항대립적 성별정체성이거

나, 기대역할, 생물학적 섹스와 변별적인, 혹은 이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성(성차)라는 개념을 넘어선다. 

계급이나 인종처럼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권력 체계(power system)이자 억압과 차별을 (재)생산하는 축이

9) 권김현영(2016) “젠더 개념에 대한 이해”, DAK 전문교육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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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젠더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복합적 억압의 매트릭스 안에서 “다

른 권력체계와 주요하게 맞물린 연동체계(interlocking system)"(Zinn and Dill, 1996: 326)이다(이나영, 

2014: 40).10) 

  

다시 말해, 교차성의 개념이 젠더와 융합되면서 젠더 불평등의 반대어로서 gender equality는 양성

평등으로 번역되는 것이 오류라는 것이 핵심이다(배은경, 2016). 그 이유는 이러한 복합적인 얼굴을 

지닌 젠더 불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서 평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며, 앞서 본대로 이미 이

는 젠더 이원론에 근거한 바 다양한 스펙트럼의 젠더 논의를 삭제하고 젠더 이원론을 강화시키는 오

류를 범함으로써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성평등은 

젠더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분리되고, 여성들/남성들 안의 차이와 불평등의 문제 

및 다른 사회적 범주들과 상호작용하는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교차성의 문제가 간과되어 문제해결의 

방법론이나 정책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방식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일부 기독교 세력에 의한 이념적 낙인과 왜곡은 쟁점적인 젠더 평등에 대한 쟁점을 일부 포함하고

는 있으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배제와 혐오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평등”이 아닌 “차별”이기에 그들

이 주장을 양성평등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록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의 역사와 그 결과를 

만들어온 여성운동의 역사를 삭제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다음 절에서는 양/성평등의 용

어가 사용된 한국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양성평등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되짚어 보겠다. 

나. 양/성평등의 한국적 맥락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성주류화 정책이 한국 정

부에 의해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남녀평등”을 대체하여 본격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는 성

주류화 정책과 그와 관한 일련의 사업과 정책들이 국제사회에서 이식된 것이라는 점에서 “번역”의 문

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내포한다. 그 해당 지역에 고유한 역사와 발전 과정 없

는 새로운 문명의 유입은 단순히 단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맥락까지 이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구 

사회에서 수십 년간 학계와 여성운동, 정부 기관, 국제기구들과의 협상 끝에 마련된 성주류화 정책의 

채택은 지역화(localization)를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한다. 더구나 성주류화 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탄

생하여 정부에 의해 강력히 실행되면서 로컬(locale)의 맥락으로 안착시키는 작업은 이중 삼중의 번역 

작업을 수반한다. 비록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에 손명순 대통령 부인을 비롯

한 정부기구 대표뿐 아니라 비정부대표로 여성단체회원 6백여 명의 대규모가 참가하여 성주류화 정책

이 반드시 정부에 의한 하향식(top-down)이었다고 단순히 평가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주류화 

정책의 언어와 구체적인 사업안은 분명 정부의 선도(initiative)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성주류화는 국

제사회와 정부가 주도하여 여성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에 확산된 것이다.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 이후 젠더(gender)의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정책적 언어로 처음 도입된 

10) 이나영(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중층적 위험: 불/변하는 여성들의 위치성과 성평등의 ‘신화’”, 한국여성단체연
합, 「베이징 +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걸어온 길 그리고 가야할 길」 자료집, 2014년 11월 
11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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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젠더는 성, 성별 또는 양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일례로 gender mainstreaming(성주류화), 

gender budget(성인지 예산), gender statistics(성별 통계), gender impact assessment(성별영향평가), 

gender gap index(성격차지수),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등의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젠더"를 도입하기 보

다 젠더는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언어로 장착하는 것에 대한 관

료사회의 저항의 결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성주류화 정책에서 파생한 언어들은 “성”으로 번역되는데 

반해, 유독 젠더 평등은 “성평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학계와 달리 관료사회 및 정책전문가 집단에

서는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번역되어 통용되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와 학계에 의해 담론과 의제가 확산되기 이전에 실시되기 시작한 성주류화 정

책을 정부 주도형으로 실행하려고 할 때, 정부 내부의 관료집단과 공무원 개개인들의 저항이 적지 않

았다. 그 결과 성주류화라는 용어 속의 젠더를 여성정책과의 차별화와 이해가 용이하고 개념을 수용하

기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젠더는 “양성”으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또한 양성평등의 언어 채택에는 

현 젠더 질서 변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전략적인 의도도 

함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성평등이 정책적 언어이자 문화 변화의 도구로서 개념화된 초기의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그 함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2001년 1월 ‘양성의 평등한 사회 실현’이라는 기조

를 바탕으로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그 산하 조직으로 세워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2003년 

『양성평등 알고보면 쉬워요』라는 책의 출간으로 양성평등을 대중적인 문화의 변화적 도구로서 차용

한 것을 알 수 있다.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이유는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 가족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이

룩하는 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앞장서, 남녀가 평등한 민주적인 인권사회가 하루 빨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한명숙, 2003: 28).11)  

여기서 초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은 양성평등의 일차적 과제로서 호주제 폐지를 제시한다. “양

성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누군가는 소외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가

족법개정의 큰 의미는 그 동안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로 인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즉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많은 규정들이 상당부분 없어지고 불평등한 가족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호주제 폐지를 촉구한다. 다시 말해, 양성평등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

처럼 가족 내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고 헌법에 명시된 것의 한 궤로서 호주제 폐지가 이

루어지기 이전의 양성, 즉 부부관계의 평등을 위한 수단이자 목표로서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이이효재의 글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녀는“양성 사이의 평등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관계에서 

보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문화질서”로서 예의를 설명하며,“양성평등은 인간관계 문화질서의 기본”이

라고 강조한다(이이효재, 2003: 121). 다시 말해, 양성평등은 평등부부와 다르지 않은 말이었다.    

다른 한편, 양성평등은 현저히 부족한 관료 사회에서 “남성위주의 사고와 여성에 대한 편견”이“여성

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진단과 함께 “남녀의 차별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남

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다(이의근, 2003: 29.12) 더 

나아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여성인력 활동 방안으로서 양성평등이 언급되기도 한다.“선진국 문

11) 한명숙, “휘파람을 불어라~ 변화하는 여성, 당당한 여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03) 『양성평등 알고보면 쉬워요』 
12) 이의근, “호칭 바꾸기! 구호만 ‘양성평등’ 표현은 ‘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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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를 잡았으면 양성이 협력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김중량, 2003: 47).13) 이런 논의는 양성

평등이 관료제 사회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

능하게 한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발령 난 후 처음 접한 공직부문에 대한 양성평등정책은 그야말

로 좌충우돌 그 자체였다. ... 같은 분야에 근무하는 남성은 물론 여성들도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이론적 

기반이나 설득논리가 부족하고, 설령 알고 있는 지식도 끼어 맞추기식이었다. 일반국민들이나 동료 공직

자들도 오랜 가부장적 문화가치로 인해 당시 여성부 신설을 비롯한 여성정책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특히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지만 남성들의 반발에 대응한 논리 개발과 설득의 과제는 핵심에 

접근하는 가늠자가 되었다. 결국 보편적인 양성평등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잠재적 의식전환이 절박한 문제였고,…(정부효, 2003: 53-5).14) 

사무관의 직위로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부효는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대

한 정신은 남녀 양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영국 시인 콜리지의 말을 빌어 특정성이 아닌 여성성과 남

성성의 균형적인 시각과 경험의 중요성을 일컫는 “양성성”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역설한다(정부효, 2003: 49). 양성성을 통한 섹스/젠더 체계의 역전을 꾀한 것은 이미 게일 루빈이 시

도한 것으로서 양성평등의 언어가 지니는 전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15) 

이러한 지역화(localization)의 일환으로 “양성”으로 번역된 성주류화 정책의 한국적 수용은 관료사

회의 저항에 맞선 협상의 결과물이자 당시 호주제가 철폐되기 이전 상황에서 가족 내의 남성과 여성

의 평등의 전략이었다. 즉, 여성정책에 남성을 포괄함으로써 남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언어 선

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반드시 한국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기는 힘들다. 신

경아는 “‘양성평등’이란 말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단어”라고 평

가하지만,16) 양성평등과 유사한 논의는 국제사회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진행된 바 

있다. 그러고 이러한 논의는 학계와 정책전문가 집단 간에 용어 사용에서의 다른 결들을 지니고 있다

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인문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 페미니즘의 언어가 행정의 언어로 번

역될 때 발생하는 격차는 단지 페미니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재한 정책의 속성이라는 점이라는 것이

다. 학문은 사상의 복잡계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정책은 최대한 단순화된 언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다른 방향의 지향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시간적 격차에 대한 이해 없이 앞서 논의한 젠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수준을 평면에서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젠더 평등을 주류 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위치시키는데 기여한 성주류화의 토대가 되었

던 GAD(Gender and Development)에서 젠더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는 

13) 김중량, “시대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제도를 만든다”
14) 정부효, “양성성에 코드를 맞춰라”  53-55 
15) . . . 레비스트로스와 프로이트에 대한 해석은 페미니즘 정치화 페미니즘 유토피아에 대한 비전을 제공해준다. 그들의 해

석은 우리가 남성의 제거가 아니라 성차별주의 및 젠더를 만들어내는 사회 체계의 제거를 목표로 해야 함을 보여준다. , , 
, 우리는 여성으로서 억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이어야 한다는 범에서 억압받고 있으며, 아마나 그 점은 남성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 억압의 철폐 그 이상을 꿈꾸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또한 강제적 섹슈얼리티와 성 역할들의 제거를 꿈꾸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꿈은 양성적이며 (섹스
가 없진 않겠지만) 젠더가 없는 사회에 대한 꿈이다. 그런 꿈속에서 한 사람의 해부학적 성은 그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을 
행하며, 누구와 사랑을 나누는가 하는 문제와는 무관할 것이다(게일 루빈, 2015: 139-141). 

16) 신경아(2017) “[여성논단] 성평등 반대 소동을 지켜보며”, 여성신문, 2017/12/15. 
http://news.womennews.co.kr/news/12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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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개발 패러다임에서 성주류화를 통해 여성정책을 WID(Women In Development)에서 1980년

대 발전한 GAD로 전환시켰다. GAD에서 함의하고 있는 gender는 핵심적으로 젠더 분석을 내포하는

데, 젠더 분석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 분석의 근본적 가정 중 하나

는 남편과 부인의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 혹은 ”통합성(togetherness)"이다(Razavi and 

Miller: 1995).17) 이는 기존의 가족이 하나의 단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단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

나 “갈등적 협력(cooperative conflicts)” 관계로 보는 아마티아 센의 전환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기서 핵심은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상호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Sen, 1990). 더 나아가 

WID에 대한 비판적 쟁점은 여성의 재생산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GAD를 주창했던 “Subordination of Women(SOW)" 그룹은 사회주의에 기초하여 여성의 재생산 역

할을 개발 패러다임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Whitehead, 1977; Pearson, 1981). 이들은 젠더를 사회적 

관계의 일부로 보고, 전통적인 경제학적 범주를 젠더관계 분석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앞서 젠더 이원론에 대한 페미니즘 내부의 논쟁을 살펴본 것처럼 비록 젠더라는 용

어가 섹스를 대체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학자들이 비판했듯이 젠더는 기존의 섹스 이분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양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일련의 사회적 관계로서 

젠더”18)가 지니는 정책적 함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

서 젠더 이원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초기 양성평등 담론에서 평등 부부나 남성의 통

합 등의 내용은 GAD의 문제의식과 공유하는 지점이 많으며, 관료사회 남성의 저항을 약화하기 위한 

성주류화의 중요한 도구인 젠더 훈련(gender training)에도 자주 반영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젠더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양성”의 관점이 여기에도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경여성대회에서 남반구 여성은 젠더라는 용어가 가져올 수 있는 여성 의제의 기술관료

화, 여성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찬양이 가져올 수 있는 무력한 상대주의, 그를 통한 여성의 탈정치

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목소리 친가족, 친종교를 주장하였던 보수주의 페미

니스트 오리어리(O'Leary, 1995)의 젠더에 대한 반박에서 구체화되었다(Baden and Goetz, 1997). 다

시 말해, 국제 사회의 성주류화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논쟁적이었으며,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한국적인 

정치적 맥락에서만 비롯되거나 “양성평등”의 언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젠더 이원론에 대한 대안이 젠더 이원론 해체만이 아니라 재구성을 위한 논의

도 필요하다는 것이 인지된다면, 양성평등의 과제,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의 평등을 어떻게 정책적

으로 실현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여성정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유럽의회에서 차용하고 

있는 젠더 평등은 동시에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과 병립적으로 쓰여진다. 

젠더 평등은 공적·사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both sexes)의 동등한(equal) 가시성과 권한

(empowerment), 참여를 의미한다. 젠더 평등은 젠더 차이가 아니라 젠더 불평등의 반대어이며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전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와 여성과 남성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동등하게 수용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 평등은 다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현존하는 - 계급, 정치적 견해, 종교, 종족, 인종 또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관련한 - 차이들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 평등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여성적(female)·남성적(male) 가치

와 우선순위에 보다 나은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더 전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

17) 김영옥, 마경희(2004) 『주류화와 성평등의 논리: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편역서』
18) Kabeer, Naila(1994) Reversed Realities, London: Verso, 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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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19) 

다시 말해, 양성평등이 함의하고 있다고 보이는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은 젠더 평등의 일부가 된다. 

다시 말해, 젠더 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동등처우 관점과 “여성

의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의 여성의 관점, 그리고 “차이에 동등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성인지적 정책 분석의 젠더 관점을 포괄하는 “평등 걸상(equality stool)"을 함의한다(Booth and 

Bennett, 2002).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희진(2017)은 아래처럼 양성평등은 남성을 규범으로, 여성을 부수적인 타자로 만드는 

방식이며, 양성평등은 동성애 남성에 대한 폄하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기존의 권력의 젠더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의 수사인 것이다. 양성평등의 용어는 기존의 성평등과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은 젠더를 어떻게 한국 사회에 토착화할 것인가의 중요한 담론적 작업을 심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공식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이다. 정부 기구

나 여성 단체의 명칭뿐 아니라 일상적 대화에서도 ’양성평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페미니즘 그 자체이자 

목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gender equality'의 의미는 성별/들 간의 평등이거나 성별 제도로 인한 차별 

시정을 뜻하는 것이지, 양성 간의 평등이 아니다. 나도 전략적 차원에서 간혹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만, 양성평등은 여성주의의 덫이다. 여성주의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 정의로서 성차별을 철폐(완

화)하는 것이지,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역사도 역사지만, 집단과 집단이 평등해지는 것

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정희진, 2017: 49).  

정희진이 위에 지적하듯이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료 사회에서는 양성평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바 있으며, 이는 여성주의 논쟁의 첨예한 쟁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다. 

양성평등 담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성의 성 역할과 여성의 성 역할 위계를 비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

성을 기준으로 한 논리라는 데 있다. “남자 못지않은 여자”, “계집애 같은 놈”,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여자” 등으로 표현되는 뿌리 깊은 인식은 남성, 여성과 관련된 제반 의미와 기호

가 이미 매우 위계적임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양성평등은 남성이 여성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

라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과 같아지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추락이나 동성애자가 되는 것, 못난 남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정희진 2017: 49).20) 

“젠더가 작동하는 근본 구조는 변함없는 상태에서, 자유주의 차원의 평등은 남성에게는 오해와 반발

만을, 여성에게는 허울뿐인 평등을 약속할 뿐”이라면서, “평등의 기준이 경쟁, 승부, 부패, 우열이 작

동 원리인 남성 중심의 ‘사회’인 한, 진정한 양성평등은 없다”(50, 53쪽)고 단언한다. 이와 유사하게 

문지영(2012)도 문제를 제기하지만,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평등으로서 “양성평

19)  Source for this term: Council of Europe, Gender Mainstreaming conceptual framework, methodology and 
presentation of good practices - Final Report of Activities of the Group of Specialists on Mainstreaming 
(2004).

20) 정희진. 2017.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엮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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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한다. 

민주적 평등으로서의 양성평등,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평등(equality of men and women)’이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 간에 어떤 (그러니까 의석수에서든 교육 ․고용 ․승진 기회나 급여 수준에서든) 

평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이 각각 자유로운 주체로서 

평등한 것, 서로 평등하게 배려되고 존중받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여성정치할당제는 바로 그런 선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문지영 2012: 177-8).21)

다시 말해, 양성평등의 담론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

와 대조적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으로 주장하는 김은주(2017)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

하고 있다. 

성평등 관련 조항에서는 명확하게 헌법적 원칙으로서 실질적 성평등을 지지해야 한다. 남성과 같은 평등

(equality with men)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을 언급해야 한

다. 남성과 같은 평등은 남성이 규범을 대표하는 것을 가정하지만, 성평등 헌법은 후자의 가치를 담아 남

성과 여성간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차별이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회에서의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담아야 한다. 적극적 조치는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특정집단에 대해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임용, 선출 등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를 말한다.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조건의 차이를 무시한 채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불평등한 결과를 낳고 있는 불평등한 조건을 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평등 촉진을 위해 복무하

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도 담아야 한다(김은주 2017: 50).

이러한 상황은 평등을 어떻게 실현하고 구현할 것인가의 철학적 정책적 쟁점을 담아내는데 있어 양

/성평등 담론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상을 나타낸다. 문지영은 드워킨의 논의를 빌어와, 어떤 평등

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를 양성평등의 과제에 적용한다.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로서의 평등권은, 어떤 재산이나 기회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런 재산들과 기회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정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평

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이다. 그는 이것을 ‘분배적 평등’과 구별하여 ‘정치적 평등’혹은 ‘민주적 

평등’이라고 부른다”(문지영 2012: 177). 이는 콜린스(Collins 1990)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인식론과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려와 존중, 돌봄, 책임의 가치가 그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과 한 

궤를 같이 한다. 

21) 문지영. 2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여성정치할당제 문제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여름호(통권 26호): 
14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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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정에서의 양성평등/성평등 담론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의 의의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은 2000년대 중반, 여성부 내부로부터 제기되

기 시작했고 여성부와 17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초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 작업이 수행되었

다.22) 18대 국회에서도 여성위원회가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위원회 차원의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입법자문위원회와 실무지원팀을 구성

했다(제281회 여성위원회 회의록 2009.03.26.). 입법자문위원회가 만든 시안은 2009년 11월, 여성위원

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었고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안건으로 올랐으나 참석의원들의 연기 요청으로 

공청회 개최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결국 무산되었다(제284회 여성위원회 회의록 2009.11.30.). 2010

년 6월과 11월에 신낙균 의원과 정부가 각각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여성가족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문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고, 2014년 4월 28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동년 5월 

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 개정 요구가 나온 지 10년 만에 전면 개정

이 이뤄졌고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명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

다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 바뀌고 여성정책의 기조도 ‘여성발전

(Women in Development)’23)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려고 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12; 홍미영 2015, 4). 이러한 변화에 대해 여성발전

기본법 전면개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여성발전’이나 ‘여

성정책’의 강조가 ‘여성 대상 정책’으로 협애화되면서 성평등의 가치와 방향이 흐려졌던 부분들이 여

성과 남성의 동등한 책임과 동등한 권리의 향유라는 이정표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차인순 

2014, 62)고 평가했다.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의 변경만이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이 이뤄졌다. 정

책 추진체계 강화, 성주류화 조치 체계화, 참여 확대, 인권보호와 복지증진,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 실

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내용들이 법제화되었다.24)

그러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은 실천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도가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unexpected effects) 또는 제도를 구상할 

때 우려했던 부작용(side effect)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정책결

정과정에 참여했던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우려했으며 반대했으나 정책결정자들이 외

22) 2005년 국회여성정책포럼은 ‘성평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간담회를 진행했고, 국회여성
가족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를,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의 효과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
행했다. 두 개의 보고서는 모두 여성발전기본법의 대체입법으로 ‘성평등기본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김엘림 외 2004; 장
영민 외 2006). 

23) 여성발전은 ‘Women in Development(WID)’에서 ‘Women and Development(WAD)’, ‘Gender and Development(GAD)’,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등으로 변경되어 왔다. 

24)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인순(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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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고 타협했던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법의 명칭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의 정의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차인순 2015)고 말했지만 

현실에서, 특히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양성평등’은 50 대 50의 기계적 평등으로 해석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기계적 평등의 적용이 남성이 과잉대표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영역에 적용되

는 것이 아닌, 여성들이 그동안 어렵게 쟁취했던 영역을 다시 남성에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적용되었

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대립적 개념으로 설정해버렸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가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

와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삭제를 요청했다.25)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양성평등주간행사에서 여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

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기까지 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전면 개정 이후에 지방자치

단체의 성평등 기본조례가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뀌는 퇴행이 일어났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

별시, 전라북도 4개 지자체만 ‘성평등기본조례’로 명칭을 유지했고 나머지 13개 지자체는 ‘양성평등기

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했다(김선욱 2016, 130-131). 더욱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양성평등은 ‘여성혐오

(misogyny)’를 장착한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하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반발

(backlash)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극우 

기독교 집단은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을 구성해 ‘양성평등 찬성, 성평등 반

대’ 프레임을 갖고 헌법에 ‘성평등’ 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조직적·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26) 

이러한 현상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극우 기독교 집단의 성평등 반대운동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정당, 

그리고 국회가 이들 집단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극우 기독교 집단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어떠한 반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했을 때 ‘성평등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양성평등기본법 전부개

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는 것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그때도 존재했다는 것을 의

미하며, 그때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 법의 명칭으로 채택된 데는 나름의 정치적 맥락이 존재했

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과 이러한 논쟁 속에서 성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이 이뤄

지던 당시의 정치적 맥락과 논쟁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정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여성발전기본법의 새로운 명칭은 ‘성평등기본

법’으로 명명되었다. 2005년 12월 13일, 국회여성정책포럼과 진수희 의원(소속: 한나라당) 공동주최로 

“성평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이름으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8

25) 그런데 법제처의 조례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조례명은 그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규의 규율 내
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알기 쉽게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해도 무리는 없다(김선욱 2016, 130). 

26) 극우 기독교 집단(동반연)이 ‘양성평등 찬성, 성평등 반대’라는 프레임을 들고 활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채윤(2017)의 글에 
자세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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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국젠더법학회가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과제의 보고서 제목도 『헌법과 성평등 관련 법률

의 향후과제』였고, 2009년 국회여성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의 명칭도 “「성평등기본법」 입법 토론

회”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여성부(장관: 변도윤)가 2008년 11월에 발표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

정법률안이 제시한 새로운 법명도 ‘성평등기본법’이었다.27) 

이들 토론회와 과제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단순히 기존 ‘여성발전’을 

대체하는 단어가 아닌,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로 여성을 온전한 (개인) 주체로 

세우고 성에 기초한 불평등한 권력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이때 ‘성’과 ‘성평등’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김엘림 교수는 “성(sex, gender, sexuality)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및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

여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상호존중·협력하고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평등·평화·발전을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김엘림 2005, 3). 그리고 “‘남녀평등’이나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

확히 했다(김엘림 2005, 15). 이러한 정의와 관련해 논쟁이 없지는 않았고28) 일부 학자들은 ‘남녀평

등’과 ‘성평등’을 크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반대는 없었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 초로 당시 여성단체들이 제8차 헌법 개정 과정에서 ‘양성평등’ 단어를 사용

했으며(류민희 2017), 실제 헌법의 혼인 관련 조항을 수정하면서 ‘양성의 평등’이 법적 용어로 등장했

다. 즉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1조)에서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제34조 1항)로 변경되었다.29)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집단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남녀평등’으로 명명하는 것이 일

반적이었고, 이때 남녀평등은 영어의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을 의미했다. 그런데 양성

평등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점, 즉 2000년대부터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대체하는 단어가 아닌 성평

등, 즉 영어의 ‘Gender Equality’를 대체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김경희 교수는 “최근에 여성부는 그

동안 사용되어 온 젠더, 성인지 정책, 성주류화의 대중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주류화를 양성평등 정

책의 중심화 혹은 보편화, 성인지를 양성평등, 젠더를 성별, 성인지 통계를 성별통계로 바꾸어 부르기

로 결정했다”며 여성부가 “결국 성주류화나 젠더 개념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김

경희 2005, 37-38).30)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 또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성

부가 일방적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을 비판하고 “변경된 용어는 기본개념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동안 

27) 여성부는 이후에 시안의 내용 일부를 변경했고, 이명박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새로운 법
명으로 ‘여성정책기본법’을 제시했다. 

28) 차선자 전남대 교수는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일차적 단계는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에 대한 발전을 촉진해야 하
며(‘여성발전법’ 단계), (그 이후에) 여성의 발전을 강화하며 여성들 사이의 계층에 따른 평등지수의 차이가 없도록 여성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단계(‘여성정책기본법’ 단계)가 있어야 하며, ‘성평등기본
법’ 논의는 ‘여성정책기본법’에서 추구하는 바가 구현된 다음 단계의 논의”라며, “우리의 성평등 파트너인 가부장적 이성애 
성향이 남성들이 성평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덕성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평등기본법’ 논의는 성평등을 구현
하는 과정이 방법론적인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차선자 2011, 44-46).

29) ‘양성의 평등’에 대한 유래에 대해 류민희 변호사는 1946년 일본 헌법을 제시한다. 일본 헌법 제24조 1항은 “혼인은 양
성의 합의만을 기초로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도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
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류민희(2017) 참조. 

30) 김경희 교수는 “정책용어들이 대중적이지 못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용어를 개발하거나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이해시키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희 200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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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의 발전을 이끌어온 여성운동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김경희 2005, 

37). 

여성계와 일부 여성학자들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했음

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정의하려 하지 않았고 여성부 

장관조차 두 개념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혼용해 사용했다.31)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겠다고 언급했는데 2008

년 12월에 여성부가 직접 마련해 제출한 개정시안의 명칭은 ‘성평등기본법’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시안을 살펴보면, 제3조(정의)에서 ‘성평등정책’과 ‘성인지정책’을 

정의했는데 이 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정의된 ‘여성정책’보다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의되었던 성평등 개념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즉 성평등정책은 “성 또는 성역할 고정관

념을 이유로 한 차별·폭력·편견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헌법상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고 능

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성평등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단 특정 성의 발전과 권익 또는 

복지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전체 성평등에 기여할 경우 이러한 정책도 포함한다”고 정의했으며, 성인

지정책은 “특정 성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성별 영향을 인식·반영한 정책을 말한다”

라고 정의했다(조숙현 2008, 101).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여성부가 ‘성평등기본법’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때까지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둘러싼 개념 논쟁이 학술적 또는 정책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이 주류 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가 시작

된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전조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존재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여성발전기본법의 새로운 명칭이 ‘여성정책기본법’이었다는 점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를 꺼려한 정도이지 적극적 반대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안 총칙에 있는 제1조(목

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민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하는 시도는 19대 국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시작되었다.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에 신경림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

고, 이때 신경림 의원은 새로운 법의 명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김상희 의원은 ‘성평등기본법’을 제

안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에 있어 큰 차이

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목적, 정의, 적극적 조치, 기본계획, 정책조

정, 실태조사, 평등지수, 여성주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과 통계, 성인지 또는 성평등 교육, 

여성참여 확대,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성희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여)성 친화 도시

(지역), (양)성평등기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제협력 등의 구조와 내용으로 되어 있다(여성가

족위원회 2015). 

31) 이명박 정부의 첫 여성부 장관인 변도윤 장관은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가 다른 자리에서는 “남녀의 협력과 조화를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바꿔 나가겠다”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신문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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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대 국회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비교

조항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

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으로써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성평등 이념

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평등에 관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

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실

현하기 위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양성평등

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남녀가 국가

와 사회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조

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바탕

으로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모

성보호 및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등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

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기본이

념으로 한다. 

정의

- ‘양성평등’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

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

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성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

유로 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및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정신적·신

체적 괴롭힘을 포함한 폭력 또는 성역할

에 따른 차별을 말한다. 

- ‘성희롱’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

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

동 또는 성적 요구, 그리고 이러한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

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

한다. 

- ‘성인지’란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

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

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양성평등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성평등’이란 성별과 관련된 차별, 폭력, 

편견 및 비하를 해소하고 모성보호와 돌

봄노동을 지원하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성인지’란 모든 법규와 정책, 프로그램, 

교육 등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을 인지하여,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권리와 없음 -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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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여성가족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심사보고서” 2014.5. 

차이가 나는 부분이자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법의 새로운 명칭이었다. 즉 양성평등(신경림 

의원)을 사용할 것이냐, 성평등(김상희 의원)을 사용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신경림 의원과 김상희 의원의 안을 검토한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작성자: 수석전문위원 이용원)

는 법률의 법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단, 지방자

치단체 차원에서는 조례의 명칭이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되고 있는 경향을 

제시하면서 우회적으로 ‘성평등’이 변화의 흐름임을 제시하고 있다.32)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성평등’은 ‘여성발전’의 한계를 보완하고 뛰어

넘는 대안적 단어로 자리 잡는 중이었다. 그래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다수가 ‘성평등’ 기본조례로 명

칭을 변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신경림 의원이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제시했다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근거 없는’ 거부와 ‘성평등’으로

의 변화 흐름을 거스르거나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14년 2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한 변화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닌, 변화를 거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 네 명 중 세 명이 양성평등으로 법명을 변경하는 데 찬성

했고, 단 한 명만이 성평등으로 법명을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진술인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김용화 교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박진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연구원이 참석했다(제322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2호).

진술인 김용화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은 법적․사회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성평등은 사회적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제3의 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

어서 또 다른 성불평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

은 상태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 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

여집니다. 그러나 법의 어떤 선도적 기능에 따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정의하여 사용한다면 

커다란 모순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헌법을 비롯한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성

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념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진

부한 면이 없지 않아 사회적 지지를 받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양성평등이

나 성평등 모두 여성의 상향식 평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 수행에 있어서 

실제 여성의 권익회복 또는 향상이 전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적 저항감도 있을 수 있

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 내용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32) 2009년 경기도가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한 것을 시작해 법안 검토가 이뤄진 2014년 2월을 기준으로 
67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명칭(성평등 기본조례 66건, 양성평등 기본조례 1건)을 변경했다(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1908321, 1909051). 

의무

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성평등한 생

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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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명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단에 따른 사안이기도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검토

해 봤을 때 최고규범인 헌법 제11조 및 제36조에 따른 양성이라는 용어가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헌법에서 양성평등 이념은 도출할 수 있지만 성평등 이념을 도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진술인 김정숙 “성평등은 저는 아직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여성 뚜

렷하게 양성에 대한 얘기를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36조1항에도 있듯이 가족의 

중요 성 또 혼인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에 성평등법 이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때가 오면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법 제명으로 양성

평등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제3의 성이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진술인 장명선 “법명은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이 부분인데요. 헌법상

의 11조하고 36조를 보면 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

을 논의하기에는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평등으로 했을 때 약간의 혼란이 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제가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2005년에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것을 성평등으로 하냐, 양성평등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많았는데,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젠더 이퀄러티 앤드 패밀리(Gender Equality & Family)로 영어를 쓰는데 이 여성이라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떼지 않는 한 이것이 성평등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양성평등이 

낫다, 아마 미래적으로는 성평등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성평등

법으로 가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으로의 법명 변경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은 헌법 제11조와 제36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헌법 제11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것은 모든 법에 적용되는 것이고, 헌법 제36조의 

‘양성’은 혼인과 가족만을 전제하고 따라서 민법과 같은 일부 법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두 조항을 근

거로 ‘양성’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은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양성을 포

함해 모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 오히려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용화 교수, 김정숙 회장, 장명선 연구원 모두 ‘양성’을 생물학적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양성’은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 성은 

최소 세 개이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체내 대부분은 남성의 해부학적 기관을 가지

고 있거나 일반적 크기의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갖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음핵이 지나치

게 크거나 질 입구가 막혀 있거나 남성의 페니스와 음낭이 너무 작은 경우, 혹은 남성 성기가 작고 

분리되어 소음순처럼 생긴 이들, 즉 인터섹스(intersex)로 불리는 존재가 있고, 이들은 태어나는 존재

로 그 자체로 정상(natural category)이다(정희진 2017, 40). 

한편, 양성을 두 개의 성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생물학적 여성과 남성을 전제한다고 할 수 없고, 

생물학적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과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소수자들 간의 결합 또한 양성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양성평등에 찬성하는 진술인들은 기본적으로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초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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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용화 교수의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모두 여성의 

상향식 평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발언은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부

재를 반영한다. 그리고 성평등이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무

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들은 전문가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편협하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양성’은 성(sex, gender, sexuality)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협소한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배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발전’보다 진전

된 개념으로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청회 이후 두 달 뒤인 (2014년) 4월 24일과 25일에 걸쳐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

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이하 발언 내용은 ‘제324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

의록 제1호’와 ‘324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2호’ 참조). 법명 변경과 관련해 소위원장인 김

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공청회에서 양성평등을 주장한 진술인들의 잘못된 근거를 그대로 수용했다. 더

욱이 그는 “양성평등기본법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성평등기본

법 관련해서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성평등기본조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헌법의 

이념을 따를 것인지, 지자체 조례를 따를 것인지”라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 국가(국정)운영계획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표기했고, 양성평등에서 양성이 젠더(gender)인데 양성으로 하면 젠더 개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며,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법명 변경을 반대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이복실 차

관은 “성평등도 썼다가 양성평등도 썼다가 이렇게 혼재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명확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또한 양성평등으로 하게 될 경우 ‘성차별’과 조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길정우 

의원(새누리당)이 “성차별이라는 조문을 따 빼면 안 돼?”라는 질문에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무

책임한 답변을 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현숙 의원과 길정우 의원, 여성가족부 담당자, 수석전문위원(이용원) 모두가 성평등

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남인순 의원 혼자서 법명을 성평등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결

국 남인순 의원은 법명은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대신, 기존에 사용되었던 ‘성별영향평가, 성주류화, 

성인지 예산, 성차별, 성희롱’ 등은 그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그것이 수용되어 현재의 ‘양성평등

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인 (2014년) 4월 28일에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에는 여성발전기

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올라왔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의결 전에 

몇 명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이하 발언은 ‘제324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1호’ 참조).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사실 2개의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그 어디에도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성정체성에 대한 개념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성평등기본법

이라고 하는 제명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명만

을 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의문을 표하면

서 “이것이 국민적인 어떤 일반적인 인식 또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의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

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식에대해서 어떤 조사가 그동안에 있었

는지, … 제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의 실체, 거부감의 수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영문으로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를 조윤선 여성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장관은 “소위의 깊은 논의를 거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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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이 먼저 만들어져서 국민의 인식 수준을 향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

다며, “성평등이라고 하는 측면이 타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국민

의 보편적인 인식에 조금 앞장서서 이러한 법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여성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일부에

서 갖는 선입관이나 우려를 의식해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를 법명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사회·문화적 개념이 성평등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속에도 성문화적인, 사회적인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다며 양성평등 용어 속에 성평등 개념이 포

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돼 적용되는 과정에서 신경림 의원이 했던 발언의 의미는 여성가

족부에 의해 철저히 부정되었다. 여성가족부가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난다

고 해석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이 대표적이며, 그 이후에 여러 지자체의 성평등기본조례가 양

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되었다. 

<표 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 논의와 의결 과정: 18대와 19대 국회  

일정 소관 위원회 회의명 회의결과 

18대 국회 

2010-06-24

여성가족

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등 43인) 회부 

2010-11-10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회부

2011-03-03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

고/대체토론/소위회부

2011-06-16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제안설명/축조심

사

2011-06-27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상정/제안설명/축조심

사

2011-11-17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2012-05-29 본회의 임기만료 폐기

19대 국회 

2013-12-05

여성가족

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등 14인) 회부 

2014-01-13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23인) 회부 

2014-02-14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

고/대체토론/소위회부

2014-02-21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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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 또는 여성계는 어떤 활동을 했을

까?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이 논의될 때부터 ‘성평

등기본법’으로의 변화를 주장해왔다. 2009년 6월 15일, 국회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성평등기본법」 

입법 토론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성은 그동안 sex와 gender를 의미했는데 

sexuality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야” 하며, “성평등에 차별과 폭력, 편견의 해소 뿐 아니라 소

외 또는 배제의 해소까지 확대되어야” 하고, “모성뿐 아니라 적극적 조치도 성평등 개념에 넣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국회여성위원회 2009, 89-90). 

2년 후인 2011년 3월 10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주최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및 성별영향평가법

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권미혁 상임대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5년 여성관련기

본법안 제정 당시에 ‘여성발전기본법’보다 ‘남녀평등기본법’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국가공동

체가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을 법률 명칭으로 사용하는 입법례(저탄소녹색성장기본

법, 지속가능발전법 등)가 있고 무엇보다 공동체가 지향할 기본적 이념인 ‘성평등’이 정부의 성격에 따

라 훼손되거나 축소·왜곡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도 성평등 명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

본법 명칭에 ‘성평등’을 사용함으로써 ‘성평등’ 개념을 사회에 정착하고 널리 확산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1, 7-8).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전문가 중심의 갇힌 공간에서만 이뤄졌을 뿐 여성단체 내부나 사회적으로 공

유되거나 공론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을 동의한다면서

도 여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국회여성위원회 2009)한 것은 여성단체들이 양

성평등과 성평등을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거나 개념에 대한 혼동이 존재했거나 개념에 대해 숙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개념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여

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을 각자의 입장으로 정리했고, 두 거대 연합

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의 가능성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여성단체들, 특히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간의 공동활동은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2014-04-24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제안설명/축조심

사

2014-04-25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상정/제안설명/축조심

사/의결(대안반영폐기)

2014-04-28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소위심사보고/찬

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014-05-02
법제사법

위원회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

고/대체토론/의결(수

정가결)

2014-05-02 본회의 제32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대안 

원안 가결 

2014-05-16 정부 이송

2014-05-28 ‘양성평등기본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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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을 둘러싸고 두 연합체가 공동입장을 내거나 공

동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

부 들어서면서 더욱 보수화되었고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과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

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쉬운 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자체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 관계자는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운동전략 또는 개입전략을 ‘조용한 

전략(silent strategy)’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평등을 이슈화할 수 있

는 조건이 안 되었”고, 여성운동에 중요한 성평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리적으로 어떻게 좋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성평등을 여론화·공론화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조용한 전략을 취했다고 했지만 여성발전기본

법 개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던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청회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진

술인으로 참석하지 안/못했다. 박진경 교수가 참여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수적인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참석한 상황에서 한국여

성단체연합이 참석하지 안/못한 것은 조용한 전략조차도 제대로 이행됐다고 평가하기 어렵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기독교가 ‘반동성애’ 담론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2년과 2003년이었고, 2007년 

차별금지법이 입법예고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다 잠시 소강상태를 겪고 2010년부터 다시 본격화되

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은, 현재의 헌법개정과 달리, 기독교 세력의 

적극적인 표적이 되지 않았고, ‘성평등=동성애’로 프레임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여성단체들은 ‘양성평등’으로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논쟁을 피했고,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의도적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성평등 개념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상당히 조심하는 태도

를 보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과정에서 사용한 조용한 전략이 “목적으로나 운동적

으로나 실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현재도 성평등이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를) 실패라고 단순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 상황(조건)은 만드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조용한 전략이라고 할 때도 그것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관계자들과의 끊임없

는 접촉과 내용과 전략에 대한 공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대응은 조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라는 구조적 조건 하에서 한국여성단체

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서 지속된 여성정책에 대한 반발과 후퇴에 대한 대응과 반격을 준비했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소 결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은 젠더 불평등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차별의 요소를 성희롱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더불어 이 같은 피상적인 양성평등의 프레임은 젠더 불평등의 문제

를 해소하는데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매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2017

년 144개국 중 118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는 37.2%로 

변함없이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나타낸다. 일부 기독교 세력에서 다양한 성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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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반대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헌법적인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필두로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

환을 표방하며,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양성평등’ 정책 내

용 및 집행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

제를 표명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차별을 조장하며, 대전 및 과

천, 구로구의 성평등조례가 개정된 바 있다.33) 그러나 양성평등조례로 개정된 후 여성주간이 양성평등

주간으로 바뀐 후 “경남도는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여성 외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며 양성평등 행사 내

용에 ‘여성이 요구하는 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두고 ‘여성’을 언급하는 것이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사 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정치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34) 이는 양성평등이라는 법률명이 가지는 한

계와 우려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인 것이다. 

‘양성평등’은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책용어로 사용

됐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우리사회의 극심한 성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양

성평등기본법 제2조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

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위 법 3조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

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UN 및 OECD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한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양성평

등과 성평등은 서로 혼용되어왔으며 성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혐오세력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은 양성평등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성평등교육

진흥원”은 “가족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차별

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앞장서, 남녀가 평등한 민주적인 인

권사회가 하루 빨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에서 설립되었다. 다시 말해, 양성평등은 “민주적인 인

권사회”를 위해 실시된 정책의 언어였으며, 성불평등이 심화되며 보다 강력한 정책으로 도입된 “양성

평등기본법” 또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이 도입된 후 “양성”의 이름으로 그 차이를 배제하는 도구가 되어 왔다. 일례로 

2015년 대전광역시가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은 ‘성평등 조례’ 제정을 하자, 여성

가족부가 나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의

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이러한 과거 정부의 행태는 성불평등과 성차별을 해소하여 성평등, 양성평

등을 달성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명백히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떤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도 허용하지 않는다. 

33) 배장현, “양성평등 조례안, 지자체 곳곳서 ‘몸살’, 『경향신문』, 2015/08/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42205025&code=940202
34) 한국여성노동자회,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 중, 2015년 11월 25일, 

http://kwwnet.org/?p=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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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

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이러한 혐오 세력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 바로 이러한 혐오 세력 때문에 일차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양성평등연대로 탈바꿈한 남성연대, 다시 말해 지금의 양성평등은 “사이

좋게 지내요”로 페미니스트 운동을 억누르는 표현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정책 현장에서 그 효과는 

성소수자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과 더불어 여성의 삭제로 나타난다. 

‘여성’정책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으로서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이 키워드로 등장하는 담론의 

맥락을 잘 보여준다. 여성정책에서 ‘지원했던’ 여성이 생물학적 범주의 여성으로 의미화되었듯이 양성평

등정책에서 ‘지원해야’ 하는 남성 역시 생물학적 남성이 된 것이다. ‘양성평등정책’에서 ‘양성평등’은 생물

학적 여성과 남성으로 의미화되었으므로 이른바 제3의 성‘으로 지칭되는 성소수자를 제외한 여성과 남성

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공식적으로 생물

학적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정부 부처는 양성평등정책부와 성 소수자부로 획

기적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가?35) 

즉, 양성평등기본법이 도입된 후 ‘양성평등정책’의 이름으로 ‘여성’이라는 용어 사용이 금기시 되고 이

제는 ‘남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책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정책 현장의 움직임이 팽배하다.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 성불평등의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정책적 프레임이다. ‘여성’이 사회적 양극화의 매개로서 작동하는 구조적 불

평등의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분석 도구로서 젠더, 즉 ‘성’이 통합되기 위해 성평등이 양성평

등을 대체해야 것이다. 

현재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에만 천착해서는 문제가 결코 

풀릴 수 없다는 점을 재강조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도 이 글에서 필자는 양성평등이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사에서 갖는 유의미성과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로서 재의미화하고자 하였다. 젠더 이원법에 기초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문제로 반대하고, 

소위 “기계적 평등”의 의미와 필요성조차 폐기되는 것은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의 산재한 

소위 여성의 문제와 성별임금격차나 여성과 남성의 비율 등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산술적 방법론의 필

요성을 폄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양성평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성” 간의 “평등”의 불

가능성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양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평등”의 내용과 방법의 문제도 있다. 

양성평등은 그 용어 자체로 한계를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배타적인 것이거나 그 가치

가 삭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일례로 앞서 본 성평등의 언어를 고수하더라도 그것은 양

성평등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히 용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하는 의미의 문제가 된다. 이를 

35) 마경희(2017) “‘양성평등’정책과 남성, ‘여성’정책의 덫?”, 2017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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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이유는 양성평등의 프레임을 옹호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프레

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변천의 맥락과 그 시대적 함의를 단순히 폐기하기보다 여성정책의 역사화를 위

한 필수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평등이 진보한 정책적 프레임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성평등 프레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할 때만이 그 의미가 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

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이 기계적/ 산술적 평등이라는 비판은 그러한 동등

함에 기초한 평등에 대한 전적인 폐기를 의미하는 것을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 이성애 질서를 해체하

는 전략이 이성애 관계에서 추구하는 협상 전략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닐 때, 성평등을 위한 다

양한 전략의 변주를 위해서 다양성과 교차성이 어떻게 여성정책, 성주류화 정책에 통합할 수 있을 것

인가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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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위치에서의 성평등

박한희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퀴어여성네트워크)

1. 들어가며

성소수자와 성평등.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이 주제로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올랐다. 먼저 떠오른 장면은 2015년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이다. 2015년 8월 여성가족부는 보수개신교 단체의 

민원을 받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규정1)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성소수자 단체와 여성단체들의 저지에도 결국 대전시는 2015. 

9. 18. 만장일치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 10. 이

러한 행태에 분노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여성성소수자들이 대한문 앞에 모여 궐기대회2)를 진행하였다. 

발언자로 나선 6명의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이성애중심주의와 성별이분법 속에

서 살아온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며 여성가족부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성소수자인) 나는 여성

이 아닙니까”

두 번째 장면은 2017년 2월 있었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7차 포럼에서 있었던 일이다. ‘새로운 대

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 나를 포함해 몇 명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

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포럼 며칠 전 보수개신

교계를 만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서였다. 공교롭게도 이 날 문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

나 사회에 만연한 젠더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책공약 중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연설이 끝나갈 무렵 한 활동가가 이렇게 외쳤다. “나는 여성이자 동성애자입니

다. 내 인권을 반으로 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외침에 문후보는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이야기만을 

1) 여성가족부가 문제 삼은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2015.8.14. 조례 제4500호로 일부개정되고 2015. 10. 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

다) 보호 및 지원
   제22조(성소수자 지원) 
    ①시장은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성소수자에게도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2) 궐기대회 이후 기획단원들은 여성성소수자를 가시화하고 성평등과 성소수자 인권을 보다 이야기하기 위하여 <퀴어여성네

트워크>를 결성하였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이후 2016년 <여성성소수자 떠들기대회 My Gender Shake>, 2016년과 2017
년 <Pride Run>, 2017년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 게임은 시작되었다>등을 진행하였고, 현재 한 차례 연기된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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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당시 청중들 일부는 ‘나중에’를 같이 외치기까지 했다. 그렇게 또 다시 성평등 정책에서 성소

수자는 나중으로 밀려났다. 

앞서의 두 장면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면 마지막 장면에서 떠올린 감정은 난감함이다. 2017년 10월 

대만에서 열린 <동아시아의 LGBTQ 운동과 보수세력> 워크숍에 몇몇 활동가들과 함께 발제자로 참석

하였다. 한국, 대만, 일본 3개국 활동가가 모이는 자리이기에 영어로 발제문을 준비해야 했는데, 앞서

의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을 영어로 준비하면서 난감함을 느껴야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영문 명칭이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였기 때문이다. 조문 명칭만이 아닌 내용에 있어서도 ‘양성평

등’은 ‘Gender Equality'로 번역이 되어 있었다.3)4) 결국 보수개신교가 마치 절대적으로 구별되고 대립

되는 개념처럼 말하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는 영어로는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수개신교가 양성평등이 절대적 가치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근저에는 결국 성소수자의 인권을 배제

하고, 나아가 보수적 가족관으로 성평등의 개념을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

성·성별표현·성특징5)을 가진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치로서의 성평등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오염으로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성평등 법제도와 정책에서 배

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성평등이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다시금 확고히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2. 성소수자 인권 보장으로서의 성평등

2017. 12. 8.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ILGA-Asia에서 LBTQ Caucus 그룹6)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LBTQ(Lesbian, bisexual, trans women, trans men, and queer persons)가 겪는 다층적이

고 복합적인 차별경험이 어떻게 이성애주의, 가부장제에서 오는지를 지적하고 이들의 인권 보장이 어

떻게 여성운동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였다. 그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http://law.go.kr/engLsSc.do?menuId=0&subMenu=5#liBgcolor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1호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 1. The term "gender equality" means a state that ensures 

the equal enjoyment of human rights by women and men and equal participation and treatment in all fields, without 
any discrimination, prejudice, depreciation, or violence, grounded on gender;

4) 발제문은 결국 ‘bi-polar gender equality'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을 하였다.
5)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개개인이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떠한 상대방에게 끌리는지를 말하고,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은 개개인이 자신을 어떠한 성별로 인식하는지를 말한다. 최근의 국제 성소수자 운동에서는 여기에 자신의 성별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가리키는 성별표현(Gender Expression)과 신체적인 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성특징(Sex Characteristic)
을 함께 일컬어 SOGIESC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6)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ASEAN SOGIE Caucus (ASC), Sayoni, UN Women Asia Pacific, Justice for Sisters & the Coalition for Sexual and Bodily Rights 

in Muslim Societies (CSBR) and supported by OutRight Action International and ILGA Asia

http://law.go.kr/engLsSc.do?menuId=0&subMenu=5#liBgcolo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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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명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성애주의, 성별이분법, 가부장제와 같은 성별규범들은 개인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범주로 구분하고 어떠한 모습과 신체기준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성역할을 해

야 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규정함으로써 성소수자와 여성 모두에 대한 억압으로 작동한다. 그

리고 때로는 성소수자이기에 겪는 복합적인 차별 경험도 존재한다. 레즈비언과 바이섹슈얼 여성은 여

성이기에 겪는 성역할의 억압과 더불어 동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구제받지 못하며 아우팅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트랜스젠더는 특정 젠더 체계에 들어맞기에 받는 억압과 더불어 젠더이분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존재라는 이유로 정체성을 의심 받고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다. 인터섹스는 타고난 신체가 

성별이분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곤 한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이 성별에 따라 개인을 분류하고 통제하는 체계 속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것

은 성별이 단순히 생물학적이고 이분법적인 생식기 구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체조건이 

어떠한지, 내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이끌리는지의 다양한 스펙트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

인을 억압해 온 성별 규범과 체계를 해체하고 재조직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

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은 성평등 법제와 정책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유엔은 2000년에 이미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받아들여, <성주류화 개

관(Gender Mainstreaming: An Overview)> 문서에서 “여성과 남성을 하나의 균질한 집단으로 일반화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인구 집단을 일반화하지 않고, 사람들의 욕구와 관점이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각국의 성주류화 정책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시

한 UN Women의 <인권과 성평등 지표를 만드는 팁>은 “관련자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취급하지 말 

젠더에 기반한 폭력

LBTQ가 겪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차별과 폭력 경험은, 이성애중심주의, 시스젠더 중심주의 및 사

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과 관계를 갖도록 기대하거나 강요하는 가부장적 사회문화, 종교 및 가족적 

가치에 의해 뒷받침되고 알려진다. 이러한 규범을 따르지 못한 경우 낙인, 사회적 배제, 그리고 차

별과 폭력 기타 처벌의 위험이 증대된다. 

가족은 종종 LBTQ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현장이다. 가족은 여성 및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

람들이, 사회와 가족 위계 속에서 종속적인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가족과 커뮤니티의 기대를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가부장적 가치에 대한 강력한 집행자이다. 이는 폭력과 차별의 연속체의 핵심

적인 부분이 되어 LBTQ가 공공기관과 사회에서 지속적인 폭력과 차별을 받도록 만든다. 

(중략)

페미니스트 조직과 운동

LBTQ는 우리가 직면한 차별과 폭력에 계속 저항하고 있으며 아시아 전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

하고 신장하고 있다. LBTQ 인권운동은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시련도 맞고 있다. 

외부적으로 우리의 조직화는 정치적 권위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의 세력화, 갈등과 기후변화로 인

한 강제이주, 사회적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여성화를 증대시키는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이 확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페미니즘 운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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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당부하며 성별, 민족, 연령, 장애, 건강상태, 소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HIV 상황, 정치적 성

향 등을 고려한 지표를 만들도록 권하고 있다.7)

미국의 경우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민권법 제7편 

‘성별’에 ‘성적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을 내리고 있다. EEOC는 2015년 7월 15일 Baldwin v. Foxx 

사건에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은 ‘성별과 관련된 선호(preferences), 추정(assumptions), 기대

(expectations), 고정관념(stereotypes), 또는 규범(norms)’들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inherently) 성별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8) 현재 EEOC의 홈페이지에는 성차별

에는 성적지향과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역시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9)

대만의 경우 2004년 제정된 「성별평등교육법(性別平等敎育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다. “실질적 성평등을 추진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성

폭력을 “언어적, 신체적, 그 외의 폭력을 통해 타인의 성별특징, 성별특질,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해 억압, 공격,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0)고 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역시 금지를 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와 제14조는 학생이 모집, 진학 허가, 교육과정, 징계 

등에 있어 “성별, 성별특질,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

고 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쓰지 않더라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이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에 따라 2015년 만든 <제4차 남녀동등참획기본

계획>11)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의 정비’라는 항목에서 “성적지향

이나 성동일성장애12)를 이유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일본에서 생활하

는 외국인, 아이누인, 동화문제 등과 같이 여성인 것에 더불어 복합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 있어,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인권교육, 계발 등을 추진한다”고 명시하여 성소수자를 포함한 복

합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주요 용어의 설명에 있어서도 ‘젠더, 성주류화, 성적지향’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성소수자가 겪는 구체적 현실에 비추어, 그리고 국제인권규범과 각국의 법정책을 보아서도 성

소수자 인권과 성평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어째서 한국에서는 ‘양성평등’이라

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가 정당화되어 왔는가. 아래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을 시작으

로 하여 그 동안 성평등에서 성소수자가 배제되어 온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7) 류민희 (2017). “젠더와 개헌”, [한국여성단체연합개헌토론회]
8) 전아람 (2017).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이 ‘성별(Sex)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하는가 - 미국 연방 

제7항소법원, Hively v. Ivy Tech Community College 판결-” (미간행)
9) Sex discrimination involves treating someone (an applicant or employee) unfavorably because of that person's sex.
   Discrimination against an individual because of gender identity, including transgender status, or because of sexual 

orientation is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 in violation of Title VII.  
   https://www.eeoc.gov/laws/types/sex.cfm   

10) 性霸凌：指透過語言、肢體或其他暴力，對於他人之性別特徵、性別特質、性傾向或性別認同進行貶抑、攻擊或威脅之行為
且非屬性騷擾者

11) 第4次男女共同参画基本計画（平成27年12月25日決定）
    http://www.gender.go.jp/about_danjo/basic_plans/4th/index.html
12) 일본법제에서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용어

http://www.gender.go.jp/about_danjo/basic_plans/4th/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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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평등기본법과 성소수자의 배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헌과정에서이

다. 당시 여성운동은 양성평등에 입각한 혼인과 가족생활 조문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주

장이 일부 수용된 결과, 제8차 개정 헌법 제34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13)고 규정되었고 이것이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 이어졌다. 여성운동이 이러한 개헌안을 제안한 것은 당시 성차별적인 가족법 규정

과 판례, 관행을 개선하고 성평등과 여성권익향상을 도모하는 헌법의 규정들을 다양하게 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법과 판례,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14) 그리고 실제로 이를 통하여 가족법 

개정, 호주제 위헌 결정과 같은 많은 여성운동의 성과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성차별적인 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명시하기 위해 제시된 양성평등이라

는 용어가 사회정의로서의 성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아닌 단지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메우고, 성별 위

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잘못 사용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15)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한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으로 더욱 잘못 이해

되기 시작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법안 명칭을 둘러싼 논쟁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

본법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을 ‘발전’, ‘개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차례 법명의 개정시

도가 있었다. 개정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제17대 국회에서부터 법명은 꾸준히 「성평등기본법」으

로 제시되었고, 제18대 국회에서 신낙균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 역시 성평등기본법안이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남성역차별’ 주장을 의식하여 여성정책기본법안이라는 별도의 안을 제출하였고, 결국 두 

법안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16)   그 후 19대 국회에 들어 다시 양성평등기본법안(신경림 의원 대

표발의)와 성평등기본법안(김상희 의원)이 각각 제출이 되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 명

칭을 확정하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2014. 2. 21.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양성평등’

과 ‘성평등’의 명칭을 둘러싼 논의가 단지 어떠한 명칭이 법안의 취지를 잘 반영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의 논리들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17)  

당시 4명의 진술인 중 박진경 진술인을 제외한 모두는 양성평등기본법안을 지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시된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 양성평등은 헌법에서 도출되나 성평등은 그렇지 않다. 2) 

성평등은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우리 사회는 이것을 논의하기에 

무르익지 않았고 법리적인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충돌할 부분이 있다. 3) 현재 남성

의 수준까지 여성의 제반 권리를 상승시키는 권리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평등보다 양

성평등이 일반적이다. 4) <여성>가족부라는 명칭 때문에 성평등으로 가기 어렵다 5) 양성평등을 기초

로 국가와 사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있다.18) 

13)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제헌헌법은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
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3년 제5차 개정헌법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라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8차 개
헌에서 위와 같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14) 김엘림 (2004). “1980년대 이후 여성입법운동의 전개와 성과”. 여/성이론, (10), 11-33.
15) 정희진 (2017).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16) 차인순 (2014). “여성발전기본법, 입법성과와 한계”, [2014년 제3차 젠더와 입법포럼& 하계학술대회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젠더법학회
17) 구체적인 발언들의 내용은 나영정 (2015).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대토론회 :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18) 나영정,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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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논의하기에 이르며 헌법상 보장

되지도 않는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것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국회 공청회라는 

공론장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주장을 

어떠한 비판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결국 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안으로 명칭이 확정되어 2015. 5.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처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미 양성평등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왜곡된 논리

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이미 빛을 바래고 

보수개신교들의 혐오 민원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앞서 

이야기한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권고이다. 당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의 민원에 대해 여성

가족부가 대전시에 보낸 공문은 다음과 같다.

성평등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다른 지자체 조례로까지 이어졌다.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논란이 됨과 

동시에 ‘과천시교회연합회’ 는 당시 시행되던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성소수자 인권 보장 조

항19)을 두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결국 과천시의회는 2015. 11. 13. 위 조례를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보수개신교 단체들은 2015년 7

월 구로구가 「구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 등을 말

한다”고 규정한 것 역시 문제를 삼았다.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를 넣는 경우 성소수자를 포함한 성

평등이 되므로, 생물학적 성(sex)만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구로구는 

사회적 성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채 양성차별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조례를 제정20)하였다.

19)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2013.12.30. 조례 제1288호로 일부개정되고 2015.11.1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성소수자 인권 보장) 시장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7.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민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공문>

1.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등을 통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

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대전광역시에 우리 부 의견을 회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성평등기본조

례’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3 -

한편으로 이러한 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은 성소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구로구의 

조례안에 대한 반대시위의 문구는 ‘성주류화, 여성특혜 포한된 구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반대였다. 

결국 보수개신교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반대하는 근저에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차와 성별 위

계를 그대로 긍정하면서 이성애적 가족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주장들이 깔려 있다. 그럼

에도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해서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타협의 결과 성주류화와 교차성을 내세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는 유명

무실해졌고,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들을 남성에게도 확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양적 균형을 맞추자

는 잘못된 흐름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21) 

3.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의 프레임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남녀만을 의미하고 성평등은 사회적 성별을 포함한다는 주장들이 다시 터져 나

온 것은 2017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 국회 개헌특위가 헌법 헌법 제36조제1항

의 ‘양성평등’을 ‘평등’ 내지는 ‘성평등’으로 개정하려 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보수개신교 등 성소수

자 혐오단체들은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9월부터 열린 국회개헌특위 

전국토론회장마다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국민 YES 사람 NO”라 적힌 피켓을 들고 나타나 성

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혐오발언들을 쏟아 내었고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을 결

성하여 전단지 배포와 서명운동 등을 벌였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sex, 남성과 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② 성평등은 사회학적 성

(gender, 젠더)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남성, 여성, 양성, 무성 등 50개의 성이 포함된다. 

③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 ④ 그 결과 부모와 자녀에 의한 

가족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가 붕괴된다.22)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 헌법 제36조 제1항은 오랫동안 가부장제에 의해 성차별적으로 존재해온 가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평등을 강조한 것일 뿐 이 조항으로 인하여 동성혼이 위헌이 되는 것

은 아니다. 학계는 물론 법원 역시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다.23) 따라서 동성혼 법제화의 여부

를 둘러싸고 양성평등과 성평등 어느 쪽이 타당하냐는 논의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위 주장들에서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성평등으로 헌법이 바뀌면 동성혼이 가능하냐가 아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 3 "양성차별"이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에

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1) 여성가족부가 2016년 펴낸 「성평등 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정책의 의의로 성평등 문화 확산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유도, 남성의 일･생활 균형 지원, 남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등 남성을 위한 정책과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
을 강조하고 있다.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721
22)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성평등리플렛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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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이들 단체가 결국 성소수자를 배제함으로써 수호하려는 것이 ‘이성애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

기의 유지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비혼 여성, 한부모 가족, 동거가족, 동성

결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화하고 억압해왔으며 그 자체로 가부장제의 유지에 기여해왔

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이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주장에 맞서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양성평등과 성평등 어느 용어를 선

택할지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 자체가 모순적이며,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가 만들어내

는 억압적 구조는 성소수자에게도 예외가 아니기에 성소수자 인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성평등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여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동조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는 작년 말 여성가족부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마찬

가지였다. 여성가족부는 당초 기본계획에서 성평등을 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위 보수개신교 단체들

이 반대를 벌이며 공청회를 무산시키자 다시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성평등, 성평등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를 포함하고 있

지 않거든요”24)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여성

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자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을 하였으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

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해명은 양성평등과 성평등 모두 Gender Equality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젠더가 사회

24) JTBC, 2017. 12. 4.보도, '양성평등→성평등' 바꾸려 하자…일부 기독교계 반발
25)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KOg70cLKw9ZrqyrcNtbFrGus.mogef10?mid=news406&b
btSn=70531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양성평등’, ‘성평등’ 용어 사용 논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2017. 12. 18.)25)

최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초안에서 사용된 ‘성평등’ 용어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여

성가족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를 영어 “gender equality”를 번역한 용어로서 혼용하고 있습니

다.

ㅇ 여기서 gender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을 근거로 기회와 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사회 구조

를 의미하는 것이며,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정의에 따라 이러한 차

별 없이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등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대한민국헌법」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이념인 

인권과 평등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KOg70cLKw9ZrqyrcNtbFrGus.mogef10?mid=news406&bbtSn=7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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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나아진 입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 없이 평등의 가치라는 모호한 이야기를 한 점과 양성평등이 오용되는 현

실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다. 즉, 현재와 같은 양성평등과 성평

등의 모호한 혼용 상태에서는 언제든 다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혐오발언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나아가 국회와 정부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불충분한 해명이 아

니라 성소수자 인권이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

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양성평등 대 성평등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벗어나 성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

4. 나가며 

1947년 9월 대법원은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용민법 

제14조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최초의 헌법 재판이

라 할 수 있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방 이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의

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만민은 모름지기 평등할 것이고 성(性)의 구별로 인하여 

생(生)한 차별적 제도는 이미 민주주의 추세에 적응한 변화를 본 바로서...남녀평등을 부인하던 구제도

로서 그 차별을 가장 현저히 한 민법 제14조는 우리 사회 상태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적용에 있

어서 적당한 변경을 가할 것은 자연의 사세(事勢)이다.”26)

그로부터 1년 뒤 제헌헌법의 ‘남녀동권’ 규정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장면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

다.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평등권에서 시작함에도...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남녀 동등이라는 것을 지

금 법률로 보장됐다면서 여러 가지 불순한 축첩제도가 전통적으로 현재에 이러한 것이 실행되고 있습

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해당 조항에 찬성할 것을 호소하였다.27)  

위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이 성평등을 보장한 것은 애초부터 누군가를 배

제하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가부장제의 위계 아래 차별받아온 여성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 성평등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온 것이 헌법과 우리 법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이며, 여성운동의 성과이기

도 하다. 그럼에도 보수개신교 단체들에 의해 헌법이 성소수자를 차별해도 되는 근거로 왜곡되고, 이

에 동조하여 양성평등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실로 문제적이다. 

성평등은 단지 남녀 간의 격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만들어 내는 성별규범의 억압을 문제 삼

고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성특징의 논의를  통하여 규범을 해체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기본 틀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보수개신교 등이 주장하는 양성평등 

대 성평등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이름이라는 아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이 명확히 

선다면 사실 용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혐오세력에 의해 

생물학적 성별만을 다루는 것으로 오염되어 있고, 나아가 현장에서의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 남녀간의 

형식적인 격차 줄이기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법

26) 대법원 1947. 9. 2.자 선고 1947민상 제88호 판결
27) 1948.07.05 제1대국회 제1회 제25차 국회본회의 (헌법안 제2독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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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책의 구성에 있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의 잘못된 사용과 오염을 막고 

성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보장과 차별금지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

는 것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인권 없이 성평등도 없다’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에서 외친 이 구호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여성성소수자들의 궐기 선언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15 여성성소수자 궐기 선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란 오직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며, 양성평

등 정책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전시는 여성가족부의 지시에 따라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을 삭제 ‧ 개정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미 제정된 성소수자 인권 규범을 사라지게 한 주범으로

서 역사에 남았다. 성차별 및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을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사용하는 이 한심한 여성가족부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성별 규범에 맞추어 살도록 강요받고, 그렇지 못할 때 비난받아왔다. 머리를 길러라, 예

쁘게 미소를 지어라, 여자로 생각하고 말하라,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라…. 우리는 다양한 여

성 중의 하나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처

한 현실을 성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임을 확인한

다.

2. 성별 임금 격차, 여성차별적 노동 환경,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은 성소수자를 비껴가지 않는

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러한 차별과 폭력이 증폭된다. 우리는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워야만 온전한 우리의 인권을 쟁취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3. 트랜스젠더는 주민등록번호, 남녀화장실, 병역 등 일상적인 성 구별 체계 속에서 고통받는다. 진

짜 여성임을 증명하라고 요구받으며, 당장 몸을 깎아내고 훼손할 것을 명령받는다. 건강을 담보로 

비전문적인, 높은 비용의 의료조치에 몸을 맡기라고 주문한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

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을 편견없이 인정하는 사회를 원한다. 여성의 몸과 표현은 다양

하며, 누가 봐도 ‘여자처럼’ 하나의 여성이 되기를 강요할 수 없다. 우리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4.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여성 등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은 ‘남자 맛을 못봐서’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자 남성들은 남자 맛을 못봐서 여성을 사랑하는가? 이성애를 교정할 수 없듯이 

우리의 섹스와 사랑을 교정할 수 없다. 우리의 섹스를 이성 간의 섹스에 비해 더 더럽거나 덜 열정

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에 의한 섹스를 성폭력이라거나 비도덕적 행동으로 폄하할 수 없다. 우

리는 우리의 성과 친밀성으로 가족을 이룰 수도 있다. 우리는 레즈비언이고, 우리는 바이섹슈얼이

다.

5. 아동과 청소년은 여자답지 않거나 남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학교와 가정 등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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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교육받고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긍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교육과 인권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6. 우리는 다양한 여성 중의 하나로서, 우리의 다양성은 사회적 자산이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투표

를 하는 시민이며 가족과 공동체를 돌보는 사회의 일원이다. 우리의 인권은 일개 부처가 자의적으

로 배제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이고 모든 성평등, 차별금지, 인권 규범에서 중요한 가치로 다뤄져야 

한다.

7. 우리는 여성성소수자이다. 여성이자 성소수자로서 인권을 보장할 책무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낙인찍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도록 부추기는 성차별적 의식과 제도들에 

맞설 것이다. 성차별에 맞서는 모든 행동들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동과 한 편이 될 수 없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성평등이라 부를 수 없다. 성소수자의 인권 없이는 성평등도 없다.

우리는 질문한다.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성차별은 무엇인가? 성평등은 무엇인가?

나는, 우리는 여성이 아니란 말인가?

2015년 10월 10일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 및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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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의 ‘양성평등’ 주장을 통해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것들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최근 개헌 논의와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서울시 교육청 주최의 성평등 교육정책 토론회 

등의 자리에 몰려왔던 보수 개신교계 조직들이 내건 프레임이다. “애는 어떻게 만들어!”, “여자도 군

대 가면 되잖아!” 같은 말을 하며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을 유지하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보는 것도 괴

로운 일이지만,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다양한 

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들의 프레임에 묶여 결국 스스로 그 의미를 탈각시켜버린 여성가족부

의 행보였다. 여성가족부는 이전부터 두 개의 용어를 혼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혼용할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연 이것이 용어의 사용 여부에만 달린 문제일까? 

보수 개신교계의 이와 같은 프레임과 요구는 비단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 뿐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와 공격을 내포하고 있고, 색깔 논쟁의 명분을 잃어버린 보수 우익에게 유용한 정치 활로를 제공

해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과거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논의 과정을 보면 ‘성평등 보다는 양성평등’이라는 입

장의 근거가 사실상 현재 보수 개신교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성평등 패러다임의 전환

이 이토록 꾸준히 가로막히는 것은 비단 보수 개신교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성평등 반대’를 내세우는 보수 개신교의 전략과 배경을 살펴보고, 성평등 패러다임으로

의 전환을 위해 현재의 정책과 운동에서 성찰하고 돌파해 나가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양성평등’을 내세우는 보수 개신교의 전략

현재 학부모, 교사, 교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성평등 반대’를 외치며 공론장에 뛰어들고 있는 단체들

은, 다양한 단체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수 개신교계를 통해 조직된 이들이라는 사실은 이

미 잘 알려진 바다. 그런데 이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

교적 맥락에서만 그 이유를 찾거나, 이들의 주장을 뭉뚱그려 보아서는 안 되고 이들의 행보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어떠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자체

만으로는 단순히 과격한 소수의 행동집단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들의 주장이 공략하는 지점들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기대어 온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에는 진보진영의 개념이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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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간주되었던 것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지점들을 제대로 파

악하고 전환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론장을 망가뜨리거나 후퇴시키게 될 이들의 주장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가치에 반하는 변화에 반대하기 위해 기존의 익숙한 개념과 프레임을 전유하는 방식은 뉴라

이트 우파와 이들 세력에 연합하는 기독교 우파인 보수 개신교계 혐오선동 집단의 주된 전략이다. 이

들은 특히 과거에는 보수와 뚜렷하게 대립했던 진보진영의 개념과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프

레임의 덫을 만든다. ‘평등’이나 ‘인권’, ‘차별’, ‘녹색’, ‘다양성’, ‘정체성’, ‘젠더’까지도 용어 그 자체만

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차별점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꽤 효과적인 백래시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차별 담론을 ‘역차별’ 논란으로 흩뜨리

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기 위해 ‘여성의 건강권’을 끌어들이며, 소수자 집단을 사회적 특혜를 받는 

특권 그룹으로 몰아가면서 억압받는 위치를 전복시키는 방식의 선동을 하는 것이다. 성평등을 반대하

기 위해 양성평등을 내세우는 전략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80년대부

터 미국의 우파가 ‘가족가치 운동’을 통해 사용했던 전략이며 지금은 개신교 우파의 국제적 네트워크

를 통해 한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주요 지역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

다. 

지난 해 대만 통츠 핫라인협회의 주최로 타이페이에서 진행되었던 <동아시아의 LGBTQ 운동과 보수 

권력> 워크숍에서는 대만, 한국,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우파의 정치적 운동 전략을 함께 비

교하여 토론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대만 성평등 교육협회 Taiwan Gender Equity Education 

Associatoin’의 발표자는 2009년부터 학부모 단체의 이름을 내건 기독교 우파 조직들이 학교에서의 성 

다양성 교육에 반대하는 싸움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

서 ‘부모들이 학교 성평등 교육에 주도권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자녀들을 

위험한 동성애 교육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분 하에 교과서에서 젠더 스펙트럼, 호모포비아, 이성애 

중심주의와 관련된 개념들을 삭제할 것, 모든 성평등 수업에서 부모들이 교사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 성평등 교육의 수업자료들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1) 

한편 이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미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약화되었던 미국 기독교 우파의 가족가치 운

동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통해 활로를 찾았던 맥락과도 연관되어 있다. Political Research 

Association 의 연구위원인 Cole Parke 는 2014년 Family Watch International 의 대표 샤론 슬레이

터 Sharon Slater 가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s)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서명을 받았던 상황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

의 기초단위인 가족’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에는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국제인권법 하에서 보호해 온 

노력들, 성교육, 안전한 피임과 임신중지에 접근할 권리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2004년 세계가족회의 World Congress of Family (WCF) 에서의 주장들과 연결된다. 서구의 국가들이 

제3세계의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임신중지와 피임의 합법화, 청소년들이 이에 부모의 동의 없이 접

근할 권리, 성소수자 인권과 같은 반 가족주의 정책들을 도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2) 실제로 이러한 

1) Taiwan Tongzhi (LGBTQ+) Hotline Association, <LGBTQ Movemet and Conservative Power in East Asia Workshop 
2017>. Oct. 27. 2017. p26-30

2) Cole Parke, “WHOSE FAMILY? RELIGIOUS RIGHT’S “FAMILY VALUES” AGENDA ADVANCES 
INTERNATIONALLY“,  Political Research Association, July. 16. 2014.

 
https://www.politicalresearch.org/2014/07/16/whose-family-religious-rights-family-values-agenda-advances-internatio
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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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들은 우간다와 같은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으며, 현재 아시

아와 아프리카의 개신교 선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 된 방식으로 재조직되고 있는 

중이다. 

미국에서의 가족가치 운동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의 반전운동과 반문화 운동, 복지 

정책을 강화했던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반격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개인의 구원과 성취에 중심을 두었던 복음주의 개신교계가 본격적인 정치 운동에 나서는 명분으로 작

동했다. 이들은 이혼, 재산, 고용 등에 있어서의 성평등이 보장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자 했던 평등헌

법수정조항 (Equal Rights Amendment)에 반대하고, 임신중지 합법화 반대, 동성애 반대, 성교육 반대

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면서 이를 공화당의 정치 기반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이들이 가장 공세적으로 활

용했던 전략은 “페미니즘의 반 가족주의가 여성의 안전과 사회 안정을 위협한다”는 것과 “성교육과 

동성애, 성해방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보수 개신교계가 이러한 전략을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

이다. 과거의 보수 개신교계가 주로 반공과 발전주의를 중심으로 정치적 입장을 가졌다면 김대중, 노

무현 정부에서 6.15 공동선언과 2004년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이 흔들리면서 보수 개신교계가 발 딛

고 있던 자원과 입지가 크게 흔들리자 이들은 ‘뉴라이트전국연합’, ‘기독교사회책임’ 등을 조직하며 본

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을 거치고 2010년 이후가 

되면 새로운 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존 대형교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

직 기반을 광범위하게 확보해 나가면서 시민단체의 성격을 지니는 조직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안희환 목사의 ‘5대 권력의 하나가 된 시민단체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제목

의 글을 보면 그는 “시민단체들이 권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시민단체를 만들기 위해 

‘기독청년 NGO 센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3) 그리고 이 ‘기독청년 NGO 센터’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의회를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기독교 국가로 발전하여서 세계를 구원

할 사명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0년 창립된 ‘선민네트워크’의 산하단체다.4) 하나님의 국가로 선택받은 

민족을 인본주의자들이 타락시켰고, 따라서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의 7개 권역을 장악하여 기독교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가족가치 운동을 조직했던 미국 기독교 우파의 통치신학(Dominion 

Theory)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의 번영을 선민의  증거로 삼으며, 미국에서 이

러한 논리가 레이건과 부시 정부에서의 자유무역과 전쟁을 통한 세계 지배를 정당화했듯, 한국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계승하는 국가발전의 정신, 이에 대한 개신교의 기여를 강조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제 역할을 다하고, 이성애를 통해 가정을 이루

어 아이를 기독교 정신에 따라 잘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인 것이다. 

2011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은 이러한 사명과 명분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

3) 이 글은 크리스천 큐엔에이 http://www.christianqna.org/ 게시판에 게재됐었으나 현재는 해당 글이 삭제된 상태이다. 
4) 선민네트워크 설립 취지문 중, 
   “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과 발전

은 세계 열방을 섬기기 위해 아시아의 작은 나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
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이 열방을 섬기도록 선택된 민족임을 자각하고 제2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복음의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우리는 세계
를 섬기는 <선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각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
변 4대 열강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세계 평화를 이루며, 세계를 섬기며 존경받는 선진국가로서 자
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http://www.christianq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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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이를 기점으로 ‘바른’, ‘참교육’, ‘차세대’ 등의 이름을 지닌 학부모, 교사, 교수 단체들이 우후죽

순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대부분 2012년 결성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의 조직과 몇몇 

인물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이어서 2013년에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6)가 조직되고 2014년 신촌

에서 진행된 퀴어문화축제부터는 어버이연합까지 연대한 조직적인 방해가 시작되었다. 2011년 이후 

이 조직들은 매우 공세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의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를 파탄내거나 후퇴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할 것과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폐

지를 요구하기도 했고, 전교조 반대, 성교육 반대, 교과서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했다.

그리고 2015년, 이들에 의해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성소수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이 삭

제되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의 민원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와 관련

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

한 법”이라며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고 언급했다. 

여성가족부 스스로 ‘양성평등’의 의미를 협소한 틀로 좁히고 성평등의 의미를 탈각시킨 이 전례로 인

해 이후 ‘성평등’은 더욱 공격에 취약한 위치가 되었다.  

 

보수 개신교의 ‘성평등 반대’ 주장과 조우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역사

사실 지금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보수 개신교의 그것을 크게 뛰어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마치 이 일이 단순히 별 것 아닌 명칭의 문제인 양 대응하고 있지만 실

제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이번에 발표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또한 ‘양성’과 이성애 정상가족 중

심의 가족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선례는 개헌 과정을 비롯해 앞

으로의 ‘성평등’을 둘러싼 담론 투쟁에도 다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양성평등’이 어

떠한 기조 하에서 유지되어 왔던가를 짚어보는 것은 문제를 짚고, 전환의 방향을 찾기 위해 매우 중요

5) 그러나 종교적 이유는 이들이 행동에 나서고 신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명분일 뿐, 사실 차별금지법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제
정 반대는 2004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미칠 영향, 교사와 재단 중심의 교권 
침해에 대한 위기 의식 등 교회의 자원 기반과 입지가 흔들릴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루어진 맥락이 더 크다. 그리고 이
러한 대응은 한편으로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대한 전선을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6) 다음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의 발기문과 강령 일부이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에 대한 이들의 논리
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외치고자 이렇게 모였는가!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은 정치적 의도도 아니고, 경제적 이해관
계도 아니다. 바로 '상식'과 '기본 윤리'를 통해' 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갈망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제도를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윤
리이며 가치이다." (발기문)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윤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건전한 성 윤리가 무너지고 있으며, 특정 가치의 강요로 인해 양심의 자유
와 종교의 자유 또한 위협받고 있다. 이 현상은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의 쇠퇴
로 귀결될 것이다.

...
첫째, 우리는 이성애만을 인류의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믿으며, 사랑하는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만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한다." (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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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이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수십 개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용인하

는 문제’라는 보수 개신교 집단의 프레임은, ‘시대가 변했으니 남녀평등은 인정하겠지만 성소수자까지 

인정하기는 좀 껄끄러운’ 대중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제공해 준다. 즉, ‘양성평등’을 남녀의 것으로, ‘성

평등’을 성소수자의 것으로 대립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마치 남녀평등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 보수

의 입장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면서, ‘성평등’에 대한 반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일 뿐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여러 공청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쏟아낸 이들의 외침은 

그들이 요구하는 ‘양성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은 신의 뜻에 따라 주어진 역할과 규범이 있으며 그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상호보완’하는 것이 평등

이라는 주장이다. 이 ‘상호보완의 평등’을 위해 남녀는 성별에 따른 규범을 잘 지키고 이성애 관계를 

맺어야 하며 여자는 출산을 하여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가는 이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

건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 이들이 원하는 ‘양성평등’인 것이다. 여기서 방점은 ‘평등’이 아니라 ‘양성’에 

있다.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 평등은 애초에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심지어 ‘여성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현재 수준의 ‘양성평등’에 대한 요

구의 프레임 안으로도 얼마든지 위화감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을 활용

하는 이들의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정이다. 

이러한 한계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이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

논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속에서 진행되었던 변화를 ‘가족의 위

기’로 보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었다. 같은 시기에 정부차원에서는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즉 이 시기에 남성 1인 부양자 모델의 해체와 비혼,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의 하락 등을 가족 강화와 가족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정책기조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 3조 1항에 명시된 “가족이라함은 혼인·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는 조항이 이 ‘건강가정’의 정의와 취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8조 1항의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

다”는 내용과 제3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가정교육 실시 의무 사항으로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명시적으

로 두드러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6조에서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28조에서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 고취’를 위해 가족여

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의 정의와 지원목표를 사실상 이성애-‘정상가족’에 한정지어두고 있어 동

거 가구나 동성 가구, 사실혼으로 이뤄진 가족, 1인 가구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

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혼준비 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등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

무로 명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이러한 가족 중심 목표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 둔 것이다. 따라서 ‘양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1차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통한 

가족 구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통한 가정의 유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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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을 위한 논의로써 19대 국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이 경

합하게 되었을 때도 인식의 한계는 그대로 드러난다.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322회 2차 회의에서 열렸

던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이 법안의 명칭을 두고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숙명여대 법학과 김용화 교수, 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연구원,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박진경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였다.7) 여기서 김용화 교수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통계, 교육 등이 여성과 남성, 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 보다는 

양성평등이 일반적”이며, “법은 일반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성평등을 지지한

다. 김정숙 회장은 “가족의 중요성, 혼인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장명선 연구원은 여성

가족부의 명칭을 언급하면서 “여성의, 젠더 이퀄러티 앤드 패밀리로 영어를 쓰는데 이 여성이라는 것

을 여성가족부가 떼지 않는 한 이것이 성평등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고 발언한다. 즉, 이와 같은 발언

들을 보면 애초에 ‘젠더’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것이거나 의도적으로 젠더의 의미를 ‘성별’로 국

한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애초에 ‘양성평등’을 내세운 정책 방향과 목표가 경제위기 이후 신

자유주의적인 재편 속에서의 여성인력 활용과 가족의 변화,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맞추어

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조 하에서 정책이 유지된다면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의 문

제는 사실상 양성 외의 다른 성들을 인정할거냐 말거냐 같은 문제가 아니라 ‘양성’과 ‘평등’을 다른 목

표의 실현을 위해 기능적으로 두고 있는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의 소셜미디어 페이지 타이틀 문구는 “가족사랑”이다. 국가가 원하는 재생산 기능

에 맞추어진 가족 모델을 두고 양성평등을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두고 있는 수준에서 과

연 여성가족부는 지금 보수 개신교가 주장하는 ‘양성평등’과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두고 제2차 양성평

등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단지 용어 혼용 정도의 수준

의 문제인 양 변명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이이며, 개헌 과정에서 ‘성평등’의 

의미를 제대로 짚어야 하는 이유이다.     

‘젠더’는 ‘양성’이 아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의 반대지점에 놓는 보수 개신교의 프레임은 성소수자를 완전히 별개의 집단인 

것처럼 상상하게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젠더’는 ‘양성’이 아니다. 젠더가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

된다는 것은 인종, 성, 섹슈얼리티, 계급 등이 이에 맞물려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성별

의 구분에서부터 요구되는 역할, 외모, 관계와 일상 등이 조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통

해 정치경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단지 어떤 

특정한 집단으로서 상상되는 성소수자의 집단을 이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

미 ‘젠더’를 ‘양성’으로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기조에서부터 이것이 과연 차별의 해소와 평등

을 위한 목표 하에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어떠한 역할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 

7) 이에 대한 상세 논의는 나영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성평등 정책/이론/운동의 방향
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5.11.27.에서 보다 자세히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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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기능적으로 규정하고 규범화하고 있는 근간은 무엇인지, 이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8)의 평등권 

원칙과 제10조9)의 행복추구권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를 따져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보수 개신교의 ‘양성평등’ 주장이 문제라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온 한

국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전제를 반추하여 돌아봐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성역할의 전제를 넘어 평등할 권리, 각 개인이 자기 자신으로서 행복할 

권리, 이것이 성평등의 전제이다. 

8)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9)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
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일시: 2017년 12월 11일(월) 오후 4시 – 7시

장소: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후원: 한국여성재단

공동주최: 언니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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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산의 도구에서 성‧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1960~80년대 보건사회부 주도의 산아제한 정책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셋

부터는 부끄럽습니다> 등 인상적인 캠페인 슬로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동네마다 “루우프 피임

법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소나 가족계획 지도원을 찾”으라는 안내 포스터가 붙었다. 이 ‘지도원’들은 

불임‧피임시술 목표량을 할당받아 시술을 유도했다. 불임시술을 받으면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거나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적극적 혜택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정부 사업의 주된 대상은 여성이었다. 해외 

원조로 들여 온 피임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무리한 피임시술, 또는 피임의 일종으로 

행해진 임신중절 시술 후 장기간에 걸쳐 후유증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출산율은 급강하했다. 

한국의 산아제한은 ‘성공적’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될 당시 법의 주요한 목적으로 고려된 것도 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만듦

으로써 출산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정한 조항에 더하

여, 의사가 특정 질환의 유전이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그 발견을 보고해야 하고 정부는 불임시술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75년 시설에 수용된 지적장애인 여아들에 대한 강제불임 시술 명령 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출산 억제 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 국가적 위기(라던 인구 예측)의 양상이 정

반대로 달라졌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정부 정책의 긴급한 목표가 되었다. ‘생명존중’ 캠페인을 비롯

하여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십여 년 간 공공연하고 대대적으로 자

행된 ‘여아 낙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던 국가였다. 이제 다시 ‘외동은 이기적이다, 외롭다’는 슬로건으

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혜택으로 출산을 장려했다. 급기야 공무원 단체미팅을 주선하거나 정부 

부처 집무실에 ‘부서 내 미혼자 현황판’을 거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저출산 해결만 제목 앞에 

붙으면 사업 추진이 쉬워졌다. 일‧가정 양립, 공보육 확대, 임산부 지원 관련 많은 정책이 그렇게 동력

을 얻었다. 문제는 인구였다. 

  이러한 역사를 되짚어 보면 1995년까지 성폭력에 대한 형법 제 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였

던 것이 떠오른다. 국가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법‧정책의 효과로서 고려되는 것은 무엇인

가?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은 과연 무엇인가? 

  한국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가입국이다. 얼마 전 ‘여성의 성‧보건 인권을 위한 조치’를 

보고하라는 CEDAW의 요구에 한국 정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책만을 나열했다. 지원이 필요한 것

은 사실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으로서 여

성 개개인의 안녕은 국가적 관심사-공익-의 범위가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을 내세우지 않고는 앉을 

자리도 없는 현실이다. 출산하지 않을 여성이야 말할 것도 없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자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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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슬로건이나 임신중절을 처벌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사회가 오래도록 지지해 온 제도적 합리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의심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소라넷, 몰카, 낙태죄, 생리대 안전성... 많은 여성들은 이것이 그저 음모론이나 피해의식이 아닌, 합리

적 의심임을 알고 있다. 여성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필요한 시책들은 웬만하면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안할 거라는 것. 지독히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어머니’나 ‘딸’이 아

닌 여성들 개인의 권리 자체가 공공의 관심사이자 ‘법’의 제정 목적일 수 없었던 역사는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가임기여성지도’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생긴 이래 정권을 막론하고 고

수해 온 여성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고, ‘나는 자궁이 아니다’라고 분노하는 수

천 명의 여성 개인들을 새롭게 맞닥뜨렸다. 2016년 10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에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사 처벌 강화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하는 데에서 나아

가 임신중절이 불법화된 현실에 분노하며 ‘진짜 문제는 낙태죄’라고 외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발표했던 국정개혁과제에도 낙태죄 폐지는 빠진 채 저출산 극복 대책만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온라인청원 게시판에 2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여 다시금 낙태죄가 이슈

화되고 있다. 이 이슈가 어떤 가치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이다.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가 목표일까? 그렇다면 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내 몸/자

궁은 나의 것’,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라는 주장은 유효하고 중요하다. 나의 몸과 삶을 도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부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지켜져야만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이 이 

슬로건으로 수렴된다면, 그때의 지향점이란 결국 각자의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다양한 개

인들의 세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누구의 선택지가 더 넓은가는 문제시되지 않고, 그 선택에 따른 결

과는 전부 개인의 책임으로 남게 된다. 억제 받지 않을 권리로서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우리가 살

고 싶은 삶이, 세상이 실현되진 않는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최대한의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의

무가 있다. 출산의 도구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탈피한, 여성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에게 임신, 출산, 성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인권운동의 진전은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고, 이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 여부, 언

제, 몇 명의 아이를 낳을지에 대한 결정권과 이를 위한 의료 접근권, 정보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나아가 낙태죄 폐지 운동은 ‘재생산권’을 넘어 

전반적인 ‘재생산 정의’,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겐 개헌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 

  현행 조문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여성의 신체를 인구 생산/

통제의 도구로써 관리하고자 했던 권위주의 국가의 유산이다. 이 조항의 개정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성적 주체로서 존엄할 권리와 재생산에 관련된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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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원해야 한다. 물론 현행법 10조(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다양한 

권리를 다 포괄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보편적 인권 개념 안에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포함되어 사고되지 않았던 역사가 있으므로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치를 개정안 조문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함에 있어, 우선 성에 관한 권리를 개념화

한 유의미한 단어인 ‘성적자기결정권’은 성별 및 여러 맥락에 따른 권력구조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동

등하게 부여받은 두 성인의 권리 충돌을 가정하는 남성의 성폭력의 옹호에 오용되어 온 맥락이 있다

는 점에서 다소 우려된다. 헌법에는 성적 존엄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 나을 것 같

다. 

  또한 성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도구화되거나 원치 않는 행위 및 상황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서 더 

나아가 누구나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권리, 본인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성적 정체성에 대해 스스

로 고민하고 정의할 권리 등을 포함하고자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특히 장애인이나 

청소년(과 일부 여성들)이 성적인 존재(성적 욕망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효하

다. 

  재생산권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임신‧출산을 ‘정상적인’ 여성 삶의 경로로서 강제하는 분

위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신‧출산을 하는 경우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낳지 않을 권리’까

지 분명히 포함하는 조문이었으면 한다. 제시되었던 안 중에서는 ‘재생산에 관한 권리’는 포괄적이지

만 모호하고, ‘자녀의 유무, 수, 터울 등을 결정할 권리’는 구체적이긴 하지만 한정적이다. ‘재생산에 

관해 결정할 권리’로 쓰되, 이는 사실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재생산권 전반- 임신‧출산을 결정할 권리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고려하게 될 정보, 양육 지원, 양질의 의료 기술과 제도 등을 

성별, 계층,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함- 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므로, 이를 최

대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어서 사회구성원에 쉽게 다가가야 할 헌법에 쓰는 것이 적

절할지도 고민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쓰이는 단어이며 대체할 다른 용어가 부재하니 이제 

재생산권이라는 단어를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밀고 가야 하는 것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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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 부모권, 돌봄권을 아우르는 성평등 개헌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사람답게 자랄 권리 : 아동권의 명문화 필요성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인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1.5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같은 

해 방정환 재단이 측정한 UNICEF 행복지수 모델 기준 주관적 행복도(주관적 건강, 개인행복, 학교생

활 등) 역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동결핍지수(Child deprivation index)는 OECD 국가 중 최

상위에 해당하고, ‘고의적 자해(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란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유엔아

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국민들은 정책 효과를 체

감하지 못했고, 그나마의 성과들은 건강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 보육·교육·인성 전반에 관한 

‘발달권’, 안전·유해환경·학대로부터의 ‘보호권’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에게 권리 행사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헌장의 꽃이자 핵심권리라고도 볼 수 있는 ‘참

여권’에 대한 제도적 견인은 사실상 부재하다. 현행 헌법 상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을 실시할 

의무(제34조 4항), 특별한 보호대상으로서의 연소자의 근로(제32조 5항) 정도에 한해 아동의 권리 보

장이 기술돼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아동권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10). 반면 유럽연합 및 스위

스의 경우11), (스위스 헌법 제 11조) “아동과 청소년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권

리와 성장의 지원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과 청소년은 그 판단능력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

사한다.”, (유럽연합의 헌법조약안 제 Ⅱ-84조) “아동은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그 복리에 필요한 배려

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자신과 관련한 사항에 대

한 아동의 의견은 그 연령과 성숙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복

리에 반하지 않는 한 정기적으로 부모와의 인간관계 및 직접적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와 같은 

방식으로 아동권 관련 조항을 헌법에 기술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아동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비한 아동권의 법적 근거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정서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이 질이 이렇게 열악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람답게 자랄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은 아동권을 보호받기는 커녕, 너무나

도 쉽게 혐오와 차별에 노출된다. 2017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이

며, 진정의 대상이 된 해당 식당이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

10) 2008.09.08. 일다, “아동은 ‘반인분’아닌 완전한 사회구성원” (개헌④ 헌법에 아동의 권리 명문화해야, 박선영) 

http://blogs.ildaro.com/43

11) 2008.09.08. 일다, “아동은 ‘반인분’아닌 완전한 사회구성원” (개헌④ 헌법에 아동의 권리 명문화해야, 박선영) 

http://blogs.ildaro.com/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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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발표한 이유로 더욱 이슈가 된 노키즈존 논란은 합리적인 토론과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도, 맘충 

논란과 맥락을 같이 하며 차별과 혐오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양새다. 엄마는 엄마란 이유만으로 맘충

으로 전락하고, 아이는 손쉽게 민폐 존재가 되고 만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의 돌

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이며 국가 공동체의 존속 역시 이러한 상호 돌봄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돌봄의 요구와 양육의 필요는 민폐적인 것이 되었고, 돌봄의 국가적 책임마저 각 가정 내 여성(그 중

에서도 주로 생물학적 엄마)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등권 강화 원칙에 기반해 

아동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헌법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문위원회 기본권 분과의 노력이 

무척이나 반갑다. 제 10차 헌법 개정 시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따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과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 이익 우선적 고려 의무를 명시하고, 독립된 인격

체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12)함으로써 아무쪼록 ‘우리의 아이

들’이 사람답게 자랄 권리를 보장 받고, 한 사람의 오롯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법적 토대가 

강화되기를 요구한다.               

                                    

                 

아동권과 부모권, 그 불가분의 관계

 성평등의 관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아동권의 관점에서만 조명하더라도, ‘노동에서의 성평 등 및 

일·생활 균형 보장’은 이번 개헌 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이슈 중 하나다. 아동의 권리 보장은 상당부

분 모부성 보호에 의존하고, 모부성 이슈는 결국 양육자의 노동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아동권과 

부모권이 불가분에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서다. 또한 기본권 강화 측면에서도 “국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

시할 의무를 진다.”와 같은 문구로의 ‘임신·출산·양육의 국가지원 의무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의무

화’ 조항 삽입이 필수적이다. ‘모성의 보호’에서 ‘출산·양육 지원’으로의 프레임 전환은 생계 부양 및 

돌봄 노동의 책임을 부모 양자에게 균형 있게 분배하고,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며, 여성들의 권

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의 여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개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국가보육책임제와 같은 구호 아래, 민간 시장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쉬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 급조된 무상보육 정책은 누리 

과정 예산 파동, 맞춤형 보육 논란 등을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고, 취업모와 전업모간의 불필요한 갈등

만 부추겼다. 무상 보육의 도입으로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이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정작 아동학계 관

계자들은 현 보육 실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시기상의 특성상 면밀하고

도 집중적인 1대 1 양육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현 무상보육 하에서는 상당 수 아이들이 이른 영아 시

기부터 기관 내 집단 보육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과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보육 시간을 12시간씩 늘려주는 방식’보다도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가능토록 하는

데 두어야 한다. 임신·출산·양육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차별적 요소는 '비자발적 경력 단

절'인데 가장 큰 원인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취업모를 위한 보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대도, 공공성·투명성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보육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렵고, 법정 근

로시간을 준수하는 직장에 근무한다고 치더라도 출퇴근 시간 포함해 평균 10시간 이상 아이를 보육 

12) 성평등헌법 릴레이토론회 1차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자료집 참고, 67p (한국여성정치연구소·서울 YWCA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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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등에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남성부양자에 비해 승진의 기회는 적

고 퇴직의 위험은 높은 여성이 어떤 형태로든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엄마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출산·육아 휴직조차 쓰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종용 받는다. 

 

개헌특위 위원들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대한민국 엄마들은 둘 중 한 명 정도가 첫 아

이 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 여성 대학진학률(76.4%)이 남학생(67.3%)보다 높고, 공직 내 

여성공무원 비율이 43.9%14)까지 올라서 여풍 기획 보도들을 손쉽게 접하는 이 시대에도 첫째 아이 

출산 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대한민국 여성 비중은 44.6%에 달한다.15) 핵심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임신·출산기를 겪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녀 구분 없이 출산·육

아휴직을 의무화함으로써 출산·육아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는데 둬야한다. 일례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 33조 ②와 같이 “모든 사람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모성을 이유로 한 해고

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후 유급의 출산휴가 또는 양육휴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등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출생 및 양육 지원”의 의무 조항은, “모

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와 병행하여 아동권·부모권·

노동권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보장되도록 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돌봄과 살림의 책임, 누구의 것인가?

13) 성평등헌법 릴레이토론회 1차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자료집 참고, 39p (한국여성정치연구소·서울 YWCA 주최)

14) 통계청. <통계로 본 여성의 삶>, 2015.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첫째 아이 출산 시 경력단절 경험률, (전체평균 

44.6%, 공무원 11.1%, 민간기업 종사자 49.8%, 비정규직 노동자 71.1%), 2016. 

성일종 위원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의견을 한번 낸 것 같은데, 지금 뒤의 문항을 보면 공직사회 진출이나 여러 가지 이

런 것들을 묻는 항목으로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헌법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우리 국가의 틀을 담아갈 것인

데 이미 평등이 여성에 대한 것들은 공직사회나 또 학교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검찰, 이런 데 봐 보면 실질적

으로 굉장히 많이, 오히려 여성비율이 높은 데도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20~30 년 뒤에 이 문제를 

한번 봤었을 때 ‘그 당시 왜 이런 것을 넣었지 ? ’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서 이미 기존 법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나 ,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하위법에서 더 다룰 수 있지 않겠나 하

는 의견을 전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의 가치에도 

충분히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위원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공직사회, 특히 일반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는 여성이 차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실력으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 

이런 분야 같으면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것이 사법고시나 또 국립외교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우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국민 의견 수렴용 설문. 12번 성평등에 관한 내용 관련 위원 토의 내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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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돌봄권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글을 마치려한다. 유급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비

용 중심의 가치관은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이러한 분위기는 가부장적 문화와 맞물려 돌봄과 살

림을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는” 정도의 일로 폄하한다. 가정 및 사회 속에서 성평등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돌봄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선결돼야 한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러한 문

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발족한 단체로서,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둔다. 따라서 여성연합이 제안

한 헌법 개정안 중 제 119조 ①의 개정안인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유급·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

을 포괄하며 자연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경제주체간의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돌봄권 신설 제안(“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16))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보다 자세한 견해는 단체의 정관 전문 내용으로 갈음한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고 1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간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집행된 정부 예산만 100조가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

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7년 생산인구 감소, 2018년 고령

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을 통한 인구절벽과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예견됐지만 속

수무책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분류됐던 시간들 역시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여성

들의 출산을 국가 주도적 관점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출산율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저출산 탈

출이야말로 성평등한 사회 건설 없이 불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끊임

없이 혐오와 차별을 양산해내는 성평등 개헌 반대 세력을 넘어 성평등한 헌법적 토대 위에 국민의 기

16) 여성연합 성평등 개헌 TF 4차 회의록, 13p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 전문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

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

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

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단지 ‘집안일’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그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전가해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

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

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

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

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제

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모인 구성원들의 뜻

을 모아 ‘정치하는엄마들’을 창립한다.



- 8 -

본권을 강화해 가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해결책이 될 거란 점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헌법 제 15조를 신설하라!

① 국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가족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과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남녀가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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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성이 아닌가? 퀴어여성의 눈으로 본 성평등

나기, 더지 (언니네트워크)

‘성평등 개헌’은 지난 30년의 페미니스트 운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아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라 

인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때문에 유보되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

가 있습니다. 개헌에 반영이 되든 그렇지 않든, 목소리들의 좌표를 찍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는 지속적으로 ‘최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소수의 문제’로 환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그 다음의 개헌 국면에서도 말입니다. 언니네트워크는 ‘성평등 개헌’에 참여하여 여성-성소수자의 

관점에서 성평등 제도의 도약을 위해 목소리 내려고 합니다.   

1. 언니네트워크는?

2004년 11월 27일에 그 첫 불을 지핀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입니다. ‘언니’라는 단어는 여성들 사이에서 친

근하고 편안하게 불리어지며 또한 자매애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언니네트워크는 ‘언니’와 ‘네트워크’의 합성

어로, 여성들의 연대, 지지,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의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2. 여성이자 개인으로서 필요한 성평등 개헌

1999년 <군복무가산점제> 위헌 판결, 2001년 여성부 출범, 2005년 호주제 위헌 결정 등 성평등의 제도화 성

과와 동시에 여성, 여성부, 여성운동, 페미니즘은 역차별, ‘된장녀’, ‘보슬아치’로 역풍을 맞이했습니다. 여성부

는 탄생과 동시에 폐지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주장했던 <(구)남성연대>는 2014년 

조국・가족・균형을 모토로 <양성평등연대>로 변모했고 그 정관에 ‘남녀의 조화로운 균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을 암시하며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명실상부 ‘양성 모두의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설립 목적 中) 차이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여성주의 네트워크의 핵심은 ‘차이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성정체성, 피부색, 경제적 계급, 나이 

등의 차이는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조건이 아니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언니네트워크는 결합과 해

체를 반복하며 무한히 스스로를 연결하는 차이들 간의 그물망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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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위헌 결정’ 전후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을 바탕으로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순차적으로 편입했습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

제에 관한 법률>은 2005년에 폐지, <남녀고용평등법>은 200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로 개정되었습니다. 혼인, 친족, 양육, 노동의 재편을 원했던 ‘여성’의 투쟁은 그 제도화 성과와 함께 이성

애적 공동체로 설정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몰두할 것을 약속받는 듯한 명령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주

여성, 미혼모 등 다양한 여성들의 삶 역시 출산과 돌봄 책임이라는 배경, 즉 인구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정

도로만 다뤄진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이 개인으로서 권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놀랍게도 ‘평등 촉진’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성차별 금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는데, 여기에 이르러서야 ‘성차별 금지(제29조)’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입니다. 사실상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와 구제의 원칙은 구속력이 약한 <국가

인권위원회법>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차별금지와 구제의 원칙을 강

력하게 명시하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36조1항은 87년 개헌을 통해 헌법에 ‘양성의 평등’을 기입한 여성운동의 기념비적 성과입니다. “혼인

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성

평등의 명문화는 훗날 호주제 위헌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참조됩니다. 그러나 몇 년 간 가족 가치를 수호하려

는 보수기독교계가 이 조항을 열심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제

2차 세미나>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면 우리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 헌법 제

36조 ‘양성평등적 가족’의 관점에서”

즉,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과 ‘재생산’ 영역의 사회적 조처를 개선하고자 했던 페미니스트의 노력은 

오늘날 ‘가족 가치’를 수호하며 특정한 소수자를 차별해도 된다고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

다. 그들은 성소수자를 배제하기 위해 열의를 쏟지만 가족이 남녀라는 ‘양성’의 부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정

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며 비혼모, 한부모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족’(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희생을 당연시 하는)이 아닌 개인으로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한 조합이자 공

동체로서 ‘가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법체계의 근간이 남성과 여성의 구분 위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가족제도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

들, 딸로 배치되고 그것이 신분으로 확인됩니다. 성소수자 또한 이러한 토대위에서 태어나고 배치되지만 법제도가 성소

수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이상한 존재로 만들거나 시민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

다. 나아가 이러한 성별 구분 배치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을 ‘불법’화하고 이러한 배치가 담고있는 이성애중심성에서 벗어

나려는 이들을 비정상화하는 것이 한국의 법체계입니다. 오늘의 양성평등기본법이 슬프고 모욕적인 것은 입법, 실행과

정에서 여성정책이 애초에 담당하고 목표로 해왔던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추구를 확인하고 확장하기보다 성을 둘러싼 

정상성과 위계를 공고히하는 역할을 자임하고자 하는 담론과 권력이 이 법을 매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

다.

2015.11.27. 대토론회 :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나영정(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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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 여성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일반적 차별금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개헌이 여성성소수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015년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성평등 정책의 주요 사항으로 성소

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여성가족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전광역시의 성평

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낫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대전광역시

의회는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항의해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유독 성소수자만을 정책 대

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성차별은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

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이상 국가인원위법 제2조 3항에서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서 일어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이미 한부모 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을 위한 국가의 복지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성소수자가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국민으로 볼 정당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이 일반적인 인권 원칙과 별개인 것으로, 인권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금의 상황은 큰 문제입니다. 

4. 양성평등 vs 성평등

‘양성평등’이 그 명칭때문에 ‘성평등’과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은 입법과정에서 성소수

자를 배제하려는 단서에 의해 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명칭을 둘러싼 지난 19대 국회의 

논의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12.04. jtbc <뉴스룸> 보도 '양성평등→성평등' 바꾸려 하자…일부 기독교계 반발

지난 이틀 사이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게시판에 성평등 반대라는 내용의 글이 600여 개나 올라왔습니다. 일부 기독

교계 인사가 포함된 동성애 반대 단체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건 내년부터 시행될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입니다. 1차 계획에서는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와 '양성평등위원회'라는 표현이 있었

습니다. 여가부는 이걸 '함께하는 성평등'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국 동성애자를 포함하

는 것 아니냐는 게 반대 단체들의 시각입니다.

Ÿ 이경희/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사무국장 : ‘성모든 사회적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다뤄야될 사안이 아닙니다.

Ÿ 여성가족부 관계자 : 양성평등, 성평등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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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322회 2차 회의록 中 

(발췌·강조 : 2015.11.27. 대토론회 :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

더/섹슈얼리티 문제” 나영정(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진술인 김용화(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은 법적․사회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성평등은 사회적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

재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제3의 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성불평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 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의 어떤 선도적 기능에 따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정의하여 사용한다면 커다란 모순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그렇게 되려

고 하면 헌법을 비롯한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념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진부한 면이 없지 않아 사회적 지지를 받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도 합니다. 어쨌거나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모두 여성의 상향식 평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

에 정책 수행에 있어서 실제 여성의 권익회복 또는 향상이 전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적 저항

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 내용에서는 불가피한 사항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명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단에 따른 사안이기도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검토

해 봤을 때 최고규범인 헌법 제11조 및 제36조에 따른 양성이라는 용어가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헌법에서 양성평등 이념은 도출할 수 있지만 성평등 이념을 도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

니다.

다음은 주요조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중략) 이미 개정안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통계, 교육 등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성과 남성, 양성에 대한 다름을 차이로 해

석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안 1․2의 정의규정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이 여성의 모

든 영역에서의 평등권 확보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평등의 기준에 대한 반론은 별개

로 현재 남성의 수준까지 여성의 제반 권리를 상승시키는 평등한 권리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평등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평등 확보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양성

평등의 이념의 실현이 오히려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법적 효과성을 달성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 제 의견

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만약 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위헌 요소도 있나요?

<진술인 김용화>

위헌 요소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마 하위법,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성평등기

본법으로 해서 성평등이라는 것을 데피니션(definition)을 법리적으로 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관

계라든가 헌법에서 말하는 성별이나 양성의 부분은 성으로 해석한다는 부분을 데피니션에 단다고 하면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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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겠지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3의 성이라든지 성적 지

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법이 그렇게 온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법리적인 대상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은 일반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진술인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성평등은 저는 아직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여성 뚜렷하게 양성에 대한 얘

기를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36조1항에도 있듯이 가족의 중요성 또 혼인 이런 것들이 아

직 살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평등법 이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때가 오면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법 제명으로 양성평등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제3의 성이

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진술인 장명선(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법명은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이 부분인데요. 헌법상의 11조하고 36조를 보

면 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논의하기에는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평등으로 했을 때 약간의 혼란이 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제가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2005년에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것을 성평등으로 하냐, 양성평등으

로 하느냐가 문제가 많았는데,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젠더 이퀄러티 앤드 패밀리(Gender Equality & 

Family)로 영어를 쓰는데 이 여성이라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떼지 않는 한 이것이 성평등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양성평등이 낫다, 아마 미래적으로는 성평등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정희 위원>

지금 보면 법안의 제명 문제가 조금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분은 양성평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박진경 진술인만 성평등법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양성평등기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가 그 안에는 제3의 성을 성평등이라고 할 때 포함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박진경 진술인을 제외하고 세 분은 법안 제명에 나와 있는 성평등법

이라고 할 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법안에는 성인지, 성주류화 또 성별영향평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에도 그 용어가 생

물학적인 성의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장명선 연구원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진술인 장명선>

사실은 제가 법명에 대해서 거기 내용에 썼듯이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성평등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

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상에서 11조하고 36조가 양성평등으로 ‘남녀평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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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상관없이, 아까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에 상관없이 성평등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성 관련 법률들이 사실 법률 입법이라는 것이 통과돼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에서 이게 2005년에도 성평등법이냐 양성평등법이냐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제가 2005년에 연구를 했을 

때 여가부에 가 가지고 이것을 논했을 때 여성부가 여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한 성평등으로 갈 수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여가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에도 젠더 이퀄러티 앤드 패

밀리(Gender Equality & Family)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성평등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데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성발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갖는 어떠

한 형태라든가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서 가는 게 낫고, 지금 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헌법상에도,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

이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굳이 헌법을 뛰어넘어서 성평등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것이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전정희 위원>

지금 만약에 진술인께서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성평등기본법의 제명의 의미가 제3의 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가 된다면 이 성평등기본법안의 각 조항에 제3의 성에 대한 차별 금지라든가 평등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내용

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에서 보면 평등권 침해 규정과 관련해서 성별 그리고 성적 지향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 놓고 있습

니다. 그 제2조3항을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그리고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

게 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성별하고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를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평등기본법의 제명에서 성의 개념에다가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술인 박진경(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성적 정체성은 말 그대로 본인이 본인의 성에 대한 자기정체성이잖아요. 그런다 했을 때 성적 지향 문제는 성 정

체성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섹슈얼 오리엔테이션(sexual orientation) 이게 성적 지향이잖아

요. 본인은 남성이고 여성이에요. 그렇지만 상대의 성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성적 지향인 것이잖

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평등에서 이야기하는 젠더는 그 안에 성적 지향의 차이를 염두하고 두려는 법률 용어

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법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서 만들어진 성별영향분석법, 성

인지, 성별영향평가, 많은 성주류화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성이라는 개념은 명백히 젠더의 개념으로서 남성과 여

성의 사회적 성을 의미하고 이것을 국가가 법으로 어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면서 

당연히 젠더 아이덴터티(gender identity)를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바라고 보여집니다.

<전정희 위원>

우리나라가 이미 1995년에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섹슈얼 이퀄러티에서 젠더 이퀄러

티로 바꾸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부의 영문 표기명도 젠더 이퀄러티로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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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퀴어여성의 눈으로 본 성평등

'성소수자는 성평등과는 관련 있지만 양성평등과는 무관하다'는 입법자·전문가들의 판단은 처참합니다. 젠더는 

인간을 반드시 남성 또는 여성에 속하는 개인들로 분류하는 체제입니다. '젠더 체제'는 그 개인들이 각 성별 

내에서는 동질적이고 남녀 간에만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별고정관념 속에서 삶의 

불화와 차별을 겪는 다양한 사람들이 성평등 법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섹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젠더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우

리 사회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양성이라고 해서 생물학적인 개념을 이 법의 제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시대의 트렌드하고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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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 & 돌봄 민주주의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혼인과 가족

□ 현행 헌법 조항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한국사회에서 (헌법의 ) 혼인과 가족 조항이 미치는 영향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가족의 형태별 분포

 ○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함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혈연가구수 5,576 6,367 7,470 8,751 10,167 11,133 11,928 12,490 12,995 13,694

핵가족

(%)

부부 5.4 5.0 6.4 7.8 9.3 12.6 14.8 18.0 20.6 21.8

부부와 미혼자녀 55.5 55.6 56.5 57.8 58.0 58.6 57.8 53.7 49.4 44.9

편부모와 미혼자녀 10.6 10.1 10.0 9.7 8.7 8.6 9.4 11.0 12.3 15.0

직계

가족

(%)

부부와 양(편)친 1.4 0.5 0.6 0.8 0.9 1.1 1.2 1.2 1.2 1.1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7.4 10.9 10.4 9.9 9.3 8.0 6.8 5.7 5.0 4.2

기타가족(%) 9.7 17.9 16.1 14.0 13.8 11.2 10.1 10.4 11.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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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형태별 분포>                                

 • 국가 정책에서의 배제 

 • 사회적 편견 조장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이 담보 되어야

 • 국제적 규약의 이행 명시되어야 함. 

  -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등 어떤 차별도 용납

하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가정폭력문제 해결을 가로 막는 “정상 가족이데올로기”의 오작동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비롯해 국가 가정폭력방지정책을 관통하는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라는 목적과 규범은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를 막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주문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등 가정폭력 

근절을 막는 핵심 근거로 작동하고 있음.  

2016년 4월 어느 날 나는 열아홉 살 때부터 지속된 형부의 성폭력으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그 아이를 살

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2016년 4월 5일). 아픈 언니와 조카를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이모이자, 처제이자, 엄마인 이 여성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별거 중인 아내를 불러내 지하 창고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편이 아내를 불러낸 명분이 '면접교섭권'이었다는 

기사도 접한다(2015년 3월 28일).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자

녀'였다. 법은 가정폭력 가해자이기에 앞서 아버지인 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가족을 지키려는' 법의 

의지 앞에 가정폭력은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덕분에 이혼과정에서 살해되는 여성들이 꾸준히 발생한다. 

2015년 12월에도 남편은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아내와 아이를 불러내 둘 다 살해했다. 죽어가는 이들 앞에서 

연거푸 묻는 질문이 있다. 법이 지키려는 '가족'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잃을 바에는 같이 죽거나 죽인다

는 이 아버지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2016년 3월에는 아내와 딸을 살해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 10월에는 50대 가장이 말기 암 

아내와 특목고생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10년 전 미국 LA

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아내와 두 자녀에게 총격을 가하고 자살한 아버지와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딸의 

이야기는 2016년 4월 LA타임스 기사로 우리 앞에 돌아왔다. 살아남은 이를 보며 같은 질문을 떠올린다. 살

아남은 딸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주어를 생략하고, 삶의 맥락을 삭제한 채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할수록 가족은 점점 박제가 되어간다. 쉴 곳

과 기댈 곳을 찾는 무수한 이들을 보며 누군가는 그게 바로 '가족'이라고 당연하듯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하

지만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빼곡하게(그리고 덕지덕지) 규범으로 채운 세계에서 '가족'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안식'이라는 걸 준다. 

이때의 안식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처제를 강간하는 형부에게, 그리고 폭력에 저항하기보다 '인내'

를 선택한 아내를 지속적으로 구타하는 남편에게만 도달할지 모르겠다. 스스로를 접고 저항을 포기하는 방식

으로 자녀와 '가족'을 책임지려는 '처제'와 '아내'에게 가족은 안식처일 수 없다. 

한국여성의전화 화요논평 20160510, 원문: 김홍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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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법적용 및 관용 

  - 가정폭력 신고율: 2013년(1.3%)1), 2016년(1.7%)2) 

  - 가정폭력사범 구속율: 2013년(1.7%), 2014년(1.6%), 2015년(1.3%), 2016년(0.9%)3)

 •  ‘헌법은 법률을 비롯한 다른 법보다 상위의 법으로서 최고의 규범’, ‘ 헌법은 최상위규범으로서 

하위법률의 근간- (11조의 규정만으로는 한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 

개정운동 진행 중 

○ 젠더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방조함. 

 • 「‘gender equality’ 의 의미는 성별/ 들 간의 평등이거나 성별 제도로 인한 차별 시정을 뜻하는 

것이지, 양성간의 평등이 아니다. (정희진)」 

 •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를 본질화하며 성역할고정관념을 재생산·강화하거나 몰성화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반인권세력의 목소리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되

지 않았다’고 운운하며 반인권적 성차별적 주장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더 이상 성소수

자 배제를 공표하며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전반을 후퇴시킴 

• 여성을 보호의 대상과 객체로만 인식하게 하는 문제 -주체, 시민으로서의 여성 

 

1) 여성가족부(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6), 가정폭력 실태조사
3) 법무부, 2017 통계

⁃2017년 7월 25일 밤 11시 25분경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부인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

됨.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며, “사흘 전 부부싸움 

중 뜨거운 물을 뿌려 아내가 다쳤다”라는 남편의 말에 따라 가정폭력이 의심되어 자정께 경찰에 신고함. 그

러나 병원에 출동한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남편의 말만 듣고 사건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철

수함. 해당 가정은 2015년 7월 2회, 2016년 8월 1회 등 총 3회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

었음.

2017.8.10. 연합뉴스- “‘구급대가 가정폭력 신고했는데’…가해 남편 말만 믿은 경찰”

⁃2017년 9월 10일 오후 4시경 경북 경주시 한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십여 차례 내려친 남편이 

구속되었으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음. 가해자인 남편은 두 달 전인 7월에도 집안 집기를 부수고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등의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한 바 있으나,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당시 사건에 대해 경

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라기보다 재물손괴에 가까웠다”, “가정폭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부

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정폭력 재발우려 기준에 못 미쳐 긴급임시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함.

2017.9.15. 노컷뉴스- “돌로 머리 내려치고 폭행했는데…가정 폭력 아니다? 

“여성폭력은 차별의 한 형태로 인권침해에 해당되며, 본질적인 원인은 남성과 여성간의 오랜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 모두에 만연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다. “ 

- 유엔사무총장 심층보고서

(The Secretary General"s in-depth study on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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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이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의 본질적 원인은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고 제 2의 성, 혹은 열등한 그 무엇으로 보

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임. 

 - 여성 2명 중 1명 가족이나 데이트 상대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전/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여성 10명 중 8명(2016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통계분석) 

 - 2016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한 여성 최소 187명 

(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 )

□ 개정방향 및 내용 

 • 여성연합 성평등 개헌 TF 논의 (안)

 ① 모든 사람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②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 

 ③ 가족은 법적⋅경제적⋅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논의 중인 쟁점 ( 성평등 개헌 TF )

  - 현행 조문 자체만 봤을 때는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제도보장’의 내용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도록, 즉 혼인이나 가족생활 상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

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개정안  ‘가족 보호’와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가족

제도’에 대한 국가보호의 측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개정안에서는 가족형태로 인한 차별은 평등권 조항에서, ‘모성보호’의 문제는 노동, 혼인 및 가족, 

재생산의 영역에서, 일·생활 균형은 노동영역에서,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은 아동권에서 규정/담보하기

로 했음. 이처럼 가족생활과 관련한 권리와 사회보장의 상당부분을 다른 영역으로 포괄하고, 조문의 

위치도 사회적인 제도보장에서 자유권 부분으로 옮기면서 특별히 가족에 대한 국가보호를 유지, 강화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조문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조문에서 상정한 ‘가족 보호’는 무엇인지, 

민법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법의 근거규범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더 필요함. 

- ‘혼인’을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추후 토론이 필요함. 

■ 돌봄 민주주의

인간은 평생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 하는 어린아이는 양육자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기대어 돌봄을 받는다. 그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과 교육은 끊임없는 돌봄의 연속이

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돌봄의 연속이다. 성인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과 다른 것

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실제로 하느냐 와는 다른 문제이다- 의 차이일 뿐이다. 고령의 노

인이 되면 다시 돌봄을 필요로 한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이는 대단히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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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돌봄은 자연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낳자마자 한 시간 내에 걷

고, 뛸 수 있는 동물의 새끼에 비해 인간의 어린아이는 지나치게 나약하다. 동물은 학교라는 체계 속

에서 집합 교육을 하지 않으며 거대 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긴 사회화 과정 없이 바로 성체가 된다. 

나이 들어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 하는 동물은 도태된다. 인간의 돌봄은 문명화 이후에 자연 상태에

서는 생존할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을 살 수 있게 하는 행위들이며, 많은 물건의 사용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다. 또한 우리가 구축한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의 토

대이다. 돌봄없는 일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중요한 돌봄이지만 항상 핵심적인 공적 논쟁의 장에 등장한 일이 없다. 대부분 이러한 돌봄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여성들이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공적영역으로 진출하지 못한 돌봄은 

그 가치가 저평가되었고, 숨겨진 그림자 노동이 되어 왔다. 전업주부를 ‘집에서 논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여성이 단지 생물학적으로 출산과 수유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에게 돌봄을 떠넘겨 왔다. 한걸음 나아가 돌봄에 적합한 신체와 심성을 가졌고 본시 돌봄에 특화된 존

재라는 신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해 왔다. 여성들에게 지워진 돌봄 책임은 그 무게만큼 인정받지 못 했

고 기록되지 못 했다. 처음 아이를 낳고 돌봄의 책임을 떠맡은 엄마들은 절규한다. 왜 아무도 신생아

가 이렇듯 까다롭고 24시간 손이 가며 다루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돌봄 책임은 여성에게 보상과 인정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게 시민권을 박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로서 역할하려 할 때마다 뒷덜미를 잡아 챈 것은 바로 이 돌

봄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사, 가족 돌봄으로 이어지는 돌봄의 1차 책임

자로 설정되면서 장시간 노동과 야근과 회식을 감당할 수 없는 2등 노동자로 취급되고 있다. 20대 여

성들조차 채용 면접자리에서 결·남·출(결혼, 남자친구, 출산 계획)이라 불리는 질문 -얼마나 반복되었

으면 합의된 약어까지 존재 하는가- 을 무수히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결국 이들은 이를 이유로 채용

에서 배제되거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난생 처음 본 면접관으로부터 버릇없고 제멋대로라는 꾸지람을 

듣고 배제된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안정적 기반을 확보한 능력 있는 노동자로 인식된다. 돌봄 

책임의 불균형한 분배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일도 하고 시민역할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누군가는 불공평하게 돌봄의 의무를 떠안

고 있다면 민주주의 이론은 아직 그 임무를 다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4). 돌봄 책임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는 평등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논쟁을 가져온다. 돌봄과 민주

주의가 결합되는 지점 또한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확대함으로써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현재 돌봄이 가진 불평등

성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한편 돌봄을 책임으로만 인식하지만 돌봄은 양면성을 가진다. 책임의 다른 면은 돌봄을 할 권리이다. 

내 아이를 돌볼 권리를 박탈당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가족으로부터 소외와 배제를 당한다. 책임은 

권리의 이면이다. 책임을 수행한 만큼 유대감와 가족 공동체 소속감은 증가한다. 그러나 어린 딸이 아

버지에게 “아빠, 또 놀러 와요”라고 말하는 광고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돌봄을 할 권리는 결국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만 이는 좀 더 확장된 논의를 불러온다. 회사에 매인 시간빈곤자는 돌봄을 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시간의 측면에서는 일·생활 균형 논의를 촉발시키고 이는 다시 노동시간 단축, 휴

가의 자유로운 사용 등으로 확장된 논의를 가져온다. 

4) 조안 C. 트론토, 2014,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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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또한 학습이 필요한 생존 기술이기도 하다. 독립하여 1인 가구로 생활한 지 5년이 지나도록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내

가 먹고 싶은 음식 한 그릇조차 내 손으로 만들지 못 하는 현실은 취향을 떠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공부만 요구하는 우리의 교육환경은 집안의 모든 돌봄을 어

머니에게 떠넘기고 있다. 분배되지 않은 돌봄은 생존 기술 습득 과정조차 박탈하고 있다. 이는 다시 

교육과 문화의 문제로 확장된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볼 능력과 생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이들이 독

립해 1인가구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앙드레 고르는 인간 활동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고 임금을 얻기 위해 하는 타율노동, 개인 욕구와 

일치하는 스스로 명령한 활동으로서의 자율노동, 그리고 생물학적인 인간이 생명과 성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활노동으로 나눈다. 고르는 인간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율노동

에 의한 식민지화에서 벗어나 자율노동시간을 늘리고 그로 인한 소득감소 등은 그동안 경제이성에 지

배되었던 사적영역의 노동들을 다시 자활노동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젠더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또는 누구든지 자급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5). 고르가 주장하는 자율노동과 

자활노동의 능력 회복은 시장의존적 소비자로 전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다. 돌봄이 자활노동

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앙드레 고르가 주장하는 젠더와 상관없는 자급 능력과 사적영역의 재탈환은 돌

봄의 권리와 맥락적으로 닿아있다.

국가가 발전해 오면서 돌봄의 책무를 국가의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증가해 왔다. 영유아 돌봄부터 

시작해서 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을 통한 노인 돌봄,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까지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

어 왔던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무도 이것이 가족 내 사적 문제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러한 ‘돌봄을 할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위법에서만 규정할 

것인가.   

트론토는 돌봄의 ‘무임승차권(passes)’을 경계하고 돌봄의 책임과 권리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진보했음에도 현재의 민주주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개인이나 의존하는 개인을 돌보는 

이들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돌봄 책임을 민주

주의의 과제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돌

봄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돌봄 책임을 민주주의 과제로 인식하지 못 하는 민주주의는 아직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민주정치는 민주시민이 이러한 돌봄의 책임분담 문제에 참

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과 돌봄을 위한 책임 분담을 그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만 한다고 말

한다6). 

헌법에서 돌봄의 권리와 평등한 책임을 말하는 것은 지금껏 사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던 돌봄을 공

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다시 시장화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

가 될 수 있다. 돌봄 노동은 시장화되면서 사적영역에서 여성이 무임금으로 해 오던 노동이라는 이유

로 심각하게 저평가받고 있다. 당장 우리 정부부터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

리 모두가 알고 있다. 돌봄 노동에 대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함께 말이

다. 

5) 문순홍, 2001, 앙드레 고르:현대 자본주의 비판과 사적 영역의 재탈환 정치, 236-240면. 김현미, 2015, 자본주의의 ‘재생
산적 전환’과 여성노동, 6-7면에서 재인용

6) 조안 C. 트론토, 2014,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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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할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이렇듯 다양한 논의의 확장을 가져오

며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진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이 명백하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할 것은 ‘돌봄을 할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는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며 

자유와 평등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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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다 사람으로, 평등을 넓혀라 

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대표)

1. 들어가며 

m 2016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백만을 넘음(2005년 대비 8.5%, 159,922명 증가), 최근  5년

간 매년 평균 9.26%의 증가율을 보임.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대상 확대 및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의 영주(F-5)자격 신청 증가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힘. 이러한 체류외국

인 증가 추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의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지속될 전망. 

m 체류외국인 수 증가는 크게는 한국, 작게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이주민이 늘어남을 의미함. 전

체 외국인 중 75%가 정부에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고, 약 21만의 미등록 

상태(불법체류) 외국인을 추가하면 그 수는 더 많음.  

m 한국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수립하는 한 편, 여전히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숙련,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정책을 만들면서 동시에 내국인의 노동시장 보호한다는 명문 아래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취업을 단속하고 있음. 정부는 한국 사회의 재생산 위기를 극복하려는 미봉책으로 

외국인 유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한국을 다문화 사회로 선언했지만, 그 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방

지 대책 수립은 적극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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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세계 난민이 6,560만 명을 뛰어 넘은 ‘난민위기’시대에 난민 수용 확대와 인권 보호는 국제사회

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임. 난민 수용은 다른 배경의 이주민과 달리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가 목적

이고 국가적 재생산 위기 해결책은 아닌바 한 국가가 난민을 어떻게 수용하고 보호하느냐는 그 국가

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임.   

m 한국은 1992년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

하였음. 1993년에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난민에 관한 인정철차를 규율했으나 그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난민의 처우에 관해서는 2008년 3번째 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됨. 이에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시행됨. 난민인정절

차를 개선하고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처우를 다루는 등 난민인정제도의 기반을 만듦. 최근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3년간 재정착난민 수용.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세계 평균 37%에 턱없이 모

자란 3.9%(199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688명)에 그치고 있음. 또,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갭이 존

재하며 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해 부처간 간극이 있음.    

m 다문화 혐오, 인종주의, 특정 종교에 대한 적대 여론,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여론, 난민법 남용 증

가에 대한 비판 

2. 난민협약 상 난민의 정의와 법적 지위

m 난민은 국제법상 우선 세계인권선언(1948),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

약; 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1966)과 더불어 인종차

별철폐협약(1965),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고문방지협약(1984), 아동권리협약(1989), 이주노동자권리

협약(1990), 장애인권리협약(2006)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또한 

난민의 지위에 따른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 

m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

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자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

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난민협약 제1조 A(2))

m 즉,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1) 국적국 밖에 있을 것,  2) 난민협약상의 5가지 사유 중 하나 혹은 복수, 

3) 그러한 사유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4) 박해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5) 국적국의 보호 부재 

m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난민의 지위와 권리는 난민이 비호국에서 체류자격을 받았는지의 여부 혹은 

어떤 종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음.

m 난민협약이 보장하는 주요 권리는 자유권으로 종교의 자유, 결사의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있음. 사회권으로는 주거원, 교육권, 공적 부조를 받을 권리,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저작권 등이 있음. 또한 난민은 추방 및 송환의 금지(제33조), 불법 입국 및 체제에 대한 형의 면제, 

귀화 용이 같은 절대적인 권리를 갖음. 협약 상의 모든 사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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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난민협약은 절대적인 권리 외 각각의 권리의 보장의 수준을 국민 혹은 외국인과 비교하여 규정하

고 있음. 

1)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

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예-동산 부동산, 자영업, 자유업, 주거)

2)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국민에게 부여한 것 중 가장 유리한 대우(예-결사의 권리, 취업)

3)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예-재판을 받을 권리,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배급, 초등교육, 공적구호, 노

동법과 사회보장)

  

<난민 및 외국인 관련법>

국제법

국제인권협약

세계인권선언(1948),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인종차별철

폐협약(1965),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고

문방지협약(1984), 아동권리협약(1989), 이

주노동자권리협약(1990), 장애인권리협약

(2006)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 비준하지 않

음. 사회권 협약 의

정서(2008년 제정, 

2013년 발효)에 비준

하지 않음. 

난민협약
난민협약(1951), 

난민의정서(1967)
1992년 비준

국내법

헌법
제6조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난민법 난민법(2012)

2009.5.25. 법률발의

2012.2.10. 제정

2013.7.1.  시행

법

근로기준법, 사회보장기본법, 교육기본법, 보

건의료기본법, 주택법. 장애인복지법, 도로교

통법, 모자보건법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 8~10, 제64조 3

항, 제99조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외국인 관련 

지방자체단체 조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2006, 행정자

치부)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산

시, 광주광역시 남구 및 광산구, 목포시)

업데이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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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법상 난민의 정의와 법적지위와 처우

1) 헌법

m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는 「근로기준법」, 「사회보장기본법」, 「교육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주택법」 

등 각종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은 대부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주민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배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주민은 귀화를 하지 않는 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m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 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함.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라고 설시함(헌법

재판소 1994.12.29. 선고 93헌마120결정,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99헌마494. 황필규(2010)). 

m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 상의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구분하고, 전

자를 “인간의 권리”, 후자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외국인을 “인간의 권리”의 주체로 보고 사회

권적 기본권의 경우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함. 다만 노동에 관한 권리 가운데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이 아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같이 아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권리는 외국인에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결정. 

황필규(2010)) 

m 현실에서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권리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데, 이러한 헌법적 한계가 관련이 있음. 

2)난민법 

m 난민법, 난민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적용.

m 국내 난민법상 분류: 난민신청자(G-1-5), 난민인정자(F-2-2, F-2-4), 인도적체류자(G-1-6)

m 난민인정자의 처우는 난민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로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

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에 따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사회적응교육, 학력인정, 자격인정, 가족결합,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를 

받음.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 난민 인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언급이 없는 경

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을 가진 난민아동은 장애인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

으나 장애인등록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청이 안 됨. 장애인복지법은 외국인 가운데 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 한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거부당함. (2017년 12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m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는 취업활동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음(제39조). 인도적 체류자

에 대한 사회보장은 없음.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봄. 특히 의료보험 가입

이 불가능과 운전면허증 획득 불가능은 큰 문제가 됨.   



- 27 -

m 난민신청자의 처우 관련해서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로 생계비 지원, 취업 허가,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에 관련됨. 그러나 모두 “~지원할 수 있다” “~ 허가할 수 있다” 와 같은 의무 

조항이 아님. 법무부 예산의 제약, 국내 노동시장의 폐해, 운영 중인 주거시설 이 인천 영종도에 위치

한 외국인지원센터가 유일한 점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은 매우 제한적. 제44조는 난민불인

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난민심사 재신청자에게 위와 같은 처우를 

제한할 수 있음.  

 

4. 난민보호 현안 

m 난민지위인정(RSD) 절차 개선

m 독립적인 행정적 이의신청 제도가 되어야  

m 인도적체류허가자의 지위 및 권리 개선

m 가족재결합 절차 마련 및 지원 

m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개선. 특히 공항만 불회부 결정사유를 명백히 근거 없는 케이스에 국한

m 재정착 수용 확대 및 현지통합 위한 지자체와 부처간 협력 강화

m 재정착난민과 국내에서 인정받은 난민인정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처우 및 지원  

m 구금, 아동 구금

m 출생신고

m 교육권

5. 맺음

m 헌법적 한계, 사회권 보호 노력에 대한 국가의 의무 유기

m 난민법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

립, 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

포 난민지원조례 폐기(2015년)  

m 성적 박해와 관련한 난민 사유, 여성난민의 취약성, 난민심사 및 보호 기관 젠더적 관점 필요  

m 아동난민에 대한 보호 미비

m 체류외국인 수 급증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증가로 정부는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정

책을 펼침.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시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주민

의 권리로 인정되기보다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다시 말해 이

주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는 지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의무나 책임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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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쓰는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 제10차 성평등 개헌

이진옥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0. 들어가며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매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2016년 116위에서 2017년 118위로 다시 하락했다. 이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한국은 

단 한 번도 100위권 안으로 진입한 적 없다. 이러한 성불평등 지수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과부

화된 교육열,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의 한국 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이 낳은 총체적 사회 위기의 

비용이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위기는 “과거의 불확실성을 동요시키고, 새

로운 가능성을 열며, 이제는 신빙성 없는 과거 질서에 대한 찬사들에서 생략되었던 염려들을 가시화

하는 성찰과 잠재성 계기를 주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Bedford and Rai, 2010: 12). IMF 

총재 라가르드는 지난 10월 여대생들 결혼·출산 기피 현상에 충격을 표현하며, 저출산→고령화→성장

률하락→재정악화 '악순환 고리'에 놓여 있는 한국을 “집단적 자살사회”라고 평가한 바 있다.1) 이에 

세계 최고의 통계석학으로 불리는 한스 로슬링 카롤린스카 의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 바 있

다. “저출산 극복은 인구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페미니즘을 통해 적극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정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대로 한국이 사라지도

록 한국인들이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의지만 갖는다면 그 변화는 순식간에 온다.”2) 10차 

개헌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의 누적된 불평등은 여성의 몸에 각인되지만, 그 불평등

의 발화자는 남성의 얼굴을 지닌다. 백년대계의 대한민국의 사회계약을 다시 쓸 때 여성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계약은 단순히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

를 더욱 심화하는 것을 방치하는 반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성”의 목소리는 단일하지 않다. 동반연을 비롯한 일부 기독교 세력의 성평등 개헌에 대

한 거센 저항에 맞설 수 있는 여성 집단의 집합적인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지만,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단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다시 쓰는 사회 계약은 그 여성의 차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그 차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연대하며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과정일 것이다. 성

평등 개헌에서 모호함은 단지 “성(gender)”의 개념에 있지 않다. 우리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서 “평

등”을 실현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성운동은 그간 일상 생활에서 각자의 조직에서 평등을 실

천하는 페미니즘의 윤리와 원칙을 실천해오고자 노력해왔다. 비록 그 노력이 항상 성공의 결과를 가

져온 것은 아니더라도 그 경험을 성평등 개헌 과정에 투영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언어와 더불어 평등을 위한 정치적 문법을 후세에 남길 수 있을 것이다.        

1) 라가르드 IMF 총재의 경고…"한국은 집단적 자살사회 같다", 한국경제, 2017.10.24.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7102481021&category=AA021
2) "페미니즘이 한국을 구할것....변화는 순식간에 온다", 경향신문, 2017.10.04.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004133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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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헌은 촛불의 연속이다.  

내년 지방선거일에 예고되어 있는 제10차 개헌3)은 1987년 민주 항쟁의 결과였지만 졸속으로 만들어

진 헌법 이후 30년 만에 다시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최초의 시민의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거친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를 기초로 진행되어 왔다.4) 아래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처럼 10차 

개헌의 3대 원칙은 “국민에 의한”, “미래를 향한”, “열린” 개헌으로 요약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 만드는 헌법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것입니

다. 이번 10차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미래 100년의 새로운 항해지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 <국

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 그것입니다. 첫째, 내년 정부수립 70주년과 제헌 70주년

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온전히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입니다. 분

권은 대표적인 시대정신입니다. 권력의 편중과 남용을 막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개헌의 일정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과 통로를 통

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사를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정세균 국회의장).5)

따라서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

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헌법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여론조사와 

더불어 국민대토론회를 실시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국 11개 시

도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동성애 반대자들이 장악하여 시민의 참여와 숙의의 과정으로

서의 민주 헌법의 취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6)  

10차 헌법은 단순하게 권력 구조의 개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

다는 점에 다수의 법학자들과 시민사회 주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만 온 관심

을 쏟고 있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대항해 일부는 무관심과 비참여로 고의적 지연술(deliberately 

slow)을 전략으로 택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제도적 개혁에서 제도의 주체는 항상 

현행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인 권력자들이며 그 권력자들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투영되지 않은 제도 개

혁은 없다. 즉, 헌법 개정의 주체들은 이미 개정의 의지와 도구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비개입 전

략은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방식으로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물론 그러한 전략은 많은 제도적·사법적 부작용들이 현행 헌법으로도, 즉 헌정주의에 입각하자면 충분

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검찰 및 사법부의 적폐세력만 청산된다면, 지금 헌법으로

3) 문재인 정부의 개헌 의지와 더불어 국회와 국민의 여론이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 일정을 2018년 지방선거일로 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래 기사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최민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78%ㆍ의원 89% 찬성”, 중앙일보, 2017/09/24. 
http://news.joins.com/article/21965173
4) 개헌의 역사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1952년 7월 7일 1차 개헌 (직선제-발췌개헌), 1954년 11월 29일 2차 개헌 (사

사오입), 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 (4.19),1960년 11월 29일 4차 개헌 (소급입법) , 1962년 12월 26일 5차 개헌 (5.16), 
1969년 10월 21일 6차 개헌 (3선 개헌), 1972년 12월 27일 7차 개헌 (유신헌법), 1980년 10월 27일 8차 개헌 (12.12),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 (6월항쟁)으로 대부분 정권의 권력 연장 수단으로 헌법은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 항쟁의 
결과물인 3,4,9차의 헌법도 소수에 의한 졸속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었다. 

5)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17.8.29., 10-11쪽. 
6) 윤진희. “동성애 반대자 점령한 '개헌 토론회장'…국민의견 수렴 취지 무색”, 뉴시스,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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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분히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관점 또한 일리가 있을 수 있다.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잠재적 충

돌에서 더 중요한 것은 법의 권위에 의존하는 헌법의 조문보다는 불완전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작동이

다라는 주장에서 개헌보다는 보다 평등한 대표성과 참여와 숙의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

치제도 개혁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즉, 정치제도 개혁 없는 헌법은 무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는 다른 제도와의 조합 방식에 의해 힘을 더 크게 갖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즉 정치

제도 개혁과 개헌과의 관계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강화 효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더욱 요청

되는 것이다. 특히 앞서 본 개헌에 대한 기독교 세력의 오염된 관점과 훼방이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침묵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10차 개헌은 필요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를 담아내야 한다. 일

차적으로 개헌의 동력은 촛불의 힘에서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차 담화문 직전에 개헌 카

드를 사용한 것은, 권력 유지의 위협감을 직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국회의 소수 세력들

이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번번이 여론의 저항에 부딪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이번 개헌이 비

록 국회가 주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헌의 동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개

헌을 위한 국민 참여의 기반은 이례적으로 만들어졌다. 오동석(2014)은 ‘인-민’들이 직접 써나가는 혁

신의 법으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헌법을 쓰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라는 점에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가 배치되기보다 조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개헌”에 주목하

는 것이다. 성문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의 여백을 담고 있다. 그런 점에

서, 이제라도 시민사회는 개헌을 대한 각 분야의 목소리를 내야하며, 특히 여성계는 성평등 미래에 대

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반동성애 개헌 세력을 저지해야 한다. 

헌법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헌법은 전통으로서 지켜야할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끊임없이 갱신하

는 사회계약이라는 측면에서 87년 체제로부터, 과거 권위주의적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주권자의 법이자 도덕률이자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위상을 가진다. 우선, 헌법은 기존의 헌법질서를 끊임없이 여과하여 새로 써나가는 

과거 청산법이자 미래를 위한 교두보로서 후손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다. 개헌 개입의 중요성은 근본

적으로 헌법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 헌법은 국민의 법이다.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의 법인 것은 그 때

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제2항). 헌법은 법률을 비롯한 다른 법보다 상위

의 법으로서 최고의 법규범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이 부여한 것이고(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게 하고 있다(헌법 제111조제1항 참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도 

헌법이 부여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법규범의 위계구조는 ‘헌법 - 법률(시행령) - 조례 

– 개인생활규범’의 순이지만, 인권 보장의 기준점은 그 역순이다(그림 1). 모든 하위법규범은 최고법

규범인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하므로 법률(시행령)로써 조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권을 제한하

도록 하는 것은 그 한도 내에서 효력이 제한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에 적합하게 법령을 해석해야 하며, 하위법규범은 상위법규범의 기준을 상회하는 한 헌법에 합치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오동석 2010).7) 이는 반동성애 세력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을 저지할 필

요성을 나타낸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이 발의된 이후, 지역에서의 성평등 조례안에 대한 역공과 여성

주간 행사나 여성 지원에 대한 남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에 볼 수 있듯이 양성평등의 법적 

용어 사용이 가져오는 문제점의 심각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일부 기독교 세력이 주장하고, 

여성계도 동조하고 있는 새로운 헌법에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성문화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여성

정책 및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역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며,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7) 오동석. 2010.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2(2). 2010. 12. 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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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오동석, 2010 참조)

개인생활규범 ↑

조    례 인권

(시행령)

법     률 보

헌     법 장

↑

← 규범 규율 범위 →

2. 성평등 개헌이어야 한다. 

발제문에도 제시된 것처럼 현행 헌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과거 권위주의적 국가 우선주의를 극복하

지 못한 채 개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8) 따라서 헌법개정연대를 비롯한 여

성 관점의 개헌론자들은 이번 개헌이 평등권과 사회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권 중심의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왔다. 여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 제8조 “법 앞에

서의 평등과 모든 영역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은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던 반

면,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던 '남녀동권' 문언은 1962년 제5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0년 제8차 개

정에서 양성의 평등이라는 용어로 부활하였다. 그러나 헌법에서 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9), 여성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점의 전환과 헌법 내에 성평등 목표의 설정 

및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김은주 2017).10)

Silvia Suteu와 Ibrahim Draji11)는 성평등 헌법의 필요성에 대해 6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성평

등 헌법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적 헌법이다. 둘째, 성평등 헌법은 여성의 역사적·경제적 비가시성의 문

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성평등 헌법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이해와 욕구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담을 수 있다. 넷째,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만큼, 성평

등 헌법은 여성의 권한확대를 위한 법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다섯째, 공공생활과 정치적 및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여성이 참여할 권리는 여러 개의 국제적 규약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만큼, 법

8) 신필균. “[시론] 국민이 주인 되게 헌법 개정해야 한다”, 중앙일보, 2017/10/09. 
http://news.joins.com/article/21994430

9) 신옥주(2009)는 현행의 헌법규정으로부터는 국가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의무를 도출해내기 어려우며, 이 중 어떤 

조항도 성평등 실현을 국가의 목적으로 하는 목적조항 또는 국가의무조항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남녀동

권조항의 삽입을 주장한다. 

신옥주. 2009. “헌법상 남녀동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55-80

10) 김은주. 2017.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이화젠더법학 제9권 1호: 43-94. 

11) Silvia Suteu and Ibrahim Draji. 2015. ABC for a Gender Sensitive Constitution, Euromed

Feminist Initiative IFE-EFI,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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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관성과 통합성의 측면에서 성평등 헌법은 모든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국제적 약속이며 규범이

다. 여섯째, 갈등은 젠더 불평등과 젠더기반 폭력을 악화시키며 전쟁 또는 무력 분쟁의 수단이 되어왔

다는 점에서, 성평등 헌법은 분쟁 이후의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김은주 2017: 44-49에서 재인

용).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직면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젠더를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문제로 숙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젠더 없는 민주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황정미 2017). 특

히 민주화 과정에 대한 젠더 관점의 복기는 비록 민주화 과정에서  성평등은 다수의 여성정책을 통해 

부분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성별 이원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의 참여는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보

다는 오히려 성 불평등을 심화하는 역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는데 이견을 제기하기 힘들다. 또한 더

불어 노동 시장의 성별화된 불평등과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는 여성 빈곤을 심화하며 복지국가 전

환에 있어 성평등의 관점은 정책적 성공과 더불어 민주 헌법의 의의를 살리고,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

를 돌파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12) 일례로 특히 복지 제공의 기준을 가족으로 상정하

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처럼 복지제도가 오히려 흉악한 위협이 되는 역

설적 상황을 반복해오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제도 밖으로 배제와 빈곤으로 몰아갔다. 이

점에서 복지의 근간이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상정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절실한 것이다.  

성평등 개헌의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으로 짜여 있는 복지 체제에 편입되지 못해 국가로부

터 마땅한 기본권을 받지 못하는 절대 다수 인구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취약한 복지 기반을 확

장하는 헌법적 토대를 만들고자 함이다. 그럴 때 양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조항은 1

인 가구13)가 대세를 보이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 생계를 협력하는 인구에 대한 현재의 징벌 시스템

을 강화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개인과 사람에 대한 존중은 인권 

가치의 문제이자 분배의 문제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의 가치와 도덕적으로 폭망한 보수정권 

집권 이후 혐오로 팽배해진 한국 사회의 개조를 위해서, 지금까지 국민이지만 국민으로서 권리를 향

유하지 못했던 배제된 국민을 포함하기 위해서서, 더 넓고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성평등 개헌이 

그 답이며, 지금이 기회다. 

“새로운 사회는 언제나 기존 사회의 폐허 위에 세워진다. 헌법 개정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리는 만무하지만, 헌법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누군가가 정치의 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첫 단

추라면, 그리고 그것이 소수자혐오적인 사회를 무너뜨리는 한 방법이라면, 지금이 기회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갇혀 사는 대신, 시민사회라는 땅에, 정치의 영역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들어갈 기회 

말이다.”14)     

그를 위해서는 성평등 담론의 창출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관념은 담론의 실질적 내용이자 정책, 사업, 

철학의 세 가지 수준에서 발생한다. 담론은 관념을 전달하는 상호 과정을 의미하고 지배적인 관점이

자 당연시 여겨지는 가정들을 수용하는데 기능함과 동시에 정치적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표현

하고 소통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담론’의 개념은 담론 분석으로부터 합의된 개념을 수출하는 것이 아

12) 황정미. 2017.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사회 114: 

17-51

13) 연합뉴스. “'나 홀로 가구'가 대세…1인 가구, 520만 시대(종합)” 2016/09/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7/0200000000AKR20160907088951002.HTML

14) 박종주, “소수자 혐오와 성평등 개헌” 35호 2017년 10월 1일, 

http://workers-zine.net/2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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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담론이 정치적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첨가하고 확장하고자 한다(Letina and Krook 

2011).15) 다시 말해 새로운 제도의 창출과 변화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담론을 필요로 하며, 이 

개헌의 기회에 지금까지 혼선을 빚고 있는 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할 필요가 있

다. 

3. 일부 기독교 세력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억압한다. 

 

성평등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과 사람의 가치 존중인 인권의 토대이자 기본권의 강화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반동성애자들이 핵심적으로 비판하는 양성평등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여성

의 권익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2017년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

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던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성명서에

서 "우리는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

법부의 해석에 의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반대한다"며 "동성간(특히 남성간) 성

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 출산 불가능 등으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 합법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①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평등에 기초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 양성간 결합을 통해 이뤄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②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를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③개정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

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평등을 기반

으로 해야 한다 등을 내세웠다.16) 

그러나 정희진(2017)은 아래처럼 양성평등은 남성을 규범으로, 여성을 부수적인 타자로 만드는 방식

이며, 양성평등은 동성애 남성에 대한 폄하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기존의 권력의 젠더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의 수사인 것이다. 양성평등의 용어는 기존의 성평등과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

은 젠더를 어떻게 한국 사회에 토착화할 것인가의 중요한 담론적 작업을 심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공식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이다. 정부 

기구나 여성 단체의 명칭뿐 아니라 일상적 대화에서도 ’양성평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페미니즘 그 

자체이자 목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gender equality'의 의미는 성별/들 간의 평등이거나 성별 제

도로 인한 차별 시정을 뜻하는 것이지, 양성 간의 평등이 아니다. 나도 전략적 차원에서 간혹 ’양성

15) Freidenvall, Lenita and Mona Lena Krook. 2011. Discursive Strategies for Institutional Reform: Gender 

Quotas in Sweden and France, in Krook, M., Mackay, F. eds. 2011. Gender, Politics and Institutions: 
 Towards a Feminist Institutionalism. 42- 

16) 이길웅 “‘성평등’ 헌법 개정, 사회의 기본 틀 무너뜨릴 것”, 크리스천투데이, 2017년 7월 27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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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양성평등은 여성주의의 덫이다. 여성주의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 

정의로서 성차별을 철폐(완화)하는 것이지,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역사도 역사지

만, 집단과 집단이 평등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정희진, 2017: 49).  

정희진이 위에 지적하듯이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료 사회에서는 양성평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바 있으며, 이는 여성주의 논쟁의 첨예한 쟁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다. 

양성평등 담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성의 성 역할과 여성의 성 역할 위계를 비판하지 않은 상태에

서, 남성을 기준으로 한 논리라는 데 있다. “남자 못지않은 여자”, “계집애 같은 놈”, “집에 가서 애

나 봐라”,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여자” 등으로 표현되는 뿌리 깊은 인식은 남성, 여성과 관련된 제

반 의미와 기호가 이미 매우 위계적임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양성평등은 남성이 여성

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남

성이 여성과 같아지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추락이나 동성애자가 되는 것, 못난 남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정희진 2017: 49).17) 

이러한 주장은 위의 동반연의 요구 사항에서처럼 “양성”에 대한 강조가 동성애 반대로 가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걸고 나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헌정 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이자, 미래 지향

적 국제 사회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젠더가 작동하는 근본 구조는 변함없는 상태에서, 자유주

의 차원의 평등은 남성에게는 오해와 반발만을, 여성에게는 허울뿐인 평등을 약속할 뿐”이라면서, “평

등의 기준이 경쟁, 승부, 부패, 우열이 작동 원리인 남성 중심의 ‘사회’인 한, 진정한 양성평등은 없

다”(50, 53쪽)고 단언한다. 이와 유사하게 문지영(2012)도 문제를 제기하지만,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평등으로서 “양성평등”을 주장한다. 

민주적 평등으로서의 양성평등,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평등(equality of men and 

women)’이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 간에 어떤 (그러니까 의석수에서든 교육 ․고용 ․승
진 기회나 급여 수준에서든) 평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

과 남성이 각각 자유로운 주체로서 평등한 것, 서로 평등하게 배려되고 존중받는 문제가 선결되어

야 하며, 여성정치할당제는 바로 그런 선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

다(문지영 2012: 177-8).18)

다시 말해, 양성평등의 담론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으로 주장하는 김은주(2017)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17) 정희진. 2017.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엮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18) 문지영. 2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여성정치할당제 문제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여름호(통권 26

호): 14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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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련 조항에서는 명확하게 헌법적 원칙으로서 실질적 성평등을 지지해야 한다. 남성과 같은 

평등(equality with men)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을 언

급해야 한다. 남성과 같은 평등은 남성이 규범을 대표하는 것을 가정하지만, 성평등 헌법은 후자의 

가치를 담아 남성과 여성간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차별이나 배

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회에서의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담아야 한다. 적극적 조치는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특정집단에 대해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임용, 

선출 등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를 말한다.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조건의 

차이를 무시한 채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불평등한 결과를 낳고 있는 불평등한 조건을 시정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또한 성평등 촉진을 위해 복무하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도 담아야 한다(김은주 2017: 

50).

이러한 상황은 평등을 어떻게 실현하고 구현할 것인가의 철학적 정책적 쟁점을 담아내는데 있어 양/

성평등 담론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상을 나타낸다. 문지영은 드워킨의 논의를 빌어와, 어떤 평등

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를 양성평등의 과제에 적용한다.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로서의 평등권은, 어떤 재산이나 기회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권리

가 아니라, 그런 재산들과 기회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정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이다. 그는 이것을 ‘분배적 평등’과 구별하여 ‘정치적 평등’혹은 ‘민주

적 평등’이라고 부른다”(문지영 2012: 177). 이는 콜린스(Collins 1990)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인식

론과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려와 존중, 돌봄, 책임의 가치가 그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과 한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양성평등과 성평등 사이의 담론적 교집합과 달리, ‘양성평등’이 법률명으로 안착하면서, “여성

정책이 추구해야 할 평등은 오직 생물학적 성별로서의 남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

에 대해 배은경(2016)19)은 다음과 같이 일갈한 바 있다.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과, 젠더와 다른 사회적 범주의 교차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는 사상되

고 만다. 이는 우선 양 성 사이의 갈등과 여성 내부의 차이와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여성학과 여성정책 담론의 현재적 수준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배은경, 

2016: 37-38).20)

더불어 현재 개헌 논의에서 기독교 세력이 만드는 성평등 대 양성평등 담론의 구도는 이러한 철학적 

논쟁과 가치를 담아내기 보다는 성평등 = 동성애, 양성평등 = 동성애 반대의 지형으로 이끈다는 점에

서 성평등이던 양성평등이던 그 근본적인 가치에 역행하고 있는 반동적이며 차별과 위해를 조장하는 

위헌적 흐름이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의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는 논쟁일 수 없다. 다시 말해, 일부 기

독교 세력이 주장하는 양성평등 개헌은 양성평등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내용이며, 기독교의 황금률 “네

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의 평등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다. 

19) 배은경, 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

학, 32(1): 1-45. 

20) 예컨대 2015년 6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2001년 제정, 현재는 대전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뀜)

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성가족부가 8월 4일, 이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대전시는 곧바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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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독교는 동성애 반대를 왜 외치는가? 

기독교 세력은 현재 양성평등을 기독교 세력의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최근 2015년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의 인구는 다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가는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보도된다.21) 기독교인들의 조직적 동성애 반대의 역사를 

보면, 2007년 사학법 개정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조직적 반대, 2013년 WCC 부산 총회의 분

란 이후 2014년 퀴어퍼레이드 조직적 반대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대해 정치적인 개

입이 필요한 시점에서만 조직적인 선동과 세력 과시를 한, 동성애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한채윤 2017). 그리고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동원과 조직적인 반대가 벌어지는 현재는 종교인 과세

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22)

21) 이대웅. “한국 기독교 인구 지난 10년 사이 정말 더 많아졌나?”, 기독일보, 2016/12/20.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0242/20161220/
22) 리얼미터,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바로 해야” 78%“, 2017/08/24. 
http://www.realmeter.net/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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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을 극복하자는 이러한 목표 제시는 언뜻 내부 분열을 봉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부패와 부조리,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 - 어느 것부터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에서 

우선순위를 바꾸어버리는 것. 교회 세습과 담임 목사의 전횡, 횡령, 금권 선거 등 비민주적 조직 체

계, 여성 목사 안수 불허 등 교회 내 성차별과 성직자들의 성폭력 문제 등을 거론할 틈이 없어진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은 이런 문제들을 내부의 사소한 것으로 만든다(한채윤 

2017: 180).23)

이는 기독교 내부의 위기를 ‘공동의 혐오’를 창출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정략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위기를 역설한다. 동성애를 사랑이나 삶, 정체성이 아니라 성행위로만 다루면서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와 종북 빨갱이 등 파시즘이 활용해온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양성평등

을 주장하는 기독교에서 여성총대 비율은 1%에 불과하고, 이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여

성할당제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24) 여성 신학

자, 강남순 “근본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실상 젠더 이데올로기”이며, 교회에서 여성의 위상에 

대한 제고 요구에 대해 한국 기독교는 묵살해왔다. 그리고 “남녀 평등을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를 반

대하는 것 사이에는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은 가부장제 가족 구조를 교화와 국

가의 안정에 열쇠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견해에서 가부장제와 애국심과 기독교는 하나의 깃발 아

래 뭉치며, 그 깃발은 동성애에 대한 모든 논의 위에서 휘날린다. 동성애와 여성 평등은 둘 다 남성 

우위의 모델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확대하면 교회와 국가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잭 

로저스 2015)25) 하기에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로 무너진다”는 기독교의 수사는 그렇게 빨갱이

의 수사를 대체하면서 “종북 게이”라는 형용 모순의 어법을 만들어내는 정략적 수사 이외에는 하등 

의미가 없다. 

이러한 반동성애를 통한 혐오 정치로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새누리당과 이어서 자유한국

당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8월 2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헌법 개정하면서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당 헌법개정심의위원들은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성평

등 신설 조항을 동성애 개헌으로 오염시키고 왜곡하는 세력의 반동성애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반동성애 전략은 지난 20대 총선 김무성 대표에 의해서도 적극 차용되었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새누

리당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26) 그러나 흥미롭게도 자유한국당은 이 조항을 삭제

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소속 정당의 윤리강령 위반한 것이

다.27) 

23) 한채윤. 2017.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 정희진 엮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24) 김혜은. “여성할당제 법제화 요구” 기독교타임즈. 2016/10/19.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29
25)  잭 로저스, 2015. 예수, 성경, 동성애, 조경희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26) 김세옥. “성소수자 혐오 김무성, 새누리당 윤리강령 위반.” 피디저널. 2016/04/11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75
27) 강병진, “자유한국당은 사실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의지를 가진 정당이다” 허핑턴포스트. 2017/08/23. 
http://www.huffingtonpost.kr/2017/08/22/story_n_178054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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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

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

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

다.

6. 성평등은 전지구적인 규범이자 미래 한국의 기반이다. 

미국에서 2015년 동성혼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 확장되어온 역사에서 가장 최근

에 거둔 승리’라는 관점으로 동성혼 권리를 조명했다. 인권의 역사에서 노예해방이나 여성참정권과 나

란히 놓일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동성혼의 인정은 사실 아래 공화당 지지자인 앤드류 설리번

이 주장하듯, 신성한 결혼의 가치에 대한 평등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통 가족과 결혼의 가치를 훼

손하기보다 새롭게 갱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앤드류 설리번이라는 저자는 새로운 공화국을 위한 동성혼에 대한 1989년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우리[동성애자들]이 더 많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평범해 보일 것이고, 우리가 더 사람

으로 보인다면, 우리의 평등은 명백하게 더 중요하게 보일 것이다.” 

28) 즉, 결혼제도의 신성함과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에서도 현재 붕괴하고 있는 

가족의 가치를 되살릴 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29) 동성혼에 대한 입장은 세대간 달리하는 경

향이 있는데, 젊은 세대 사이에서 동성혼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의 개헌은 미

래 세대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또한 국제적인 흐름에서 인권 확대의 측면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

는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한국의 군사법원이 군형법 92조 6을 근거로 동성애자 대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같은 날, 대만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

결을 내림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그 어떤 누구도 타인

의 행복추구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취지인 것이다. 

28) Molly Ball, How Gay Marriage Became a Constitutional Right:The untold story of the improbable campaign that 
finally tipped the U.S. Supreme Court, The Atlantic, 2015년 7월 1일,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5/07/gay-marriage-supreme-court-politics-activism/397052/
29) 천관율, “반대파 진지 조용히 무너뜨린 오바마의 전략” 시사인, 제408호, 2015년 7월 13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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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성혼을 인정하는 절대 다수의 나라가 한국 기독교의 모태가 되

었던 서구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의 성서 해석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제기한다. 더 나

아가 2017년 10월 9일 한국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권고

가 포함되어 있고(22, 23 문단), 특히 차별금지법은 18개월 내에 이행을 보고해야 하는 시급한 의제 

3가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74 문단)

차별금지법 입법화30) 

22.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수용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특히 해당국의 헌법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

분을 기초로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이는 해당국 국민 중 차별에 대한 금지 기반에 대한 

합의를 만들려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23. 위원회는 포괄적 차벌금지법의 제정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국가가 인간적 존중을 보호하고 인권의 동등한 

향유에 대한 국민과 입법자들의 의식을 고양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해당국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서 반차별에 대한 2009년 20번 초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참조할 것을 권고한다. 

74. 위원회가 후속작업의 절차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해당국은 위와 같은 내리는 관찰의 결론을 수용하고 위

원회의 문단 18 (a) 기업과 인권, 23 (차별금지법), 41(노동조합 권리) 등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의 실행

에 대한 정보를 18개월 이내에 제공한다. 

30)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22.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delay in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especially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State party’s Constitu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only on the grounds of sex, 
religion and social status. It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taken sufficiently proactive and 
effective steps to build consensus around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among the population (art. 2(2)).

23. The Committee reiterates the urgency of adopting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aises awareness among the population and the legislators about the harmful effect of 
discrimina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the equal enjoyment of human rights. The Committee refers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20 (2009) on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74.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n follow-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is requested to provide, within 18 months of the adop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ttee in paragraphs 18 (a) (business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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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김진호 목사는 다음과 같이 지금 반동성애 목소리는 이미 기독교 

내부에서는 취약한 정당성에 흔들리고 있으며,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 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고 한국 극우 정치세력이 와해하면서 교인들이 보수 목사들의 행보

에 동조를 하지 않게 됐다. 이런 점 때문에 개신교 보수진영에서 더 강하게 동성애를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보수 개신교 장로급 교인 몇몇을 개인적으로 인터뷰해보니 ‘목사의 반동성애 설

교에 논리가 빈약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 동성애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일종의 인지부조화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31) 

이 토론문은 아래 여성 신학자들의 성명서처럼 성평등 개헌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며 마친다. 

<"하나님의 피조물, 예수의 친구, 교회의 동반자" 

-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에 대한 여성신학자들의 입장>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2차 총회의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과 이에 따른 

헌법 개정 결의안을 비롯한 각 교단의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양성과 차이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으로 지음 받은 이들로서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재의 다양성과 차이는 사회의 차별

과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존중을 받지 못한 채 혐오 대상으로 차별과 고통 속에 

살았던 죄인들, 과부들, 장애인들, 이방인들, 바로 이들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는 정결

과 부정, 거룩과 세속의 폭력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으로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던 이

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빛 아래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참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차별과 혐오의 폭력에 저항하며, 하

나님의 생명창조 역사의 파트너로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소수자들을 하나님의 피조물, 예수의 친구, 교회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교회법이나 교단의 교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유일한 기준은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단순하고도 준엄한 명령에 있습니다. 다수의 지향과 다르다

는 이유로 특정의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는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 그 가운데서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세상과 소통할 수 없으며, '

평화'라는 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번 헌법 개정 결의안

을 통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법이 하나님 사랑의 법과 사역보다 더 우선되지 않음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

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교회여성들과 여성신학자, 여성목회자들의 분명한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rights), 23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41 (trade union rights) above.  
31) 김양진. "개신교 보수세력 '종북' 안 먹히자 '반동성애' 들고나온 것". 한겨레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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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한다.

둘째, 성지향성은 찬성/반대 혹은 옹호/비난의 사안이 아님을 확인한다.

셋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정을 이슈화하여 교권과 보수 정치의 세력을 재생산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

넷째, 어떠한 사람도 성소수자의 인권과 하나님의 자녀 됨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교회, 교단, 그리고 

신학교 내에서 차별받는 것에 반대한다.

다섯째,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의 성숙한 이해와 진지한 논의를 요청한다.

2017년 9월 28일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32)

32) 남지현, "'빨갱이' 대신 동성애 혐오로 교회 결집"
[현장] 기독교계 성소수자 차별 대응 긴급간담회, 오마이뉴스, 2017년 10월 2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52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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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세상을 연다 _ 성평등 開헌 선언문

지난 헌정사에서 여성은 전무했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는 항상 모두 남성이었다. 헌법은 지난 

역사의 주체에 대한 공로의 인정과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는 공동체의 약속이다. 지금까지 헌법에

서 여성의 저임금 생산 노동과 무급의 돌봄 노동을 통한 경제 성장 및 복 제공에 대한 공로는 인정되

지 않았고,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여성의 기여는 삭제되었다. 여성은 모성으로만 호명되어 여성의 몸은 

출산의 도구로 관리되고 통제되었고, 여성의 교육적 성취는 부정되었으며 여성의 정치 참여는 남성지

배적 정치 권력기구에 의해 가로막혔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위협과 폭력은 국가에 의해 보호

받지 못했고, 여성의 자율성과 주체성은 끊임없이 훼손당하고 협박당했으며, 천편일률적으로 남성에 

의해 독점된 헌법 기구에 의해 여성의 법적 주체성은 시험되고 제한되었다. 

현행 헌법에서 여성은 모순적으로 재현되었으며, 그 모순은 여성의 권리 보장을 비껴갔다. 헌법 제11

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된 은 제32조 2항 “여자의 근로

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3

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상쇄된다.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여성들의 사회적 기여와 

가치에 대한 인정되기보다,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 놓임으로

써 여성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주체가 아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시혜자 범주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여성의 모성조차 보호하지 않았다. 모성 

수행에 포함되는 출산과 양육은 여성 개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전가되었으며, 대신 모성을 

빌미로 여성은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차별받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가족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 

폭력에 처해 있을 때도 여성은 여전히 가정의 터울 안에 갇혀있으며, 국가는 여성의 존엄성을 보호하

지 않았다. 

국가는 이를 여성 개개인의 몫으로 책임을 전가하였고, 그 결과 한국 사회의 누적된 불평등은 여성의 

몸에 각인된다.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은 17%에 불과하고,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2017년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물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는 37.2%%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빈곤율도 기준 47.2%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치안이 가

장 좋은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그 불평등은 

여성 개개인이 지니는 사회적 범주들, 즉 소득, 학력, 장애, 지역, 고용 형태, 혼인 상태, 인종, 언어, 

연령, 성 정체성 등과 맞물려서 중첩되고 교차된다. 

정부 수립 70년, 제헌 70년을 맞이하는 10차 헌법이 “성평등 개헌”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법적 주체로서 여성 시민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여성 시민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불가능한 기획이다. 남성이 독점한 국가가 여성에게 '배려'할 것이라고 행여나 기대할 수 

없다. 백년대계의 새로운 사회계약은 여성의 눈과 목소리로 쓰여야 한다. 지금까지 비가시화되었던 여

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헌법에 반영시켜, 한국 헌정사에서 여성을 온전한 법적 주체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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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시켜야 한다. 헌법 개정이 누적된 불평등을 일거에 해소할 리 만무하다. 그러나 한 정치공동체의 최

고법이자 공동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제시하는 헌법에 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을 내장시키는 것이 파멸

로 향하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타파하는 역사적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여성의 인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다른 집단의 권리를 짓밟고 설 수 없다. 성평등 개헌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 및 그 

세력과 결탁하는 반민주 세력과도 분연히 맞서는 민주주의의 온전한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민주

주의의 수호자여, 외쳐라, 성평등 개헌!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2017년 11월 25일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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