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성평등 테마형 시범대표단

활동결과보고서

2018 성평등 테마형 시범대표단 al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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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기본사항

2018 성평등 테마형 시범대표단

사업명

핀란드

파견국가

파견도시

헬싱키

파견팀명

alku

파견주제

성평등

파견기간

2018.10.29.~11.04.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의 성평등 욕구를 더 명
활동목표

확히 파악하고, 이와 연결 지어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보다 나은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선진국인 핀란드를 방문하여 앞으로의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성평등 정책 / 성평등 인식 / 성평등 교육 분야별 문헌조사 진행
사전활동

2. 한국 청소년 대상 성평등 욕구 조사 진행
3. 매주 월요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사전 활동 진행 및 파견 준비

활동
개요

1. 핀란드 성평등 유관기관 방문 및 교류
파견활동

2. 핀란드의 청소년 대상 성평등 욕구 조사 진행 및 교류
3. 핀란드 일상 속 평등 감수성 관찰
1. 최종보고서 및 책자 제작 및 배포

사후활동

2. 사후 집담회 실시, 청소년들과 성평등 인사이트 공유 및 정책 개선안 도출
3. 파견활동 결과물 활용, 영상 제작 및 기사 작성을 통해 대중과 교류

성

명

김도현

김민지

남민경
팀원역할
(이름 순)
손수민

우지윤

역할

사전활동

파견활동

사후활동

총무

설문조사 구상 및 배포, 문헌
조사, 기관조사 및 질문 작성,
사전보고서 작성, 명함 및 단체
티 등 각종 디자인 작업 등

사후집담회 관련 각종 디
자인작업, 자료 제작 및
배포, 기사 작성 등

서기

설문조사 구상 및 배포, 문헌조
사, 기관조사, 의견 취합 등

설문결과 문서화, 사후 집
담회 홍보, 기사작성, 문서
취합 등

기관별 회의 주재, 최종보고서 작
설문조사 구상 및 배포, 문헌조
발표내용 성, 사후집담회 책자 제작
부대표 사, 기관 조사 및 질문 작성, 파
메모 및 및 관련 준비, 기사 작성
견활동계획서 작성 등
정리,
등
일일일지
설문조사 구상 및 배포, 문헌
사진 분류, 기사작성, 사후
촬영
작성,
조사, 기관 조사 및 질문 작성 등
간담회 홍보 등
설문조사
회의 주재, 담당자와 소통, 설문 진행 등
핀란드 설문결과 번역 및
지 구상 및 배포, 설문지 번역,
대표
한국 설문결과와 비교분
문헌조사, 기관 조사 및 질문
석, 기사 작성 등
작성 등

이승범

물품관리

설문조사 구상 및 배포, 문헌조
사, 기관 조사 및 질문 작성 등

동영상제작, 기사작성 등

전충만

물품관리

설문조사 번역 및 배포, 문헌조
사, 기관 조사 및 질문 작성 등

설문결과 분류, 사후집담
회 홍보, 기사 작성 등

- 1 -

2. 팀 소개 (로고 및 명함)

<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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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 활동 결과

1. 활동 요약표
최종선발 시점
2018.08.07

번호

→

사전 준비 기간
약 3개월

활동날짜

→

파견 시점
2018.10.29

사전활동 내용

장 소

[교육] 발대식 및 1차 사전 교육
- 파견 단계별 안내 및 역할교육
1

2018.08.13.

- 팀 내 역할분담, 규칙 및 계획 수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세계시민교육
- 성평등 교육
[회의] 1차 온라인 회의 진행
2

2018.08.20.

- 사전 설문조사 구성 논의

카카오톡 채팅방

(설문대상, 설문 항목 구성 등)
[회의] 2차 온라인 회의 진행
3

2018.08.27.

- 사전 설문조사 구성 논의

카카오톡 채팅방

(설문 배포 일정, 항목 수정, 참여 보상 등)
[활동] 한국 청소년 성평등 욕구 조사 진행
4

2018.08.30.
~ 2018.09.15.

- 조사대상 : 만 9세 ~ 만 24세 청소년
- 조사방식 : 구글 폼 제작 후 배포

구글 설문지

- 총 참여 인원 : 210명 (기간 외 참여자 1
명, 대상 외 참여자 5명 포함)
[회의] 1차 오프라인 회의 진행

5

2018.09.02.

- 목표 의식 공유
- 개인별 사전학습

신촌 스타벅스

- 사전 설문조사 중간 점검
[교육] 2차 사전 교육
6

2018.09.15.

- 성평등 교육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단장, 부단장 및 사업담당자와의 회의
[회의] 3차 온라인 회의 진행
7

2018.09.18.

- 각자 조사 후 핀란드 방문 후보지 논의
(역사 관련 기관 / 성평등 인식 제고 기관/

카카오톡 채팅방

성평등 교육 기관 / 청소년 단체 등)
[회의] 4차 온라인 회의 진행
8

2018.10.02.

- 핀란드 파견 준비물 논의
- 파견 시 진행할 설문지 영문번역 및 출력
- 방문기관 희망활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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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팅방

[회의] 5차 온라인 회의 진행
9

2018.10.09.

- 핀란드 파견 준비물 품목 및 수량 확정
- 단체티셔츠 디자인 및 업체 논의

카카오톡 채팅방

- 사전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
[회의] 6차 온라인 회의 진행
10

2018.10.16.

- 단체티셔츠 디자인 및 업체 선정

카카오톡 채팅방

- 명함 디자인 논의
[회의] 7차 온라인 회의 진행
- 파견 전날 집합 시간 및 장소 논의
11

2018.10.23.

- 파견 전날 구매 준비물 점검

카카오톡 채팅방

- 방문기관 희망활동 및 질문지 수렴
- 파견활동계획서 작성 논의
12

2018.09.15.
~ 2018.10.24

[활동] 개인별 문헌조사 진행 및 취합
[활동] 설문 결과 분석 및 보고

온라인

[교육] 결단식 및 3차 사전 교육
13

2018.10.28.

- 파견 전체 일정 안내

서대문 신라스테이

- 사전 교육 및 워크샵

세미나실

- 안전교육

2. 사전활동 결과보고
가. 한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미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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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활동내용
활용계획

한국 청소년 성평등 욕구 조사
한국 청소년들의 성평등에 대한 욕구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 제작·배포·분석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파견 활동목표 수립
- 파견 시 핀란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뒤 비교·분석

조사대상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조사기간

2018.08.30 ~ 2018.09.15

조사형식

구글 폼 제작 후 배포

참여인원

210명(기간 외 참여자 1명, 대상 외 참여자 5명 포함)

※ 설문조사 항목 및 결과 분석 내용은 Ⅳ 사후활동 결과보고에서 함께 다룸.

나. 한국과 핀란드의 성평등 관련 문헌조사
활동내용

팀원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개인별 조사 진행 후 취합해 공유
- 파견 전, 팀원 개개인의 사전학습으로 역할

활용계획

- 파견 중, 방문기관과 관련해 질문 등에 참고
- 파견 후, 성평등제도 개선방안 제안을 위한 준비작업

역할분담

김도현

문헌조사 취합 및 정리, 추가 조사

김민지

한국과 핀란드의 성평등 인식 조사

남민경

한국과 핀란드의 성평등 정책 조사

손수민

한국과 핀란드의 성평등 교육 조사

우지윤

한국과 핀란드의 성평등 인식 조사

이승범

한국과 핀란드의 성평등 인식 조사

전충만

한국과 핀란드의 성평등 교육 조사

00. 성평등의 정의
01. 성평등 정책
1. 성평등 정책이란?
2. 한국의 성평등 정책
3. 핀란드의 성평등 정책
보고서
목차

02. 성평등 교육
1. 성평등 교육이란?
2. 한국의 성평등 교육
3. 핀란드의 성평등 교육
03. 성평등 인식
1. 성평등 인식이란?
2. 한국의 성평등 인식
3. 핀란드의 성평등 인식

※ 문헌조사 결과는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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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견활동계획표

주요내용

역할분담

(자기주도적 파견일정 구성)
1. 핀란드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사전 논의
2. 핀란드에서 방문하고 싶은 기관에 대한 사전 논의
(파견일정별 활동계획 구성)
3. 핀란드 기관 방문 시 희망 활동에 대한 논의
4. 핀란드 파견을 통해 알고 싶은 질문 작성
성 명

역할

우지윤

역사관련기관, 성평등교육기관 조사 / 희망 활동 및 질문 작성

남민경

매체관련기관, 교류청소년단체 조사

김도현

성평등교육기관, 교류청소년단체 조사 / 희망 활동 및 질문 작성

김민지

역사관련기관, 매체관련기관 조사 / 희망 활동 및 질문 작성

이승범

역사관련기관, 교류청소년단체 조사 / 희망 활동 및 질문 작성

전충만

역사관련기관, 성평등교육기관 조사 / 희망 활동 및 질문 작성

손수민

역사관련기관, 성평등교육기관 조사 / 희망 활동 및 질문 작성

/ 희망 활동 및 질문 작성

1. 관련 일정(안)
- 2018 성평등 시범대표단 일정 중 공란인 자기주도적 일정 부분을 수정
날짜

시간

10/30

오후
오전

주요활동

장 소

1) 핀란드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

미정

관련 기관

헬싱키 대학

1) 핀란드 청소년 및 주민들의 성평등 인식

10/31

인근

조사
오후

2) 일상에 담긴 젠더감수성 찾기

(Kluuvi &
Kruununhaka)

+ 이후 다른 일정이 추가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1) ‘성평등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성평등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음
자기주도적

2) 대중매체를 감시하는 기관을 방문해보고 싶음

일정 구성

3) 교류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와 연결하여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음
2. 희망 방문 기관 및 단체 조사 내용
1) 역사 관련 기관
- 목적: 핀란드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문화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 희망기관
① 칸살리스무세오(핀란드 국립 박물관): 핀란드 대표 역사 박물관, 전반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잘 정리되어 있음
② 투르쿠성: 1280년 건립되어 현재는 역사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음
③ 우스펜스키 성당: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교회 성당
④ 헬싱키 대성당: 핀란드 대표 정교회 성당 인구의 90%가 믿는 루터교 총 본산
⑤ 템펠리아우키오 교회: 암석교회, 루터교 교리와 핀란드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잘 보
여주는 핀란드 대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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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체 관련 기관
- 목적: 대중매체가 사회의 문화 혹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매체의
성불평등 정도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기관을 방문해보고자 함
- 희망기관
① 핀란드 언론노조(UJF)의 성평등 노조: 헬싱키 위치, 약 1만5000명을 회원으로 둔 핀
란드 언론노조는 사용자와 단체협약 협상을 하는 핀란드 유일의 언론인 단체. 최근
매체 속 성평등을 위해 성평등 노조를 따로 구축하였음.
② 헬싱키대학 평등위원회: 헬싱키대학 내 평등위원회에서도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음
3) 성평등 교육 관련 기관
- 목적: 핀란드의 성평등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보고자 함
- 희망기관: 성평등 교육 관련 기관은 찾지 못하였으나, 교육부에서 TASUKO 프로젝트
등 성평등 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음.
4) 교류 가능한 청소년 단체
- 목적: 핀란드의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보고자 함, 또한 젠더에 관심이 있는 단체와 교류할 수 있다면
성평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까지 나눠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희망단체
① 헬싱키 대학 학생 기구
· 관련 사이트: https://hyy.helsinki.fi/en/organisations/hyys-organisations
· 사회학과 전공 산하 학생 기구
- Kontakti ry (sociology)
- Stigma ry (social and public policy)
- Stydi ry (social work)
- Valtio-opin opiskelijat ry (political science)
· 교내 정당 관련 학생 기구
- Kansalliset Ylioppilaat (사회민주당/ 현 핀란드 제 2당으로 80년대부터 오랜 기간
대통령 배출해옴)
- Sitoutumaton vasemmisto (좌파연합/ 90년대 여성 관련 정당을 포함한 여러 정
당들의 합병으로 형성된 정당)
· 국제 학생 기구
-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Social Scientists
② UN Youth of Finland
· 관련 사이트: http://www.wfuna.org/un-youth-of-finland
· 헬싱키 위치, 핀란드 전국 청소년 협회
· 핀란드 청소년 사이에서 국제 교류 및 연합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음
③ 기타 청소년 관련 기관들
· Annantalo(아난딸로): 헬싱키 위치,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센터
· Innoomnia: 에스푸(Espoo)시 위치, 청소년 직업학교
④ 투르쿠 대학교 내 한국학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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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활동 구체적 추진 계획]
1. 핀란드 청소년 및 주민들의 성평등 인식 조사
- 목적: 한국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핀란드 청소년 및 주민들의 성평등과
관련한 생각을 직접 조사하여 한국과 비교해보고자 함
- 장소: 헬싱키대학 및 인근(Kluuvi & Kruununhaka) -> 헬싱키대학은 물론 인근에 공원
및 쇼핑몰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활동내용
· “저희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넬 준비
· 촬영을 허가해주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함께 촬영
·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에게 간단한 기념품 및 선물 전달
<설문 질문>
1) ‘성평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2) 성평등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2-1) 있다면, 어느 곳에서 받으셨는지?
2-2) 있다면, 그 내용에 만족하셨는지?
3) 핀란드가 성평등한 국가라고 생각하시는지?
3-1) 아니라면, 성차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3-2)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4) 성평등 정책을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하시는지?(성평등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결과물: 한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비교해서 함께 분석,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
추진계획

상 매체 제작 및 배포
2. 일상에 담긴 젠더감수성 찾기
- 목적: 1번 활동을 진행하면서, 핀란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평등에 대해 함께
조사하고자 함
- 장소: 헬싱키대학 및 인근(Kluuvi & Kruununhaka)
- 활동내용
· 핀란드 일상의 표지판, 생활 방식, 대중매체 등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성평
등을 찾아 사진 등으로 남기고 기록
· 예시: http://geme.kigepe.or.kr/gender/policy/view.do?idx=1490
-> 이런 식으로 단순히 사진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관련하여 우리의 생각 및
성평등에 관한 지식, 관련 이슈 등을 덧붙여 하나의 글로 기록하고자 함
- 결과물: 한국과 비교하여 간단한 자료집 제작, 자료집 제작 전에 내용들을 주제별로 나
누어서 SNS 등에 연재, 연재가 완료되면 자료집으로 제작 및 배포
3. 청소년과의 대화시간
- 목적: 핀란드의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보고자 함, 또한 젠더에 관심이 있는 단체와 교류할 수 있다면
성평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까지 나눠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장소: 위의 ‘교류 가능한 청소년 단체’ 참고
- 활동내용: 설문조사 진행 및 관련 주제로 토론 진행
- 결과물: 설문조사는 한국의 설문조사와 함께 분석, 대화 및 토론은 녹취하고 촬영한 사
진 및 동영상을 함께 활용하여 기억에 남는 대화 등을 희망활동 2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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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함께 제작.
● UN youth of Finland
● anjala 청소년 센터
· 방문목적 : 한국과 핀란드 청소년 간 성평등 관련 생각 및 경험 교류
· 활동계획 : 설문조사 진행 및 관련 주제로 대화 진행
· 대화 주제 예시
- 본인들이 성평등을 위해서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그 이유는?
- 핀란드만의 특색있는 성평등 관련 가정교육이 있는가?
- 성평등 교육을 몇 살 때부터 받았으며, 그 만족도는 어떠한가?
- 차별 금지법에 대한 생각 & 앞으로 기존 법안에 더 추가했으면 하는 항목이 있는지
- 일상에서 특히 언제 핀란드의 성평등 인식 수준에 대해 (높다고/아직 낮다고)
느끼는가?
- 성평등과 관련해, 부모님 세대와 현 청소년 세대 간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가?
- 성평등과 관련해, 현 청소년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 세대 간 어떤 차이(발전)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 현재 한국의 경우, 성평등 운동과 관련해 남과 여의 성별대립이 심하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한가? & 어떤 방법으로 이 대립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사회보건부: 젠더국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Gender Equality Unit)
· 사회보건부 젠더국
- 성평등 정책 수립의 역사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듣고 싶음. 특히 사회적 담론화 및
방문
기관별
희망활동

합의 과정에 대해 궁금함.
- 젠더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활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음.
- 한국은 여가부가 없어져야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
핀란드는 젠더국 존치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궁금함.
· 성평등 의회
- 협의회의 조직 구성(ex. 남성중앙기구협회의 포함)이나 위원회 구분 등이 인상적이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듣고 싶음
· 성평등 정보센터
- 홈페이지에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프로젝트가 선정되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등등 프로젝트 중심으로 알고 싶음.
● 핀란드 저널리스트 협회 (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 희망활동 및 질문
- 핀란드에서 자살 방지를 위해 ‘자살’이라는 단어를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음. 성평등에 관련해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함.
- 저널리스트 협회에서 성평등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음.
● 평등 옴부즈맨 (Ombudsman for Equality)
· 희망활동 및 질문
- 옴부즈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격으로 선발되는지 궁금함.
● 핀란드 여성단체연맹 (NY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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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활동 및 질문
- 핀란드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나 스토리 등등에 대해 알고 싶음
- 핀란드 여성단체 연맹에 대해 핀란드 자국 내 남성들의 반감은 없는지 궁금함
- 주로 어떤 일을 주관하고 있는지 궁금함(한국의 여성단체 연맹과의 업무 비교를
보고 싶음)
- 핀란드 여성단체 연맹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궁금함.
- 핀란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
지 궁금합니다.
- 핀란드의 모든 학교가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핀란드의 성평등을 위해서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이 있다면 크게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달리 핀란드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영향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핀란드의 정치적 이념이 역사적으
로,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 제도 정착 과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함.
-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핀란드의 치열한 역사나
적은 인구 등 국가적 특징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함.
- EU에 속해있는 것 등 핀란드의 국제관계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한국의 국제관계와 비교했을 때 특히 어떤 것이 큰 차이로 두드러
지는지 궁금함.
- 핀란드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아는데, 한국의 경우 민족주의적 성향과
반페미니즘 성향이 함께 가는 모습을 주로 볼 수 있음. 핀란드의 경우 민족주의와
성평등이 양립되고 있는지, 혹은 균열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함.
-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일반 청소년 및 국민 감정이 궁금함. 사회적 합의 과정이 원만했
자유질문
리스트

는지 여부.
- 성평등 열풍이 일고 있는 한국은 현재 과도기를 맞고 있다. 핀란드 내에서도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는데에 있어서 이러한 과도기가 있었는가?
- 핀란드 언론 내 성평등 노조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노조활동에 잡음은 없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노조 활동을 구상할 것인지 궁금하다.
- 핀란드의 성평등 교육은 몇 살 때부터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종교적인 이유로 성평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성평등 사회로 이끌었
는지.(ex. 이슬람 이민자들의 여성억압 문화)
- 차별금지법 시행 후 사회내 차별이 줄어들고 있는 걸 체감할 수 있는지. (+덧. 이 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 한국과 마찬가지로 핀란드 역시 미투운동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미투운동에 대해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 운동이 예술뿐 아니라 정치, 경제 등의 여러 분야로
널리 퍼져있는가?
- 한국은 안희정 전 경기도지사 미투운동으로 큰 이슈가 있었다. 핀란드 역시 온 국민이
주목할만한 성관련 피해사건은 무엇인가?
-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올바르지 않은 남녀지위, 성평등, 가부
장제 등의 삶속에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핀란드 가정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이 있다면
무엇인가?
-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한국에서는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핀란드역시 그러
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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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핀란드 안에서도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 평등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사건)
- 이렇게 성평등 선진국이라 불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국민들의 사상? 은 어떤
내용인지
- 성평등 뿐만 아니라 평등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관련 사업이 무엇인가
- 물론 각 가정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성평등 교육은 어떠한가
- 보수적인 사상이 남아있는 윗세대 분과의 타협? 설득에 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함
필요물품

설문 후 제공할 간단한 선물, 설문조사 판넬 제작과 관련한 물품(우드락, 색지 등), 청소년
단체 교류 후 나눌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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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파견 활동 결과

1. 파견활동 개요
가. 현지일정표
일 자

시 간

세 부 내 용

06:30-07:30

기상 및 인천공항으로 이동

07:30-11:05

조식 및 출국수속

11:05-14:05

핀란드 반타공항으로 비행 (약 10시간 소요)

1일차

14:05-15:20

[문화탐방] 시내로 이동 및 원로원 광장 탐방

(10.29)

15:20-15:40

[문화탐방] 헬싱키대성당 탐방

15:40-16:10

[문화탐방] 마켓스퀘어 및 마켓홀 탐방

16:10-17:40

[문화탐방] 헬싱키시티박물관 및 시내 탐방

18:00-

석식 후 호텔로 이동

-09:20

기상 및 조식

09:40-10:20

[문화탐방] 시벨리우스 공원 견학

11:00-12:30

[문화탐방] 핀란드 국립 박물관 가이드 투어

12:30-13:30

중식

2일차

14:00-16:00

[기관방문] UN youth 방문

(10.30)

16:00-16:30

[문화탐방] 아카데미아 서점 견학

16:30-17:00

[문화탐방] 헬싱키대학 도서관 견학

17:30-18:30

석식

19:00-21:00

헬싱키 쇼핑몰 투어 (일상 속 젠더 감수성 찾기 진행)

21:30-22:10

전체 피드백 진행

-08:20

기상 및 조식

09:00-11:00

[기관방문] 사회보건부 젠더국 방문

11:10-11:30

[문화탐방] 우스펜스키 사원 탐방

3일차

11:40-13:10

중식 및 식당 주변 시내 투어

(10.31)

13:30-15:20

[기관방문] 핀란드 저널리스트 협회 방문

15:30-16:30

[문화탐방] 세우라사리 야외민속촌 탐방

16:40-17:10

[문화탐방] 암석교회 탐방

17:20-18:30

석식 및 인솔자와 청소년과의 대화

18:40-22:00

헬싱키 시내 투어 (+일상 속 젠더 감수성 찾기 진행)

-09:20
4일차
(11.01)

기상 및 조식

10:00-12:00

[기관방문] 평등 옴부즈맨 방문

12:30-13:45

중식

14:00-14:40

헬싱키 알토 대학교 디자인 팩토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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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한국/핀란드
각각 현지
시간 기준으로
기입함

14:40-16:55

[자기주도형 활동] 성평등 인식 조사

17:00-18:00

석식

18:00-22:00

헬싱키 시내 탐방

-09:20

기상 및 조식

10:00-11:30

[기관방문] 핀란드 여성단체연맹 방문

5일차

12:30-13:30

중식

(11.02)

14:00-16:00

[기관방문] 청소년 센터 방문

18:30-19:30

석식

20:00-21:00

평가회의

-09:20

6일차
(11.03)

기상 및 조식

09:50-10:30

해안가 산책

10:30-13:00

[문화탐방] 수오멘리나 섬 견학

13:00-14:10

중식

14:10-17:30

헬싱키 반타공항으로 이동 및 수속

17:30-

반타공항 이륙

7일차

-09:10

(11.04)

09:10-10:00

인천공항 착륙
마지막 사진촬영 후 해산

나. 파견활동 일일운영일지
○ 1일차 (2018.10.29)
사 업 명

2018 성평등 시범 대표단

작 성 자

이름: 손수민

주요일정

-

파견팀명: alku

기상 및 인천공항으로 이동
핀란드 반타공항으로 비행
원로원 광장 탐방
헬싱키대성당 탐방
마켓스퀘어 및 마켓홀 탐방
헬싱키시티박물관 탐방
목 표

팀 목표
대비 성과

종합평가

성 과

1. 핀란드 안전도착

1. 핀란드 안전도착

2. 핀란드 적응하기

2. 음식, 시차 등 적응

생각보다 매우 추운 날씨로 고생하고 있음. 핀란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음. 팀원들끼리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음.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 구매에
신중해졌음. 앞으로의 일정이 기대되는 첫날이었음.
성 명

개인목표

손수민

핀란드와 친구 되어
보기

개별평가

자체평가
핀란드라는 나라가 이제는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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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핀란드 기후 적응 및
건강 관리

건강에 유의하며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함

김도현

건강에 유의하며 핀
란드에 적응하기

시차적응이 조금 힘들긴 했으나, 추운 날씨에 잘 적응하
고 있음

우지윤

안전하게 도착, 날씨와
시차적응하기!

생각보다 추워서 당황스러웠지만 건강 유의하며 최대한
잘 적응하고 있음

이승범

핀란드어 배우고 사용
해보기

헬싱키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단한 인사 성공적

남민경

핀란드 환경 적응, 기
본 핀란드어 회화 학
습

아침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시차적응이 생각보다 잘 될
것 같음. 생각보다 많이 추워서 내일부터 더 따뜻하게
입어야겠다고 생각함

활동사진

인천공항

반타공항

저녁식사

특이사항

손수민 – 소화제 2알 (체함)
날씨가 추워 외부 단체사진 촬영 시 어려움이 있음

코칭의견

핀란드에 도착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추워서 대표단들은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시차적응은 전혀 문제없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칠 때까지 체력 관리 잘
해서 아픈 사람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서로서로 잘 챙겨요.
오늘만큼만 하면 아무 문제없을 듯해요. 화이팅!

○ 2일차 (2018.10.30)
사 업 명

2018 성평등 시범 대표단

작 성 자

이름: 남민경

파견팀명: alku

- 시벨리우스 공원 견학
- 핀란드 국립 박물관 가이드 투어
- UN youth (FinMUN ; Finnish Model United Nations) 방문
[면담자] FinMUN 소속 핀란드인 3명 + 참가 한국인 유학생 3명 + 참가 핀란드인 학생 1명
[내용] FinMUN 소속 학생들의 기관 설명 후, 전체 참가 인원을 세 팀으로 나눠 팀별로
alku에서 준비한 젠더 이슈 질문에 관한 대화 진행함. 이후 팀별 활동을 통해 친해진
핀란드인 학생의 즉석 제안으로 헬싱키 대학의 student union 방문

주요일정
-

아카데미아 서점 견학
헬싱키대학 도서관 견학
헬싱키 쇼핑몰 투어 (+일상 속 젠더 감수성 찾기 진행)
단장, 부단장, 프로그램 담당자 및 참여 청소년 간 전체 피드백 진행
목 표

성 과

1. 핀란드의 역사 이해

1. 대략적인 이해는 되었으나, 일정 상 박물관에서의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음

2. 핀란드 청소년과 성평등
이슈 관련 경험 및 생각 공유

2. 면담한 청소년 중, 성평등 이슈에 깊이 관심이 있는
핀란드인 학생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남음. 하지만
핀란드인 학생을 대상으로 준비해 간 설문을 진행하였고,
참여 한국인 유학생들과 4일차에 교류하기로 하였기에

팀 목표
대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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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기대됨

종합평가

개별평가

- 핀란드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높아진 하루였으나, 성평등 주제와 관련해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음
- 또한 일정 및 통역과 관련해 피드백 사항(많은 곳을 견학하기보다 한 곳이라도
충분히 / 개인별 영어 능력의 편차가 크므로, 누구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기 위해
가장 낮은 영어 능력을 기준으로 통역을 진행할 것)이 발생하였음
성 명

개인목표

자체평가

김민지

핀란드의 역사와 문
화를 엿보고, 간단한
핀란드어 배우기

핀란드의 역사와 문화 배움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
려 노력했고 핀란드 인사말을 익힘

우지윤

핀란드 친구들을 만
나 그들의 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듣기

핀란드 친구들을 거의 못 만나 생각했던 대화가 이루
어지지 않아 아쉬웠음

이승범

핀란드 UN youth 기
관 방문하여 성평등
관련 문제 공유하기

비행기 승무원 관련하여 핀란드와 한국의 성평등 문
제를 공유함

손수민

핀란드의 역사, 핀란
드 현재의 성평등에
대해 얘기/이해하기

국립박물관에서 핀란드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어서
재밌었고 매우 흥미로웠음. 오늘의 활동으로는 현재
의 핀란드의 상황에 대해 10% 정도 밖에 알 수 없었
던 것 같음.

김도현

핀란드의 역사에 대
해 이해하고, 성평등
에 대해 핀란드 청소
년의 이야기 듣기

국립박물관에서 전반적인 핀란드 역사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UN YOUTH
에 핀란드 청소년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 직접적인 이
야기를 듣지 못해 아쉬웠음

전충만

영어로 자기소개 하
기

영어를 못하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최대한 아는 영어
로 떨지 않고 자기소개를 함.

남민경

핀란드 역사의 전반
적인 이해, 핀란드 청
소년과의 성평등 주
제 관련 교류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음. 핀란드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찬찬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
겠다고 느낌. 편하게 오래 시간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핀란드인 청소년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느낌.

활동사진

핀란드 국립박물관에서
가이드 투어를 받는 모습

UN youth 방문 시 촬영한

UN youth 방문 시 팀별

기념사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특이사항

이승범_ 소화불량으로 소화제 복용

코칭의견

사전에 많이 준비를 했음에도 기관과 맞지 않은 질문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럼에도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들은 잘 파악한 거 같아요. 내일은 방문기관이 두 군데인데
질문할 내용들 다시 한번 챙겨서 오늘과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요. 날씨도 계속
춥고 체하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건강관리 유의해요.

○ 3일차 (2018.10.31)
사 업 명

2018 성평등 시범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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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이름: 김도현

파견팀명: alku

- 사회보건부 젠더국 방문
[내용] 사회보건부 젠더국, 성평등 정보센터, 성평등 unit, 성평등의회 등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노력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들을 수 있었음

- 우스펜스키 사원 탐방
- 식당 주변 시내 투어
- 핀란드 저널리스트 협회 방문
[담당자] · Juha Rekola: international ombudsman
· Rami Lindstrom: gender equality 고문

주요일정

· Hanne Aho: 11th president, 4년째 회장직 재직 중, 첫 번째 여성 회장
[내용]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 핀란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를 만들고, 특히 젠더
이슈와 관련된 주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미디어에 담아내는가 하는 소개를 들을
수 있었음
- 세우라사리 야외민속촌 탐방

- 암석교회 탐방
- 인솔자와 청소년과의 대화
- 헬싱키 시내 투어 (+일상 속 젠더 감수성 찾기 진행)
목 표

팀 목표

1. 핀란드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알기

1. 사회보건부 젠더국에서 준비해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핀란드의 개괄적인 성평등 정책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 이에 대한
자세한 대답을 받으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었음

2. 핀란드의 언론이
갖는 성평등 의식
수준에 대해 알기

2. 핀란드 언론에서 성평등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배울 수 있었음, 보다 넓게 평등, 차별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

대비 성과

종합평가

개별평가

성 과

- 전날 활동에서 들었던 아쉬움이 다 해결될 만큼 핀란드의 성평등 정책 및 언론에
대해 궁금하던 것들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고 팀원 모두 매우 만족한 일정이었음
- 팀원 모두 관련하여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각 질문들에
소요되는 시간을 배분할 필요성이 있었음
- 저녁 시간 인솔자분들과 함께한 식사와 이후의 함께 보낸 자유 시간을 통해 전체
팀원이 더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성 명

개인목표

자체평가

김민지

핀란드와 한국의 성평등 정
책을 비교해보고 앞으로 우
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하기

하고자 했던 질문들을 시간상 할 수 없어 아쉬
웠지만 핀란드의 상황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성
평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구상해봄

우지윤

젠더국과 언론인협회에서 우
리가 궁금했던 질문을 모두
하고 활발한 토론과 의견 나
누기

준비해간 질문뿐만 아니라 즉흥적인 여러 가지
질문과 대화를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
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았음, 핀란드의 정책
등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생생
하게 전달되었고 더 잘 이해되었음

이승범

핀란드 저널리스트협회와 젠
더국을 방문하여 한국 성평
등 문제를 핀란드와 비교해
보기

생각보다 상당히 한국과 핀란드 사이의 의식수
준이 차이가 났고 그 갭을 느낄 수 있어서 안타
까웠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보
람찼음

손수민

핀란드의 정책과 협회에서
한국 젠더 문제에 대한 힌트

핀란드와 한국의 차이에 많이 자괴감과 창피
함을 느끼기도 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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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김도현

핀란드의 성평등 정책과 언
론이 취하고 있는 성평등 관
점에 대해 이해하기

전충만

젠더국과 저널리스트 협회에
서 설명해주는 내용 잘 이해
하기

남민경

정부부처에서의 성평등 정책
관련 내용의 이해, 성평등
의회 및 저널리스트 협회와
관련한 궁금증 타파, 핀란드
문화 느끼기

많다고 느꼈음, 인식 발전과 언론의 자유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음
사전조사 때부터 계속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
이 해소할 수 있었음, 이후 기관에서의 설명
및 질의응답들을 기억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
련 내용들을 정리하였음
성평등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지만 방문기관
에서 해주는 이야기들을 배우는 자세로 잘 들
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음, 질문 사항이 떠오
르지 않아 아쉬웠음
몹시 만족스러웠음, 다만 오늘 방문기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해 여성단체연맹 방문 시 할
질문들로 리스트업 된 것이 많아 그날 다 못
물어볼까봐 걱정됨

활동사진

사회보건부 젠더국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모습

세우라사리 야외민속촌 탐방 중

핀란드 저널리스트 협회에서

단체 사진 촬영

방문 기념 촬영

특이사항

코칭의견

일지에도 알 수 있듯이 너무나 열정적 이고 우리 대표단이 사전에 준비한 것들이 빛을
발하는 하루였어요. 많은 정보들이 오고간 시간이었는데 정리를 너무 잘 한 것 같구요,
이런 내용들이 결과보고에도 잘 담기길 바라요. 우리 일정이 절반정도 지났는데
체력관리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요. 화이팅!

○ 4일차 (2018.11.01)
사 업 명

2018 성평등 시범 대표단

작 성 자

이름: 김민지

파견팀명: alku

- 평등 옴부즈맨 방문
[내용] 핀란드의 평등법을 바탕으로 평등 옴부즈맨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 설명 및
핀란드의 성평등 현실 소개

- 헬싱키 알토 대학교 디자인 팩토리 방문
주요일정

[내용] 알토 대학교의 프로토타입 제작 시설을 비롯한 디자인 연구 시설을 재학생의
설명 하에 관람함

- 성평등 인식 조사
[내용] 헬싱키 대학 인근 학생들에게 설문활동을 하며 일상 속 젠더 감수성 찾기

- 헬싱키 시내 탐방

팀 목표
대비 성과

목 표

성 과

1. 핀란드 평등 옴부즈맨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사회
현실에 접목해 보기

1. 평등 옴부즈맨 측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덕분에 그
들의 역할과 사회 속의 활약에 대해 알 수 있었음. 설명
중 의문가는 점이 있으면 즉각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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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어 이해도를 한층 높임.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와
비교하고 접목해 볼 수 있었음.
2. 성평등 설문 조사를 통한
일상 속 젠더 감수성 찾기

종합평가

2. 성평등에 대한 핀란드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
음. 예상외로 설문조사에 호의적인 대상자들의 태도로 수
집에 큰 어려움 없이 설문을 진행 할 수 있었음.

- 평등 옴부즈맨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일전에 방문한 사회보건부 젠더국과 핀란드
저널리스트 협회에서 겹치는 부분이 다소 있어 아쉬움.
- 의문 사항에 있어서 팀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지속 돼 의사소통에 원활함을 더해줌.
- 성평등 설문에 있어서 팀원 누구 하나 자신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
여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음.
성 명

개인목표

자체평가

김민지

평등 옴부즈맨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설문조
사를 통한 일상 속 젠
더 감수성 찾기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평등 옴부즈맨의 존재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어 뿌듯함. 난항을 겪을 것이라 예상
했던 성평등 설문조사에서 만족스러운 수집을 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참.

우지윤

평등 옴부즈맨에 대한
이해와 논의, 핀란드
대학생들을 만나 설문
조사 진행

평등 옴부즈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좋았고
특히 명확한 데이터로 핀란드의 현실을 깔끔하게 이해
할 수 있었음.
알토대학, 헬싱키대학의 학생들을 만나 설문조사를 진
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의 설문 결과를 얻었고 구
체적이고 진지한 답변이 많아 만족함.

이승범

핀란드청년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하여 성
평등에 대한 인식 알
아보기

처음 설문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
었지만 조사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핀란드청년들이 진
지한 자세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설문조사의
질 또한 상당하여 보람찼음.

손수민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
평등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 급여 차이 등 핀란드와 대한
민국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나눌 수 있었음. 핀란드 각 회사, 학교에서 제출해야
만 하는 평등 보고서는 꽤나 흥미로웠음. 그리고 많
이 부족한 영어였지만 다른 외국인들 대상으로 열
심히 노력한 내가 대견했음.

김도현

평등 옴부즈맨에 대해
깊게 이해하기, 핀란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 하기

평등 옴부즈맨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되던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선 기관에서 들었던 설명
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쉬웠음
설문조사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해
줘서 매우 좋았음.

전충만

핀란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기

영어는 못 하지만 짧은 영어를 배워서 직접 핀란드
학생에게 말을 해봄. 활동사진 촬영을 하고 판넬을
들고 서 있었음. 학생들이 잘 참여할지 걱정 되었지
만 열심히 참여해주어서 좋았음.

남민경

평등옴부즈맨의 역할,
영향력 등 전반적인
매커니즘의 이해하기,
핀란드 청소년과의 성
평등 인식 교류

평등옴부즈맨을 방문했을 때 많이 질문해서 만족스
러웠고, 설문조사 등 핀란드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가 있을 때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좋
았음.

개별평가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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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옴부즈맨 방문 중
단체사진 촬영

알토 대학 디자인 팩토리

알토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방문 중 촬영

진행 중 촬영

특이사항

-

코칭의견

항상 적극적인 자세가 너무 보기 좋네요. 평등 옴부즈맨과 사회보건부젠더국은 같은 정
책 속에서 이루어지고 기관이라 설명 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었던 거 같아요. 설
문조사는 처음엔 머뭇거리다가 이후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감동 그 자체였어
요. 내일 마지막 기관방문이 있는데 부족한 것 없었는지 잘 챙겨서 한국 가서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5일차 (2018.11.02)
사 업 명

2018 성평등 시범 대표단

작 성 자

이름: 이승범

파견팀명: alku

- 핀란드 여성단체연맹(NYKIS) 방문
[내용] 현재 핀란드 여성단체연맹이 활동하는 내용과 동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한국과
비교하여 그에 관한 이슈에 대해 토론함

주요일정

- 청소년 센터(Youth Center Anjala) 방문
[내용] 핀란드 청소년들과 숲속을 걸으며 젠더이슈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자신을 생각을
말하며 토론함

- 평가회의

팀 목표

목 표

성 과

1. 핀란드 여성단체연맹이 활동하는 내
용과 동향을 알아보기

1. 현재 핀란드 여성단체연맹이 활동하는 내용
과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한국과 비교하여
많은 젠더 이슈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며
앞으로 성평등에 관해 개선해야할 점을 알아볼
수 있었음

2. 청소년 센터에 방문하여 우리와 핀
란드 청소년들의 성평등에 대한 생각
교류하기

2. 청소년 센터에 방문하여 자연과 함께 핀란드
청소년들과 젠더문제에 대해 그들의 인식과 생
각을 알 수 있었음

대비 성과

종합평가

개별평가

- 핀란드 여성단체연맹이 하는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문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웠음
- 청소년 센터에 방문하여 젠더 문제에 관해 각 항목별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수 있었고 소신있는 핀란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역시
핀란드 청소년들과 만남의 시간이 너무 짧아 많을 아쉬움이 남음
성 명

개인목표

자체평가

김민지

핀란드 여성단체의 역사와
현재 진행형인 문제를 이
해하고 우리나라와 비교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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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보았으며
나눔. 이
가능성과

여권신장사를 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이를 토대로 핀란드 청소년들과 대화를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 향상
현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 봄.

우지윤

여성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핀란드 NGO의 여권신장
운동과 어려움을 알아보기,
핀란드 청소년들을 만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
를 통해 그들의 사회, 문화
속 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알보기

여성단체에서 정부기관에서는 듣지 못했던 시민들
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 핀란드 청소년들이랑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
았고 전통 오두막에서 커피를 마시며 문화체험을
한 것도 잊지 못할 경험이었음.

이승범

핀란드 청소년들과
속에서 젠더이슈에
토론하기

처음 핀란드 청소년들을 만날 때 굉장히 어색하기
도 하였지만 젠더이슈에 대해 토론하며 친해져 헤
어질 때 정말 아쉬웠고 오두막에서의 커피도 정말
맛있었음

손수민

핀란드의 여성에 대한 성
평등 역사의 이해와 핀란
드 친구 사귀기

정책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진
출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음. 또한,
처음 보는 핀란드 친구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음.

김도현

핀란드 여성단체협회를 방
문해서 여성운동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된 문화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핀
란드 청소년들을 만나 그
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에
대해 이해하기

핀란드의 성평등 관련 정보 중 지난 기관방문
에서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들을
여성단체 협회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음, 핀란
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에 대해서도 들
어볼 수 있었는데, 시간상 더 많은 이야기를 나
누지 못해 아쉬웠음

전충만

핀란드 친구랑 친해지기

처음 보는 핀란드 친구들과 숲을 걸으며 대화
를 함. 비를 피해 불집에 들어가서 성평등에 관
한 대화를 나눔. 저녁에 외국인 친구와 sns로
인사 메세지를 주고받음. 핀란드 친구가 생겨서
좋았음!

남민경

준비해온 질문 중 아직 해
결되지 못한 부분 및 새로
생긴 궁금증들 물어보기.
핀란드 청소년과 사회문화
적인 이야기 나누기.

목표의 80% 가량 궁금증 해소를 달성한 것 같
음. 지난번에 만난 청소년보다 나이대가 좀더
어린 친구들이라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음

자연
대해

활동사진

청소년 교류센터 프로그램
참여 모습

여성단체협회 프레젠테이션

평가회의 모습

특이사항

-

코칭의견

여성단체연맹은 정부기관과 다른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청소년센터에서는 현지
청소년들과 성평등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역
시 열정적인 모습 보기 좋았구요, 그 열정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네요.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 개인물품 잘 챙기고 항상 건강관리!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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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차 (2018.11.03.) ~ 7일차 (2018.11.04.)
사 업 명

2018 성평등 테마형 시범 대표단

작 성 자

이름: 전충만

주요일정

파견팀명: alku

- 수오멘리나 섬 견학
- 헬싱키 반타공항으로 이동 및 수속
- 인천공항으로 비행
- 인천공항 착륙
- 마지막 사진촬영 후 해산
목 표

팀 목표

1. 전원 안전하게 귀국하기

1. 낙오자, 부상자, 분실물 없이 전원 안전하게 귀국함.

2. 전원 안전하게 귀가하기

2. 공항 해산 후 집 도착 시 단체 카톡 방에 도착
보고, 전원 안전하게 귀가 완료,

대비 성과

종합평가

개별평가

성 과

- 기관 방문 일정이 없어서 모두 편한 마음으로 마지막 핀란드를 보고 느끼며 관광함.
- 마지막 날이라 팀원 대부분이 피곤해 했지만 끝까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냄.
- 공항에 도착해서 모든 짐을 찾고 마지막 단체사진 촬영 후 전원 해산. 전원 안전
귀가 완료.
성 명

개인목표

자체평가

우지윤

즐겁게 마지막 일
정인
수오멘리나
섬 여행하기, 건강
하고 안전하게 한
국까지 도착하기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다니는데 힘들고 추웠지만 그만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음.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갈 수 있어 좋았음. 피곤했지만 잘 자고 잘 먹으며 비
행을 했고 안전히 귀가했음.

남민경

수오멘리나 섬에서
마지막 핀란드 느
끼기. 안전귀국하기

핀란드의 자연과, 팀원들과의 행복 모두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 안전하게 귀국해 마무리까지 좋았음

김도현

일정
마지막까지
팀원들과 좋은 시
간 보내기

오전 일정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돌아온 공항에서
까지 팀원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좋았음.

김민지

안전하게 귀국하기

소중한 팀원들과 함께했던 감사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아
쉬운 작별을 함. 무탈하게 안전한 귀국을 했기에 만족스러
운 하루였음.

이승범

수오멘리나 섬 탐방
하기, 안전하게 귀국
하기

헬싱키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였음.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즐거웠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
었음. 꿈같은 일주일이었음!

전충만

팀원들과
마지막
추억 쌓기, 씩씩하
게 작별 인사하기

수오멘리나 섬과 헬싱키 거리를 걸으며 팀원들과 재밌
게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추억을 쌓
음. 작별 인사하는 게 가장 싫고 힘들지만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씩씩하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함.

손수민

안전귀국 및 핀란
드와 더 좋은 친구
로 남기

그동안의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 같아서 떠나는 게 더욱 아쉬웠음. 하지
만, 다음에 만날 때 내 자신이 더 좋은 사람과 친구가
되어있길 바라며 집까지 안전귀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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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

해안가

인천공항 도착 후 단체사진

특이사항

코칭의견

인천공항 해산 직전

오늘 날씨가 추워 걱정했었는데 아픈 사람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항상 밝은 표정을 보면서 대표단들이 만족할만한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시차적응 잘 하고 마지막 보고서까지 화이팅!

2. 파견활동성과
가. 방문기관별 내용
UN Youth of Finland [2018.10.30.]
finMUN ; Finnish Model United Nations
[면담자]
FinMUN 소속 핀란드인 3명 + 참가 한국인 유학생 3명 + 참가 핀란드인 학생 1명
개요

[내용]
FinMUN 소속 학생들의 기관 설명 후, 전체 참가 인원을 세 팀으로 나눠 팀별로 alku
에서 준비한 젠더 이슈 질문에 관한 대화 진행함. 이후 팀별 활동을 통해 친해진 핀란드
인 학생의 즉석 제안으로 헬싱키 대학의 student union 방문
○ 기관 소개
- 핀란드에서는 UN Youth의 역할을 하나로 합쳐 FinMUN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학생들을 파견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함. 다양한 대사분들을 초청해서 ‘대사님들
과의 아침’의 시간을 갖기도 함

발표내용

- 직접적인 청소년 활동과 더불어, 진단 및 자문 역할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음
- 평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 왜 청소년이 필요한지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함. 일례로 UN
Resolution 2250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강조(Representation of
Youth in Decision-Making at All Levels)함.
-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함에 있어 젠더 이슈를 함께 다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Q finMUN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는가
A 본인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성평등에 특화된 활동을 해본 바 없음. 핀란드인 학생으로
서 개인적으로도 이미 성평등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딱히 경험한 바 없음. 일례로 본인
의 어머니 월급이 아버지 월급보다 높음.

Q&A

Q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젠더이슈, 성평등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들은 바 있는가
A 헬싱키 대학의 Student union 내 각 조직에는 젠더 문제와 관련한 책임관이 있음. 실
제로 성희롱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함. 3년 전 쯤에 여학생이 강간당한 사건이 있다
고 듣긴 했지만 본인은 주변에서 경험한 바 없음. 하지만 발생이 적은 만큼 이슈화가
잘 된다고 느낌. 일례로 어떤 사우나 행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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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가해 남학생은 이후 모든 학생 활동에서 아웃됨.
Q 한국에서는 미투운동의 사례로 학교 내 발생 사건이 폭로되기도 했는데, 핀란드는 어
떤가?
A 우선 핀란드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그렇게 큰 권력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본인은 교내
미투와 관련해 들은 바는 없음.

사회보건부: 젠더국 [2018.10.31.]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Gender Equality Unit
[면담자]
개요

성평등 정보센터 담당자 1인, 젠더국 담당자 1인, 성평등의회 담당자 1인
[내용]
각 담당자가 돌아가면서 기관 설명과 Q&A를 진행함
1) 성평등 정보 센터 (THL ; Centre for Gender Equality Information)
○ 기관 설명
- 2009년 개설되었으며, 핀란드 관련 젠더 통계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기관 내 예산 담당자 2명, 프로젝트 담당 2명이 업무를 맡고 있음.
- 모든 이들에게 많은 지식과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모두가 동등
한 결정 과정을 모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증진하고 있음
- 2015년 민주적 공헌을 인정하는 상을 받았고, EU, 북유럽 등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
하며 성평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다양한 매체(Web, SNS, Newsletter 등)를 통해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음,
Media를 모니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함
- 1년에 한 번 씩 성평등의 날을 주최, 젠더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활동가 및
각 활동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핀란드 성평등 현황 및 제도
- 핀란드는 고용, 교육, 경제적으로 남녀의 참여율이 비슷하고, 교육은 여성이 더 높게

발표내용

나옴
- World Economic Forum의 Gender Equality Index: 스웨덴, 덴마크 다음으로 성평등
지수 3위 -> 그러나 지난 10년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더 크게 발전하는 모습
은 볼 수 없었음
- EIGE의 Gender Equality Index에서도 핀란드는 3위.
- 성평등 지표 중 ‘지식’ 분야에서는 점수가 낮은데, 이는 여성의 남성의 전문 분야가
나뉘는 경향이 있기 때문 (교육은 여성이 더 많이 받지만, 여성들이 주로 있는 영역
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
- 1906년 여성 선거권 보장, 1907년 여성 국회의원이 10%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여
성 국회의원이 선출됨)
- 2003년 여성 국회 대표성이 40%로 올라갔음
- 성평등은 계속 성장해야 하는 과제, 그러나 점차 정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퇴보되고 있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 (당연하게 더 나아질 것이란 안일한 생각이 원인이라고 지적
함.)
- 경제적으로 본 일반 사회(사기업 등)에서는 남성이 대표성에서 우위에 있으나, 정치
적으로는 핀란드가 여성이 대표성에서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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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성평등 지표를 만들어 오고 있고 이를 통해 젠더 평등에 대해 핀란드 국민들
의 의식을 알 수 있음. 대부분이 성평등에 관심이 많지만 직장에서 보자면 여성의 경
력단절, 성희롱 등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활발한 참여율, 무상교육, 무상급식, 여성의 정치적 참여 및 메
커니즘, 여성의 돌봄에 대한 책임, 여성 운동 등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결과물들을
얻고 있음
- 핀란드가 마주하고 있는 난제 :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 및 성희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직종분리(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고용되는 경우는 10%에 달함)(여성은 공공
기관, 남성은 일반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높음- 급여차이발생)
2) 사회보건부 젠더국 (Gender Equality Unit)
○ 기관 설명
- 2001년 설립되어, 성별영향평가, 정책의 성주류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음
○ 핀란드 성평등 현황 및 제도
· 직장생활에서의 여성과 남성
- 여성 남성의 교육 수준 모두 높으나,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의 교육수준보다 높음
-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 시장 참여율이 매우 높음(2017년 기준, 여성 실업 8.4%, 남
성 실업 8.9%)
- 핀란드는 굉장히 관대한 육아 휴직 제도를 갖추고 있음(여성이 사용(105일)하는, 남
성이 사용(54일)하는, 모두 함께 사용(158일)하는 육아휴직일이 有)
- 하지만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 남녀직종분리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고, 남녀 임
금 격차 16% 정도.
-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90% 정도, 육아수당 지급도 대부분 여성이 받고 있음
-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핀란드가 여성에 대한 폭력 비율이 높은 편
· 정치권에서 젠더평등
- 1906년 여성 남성 모두 선거권
- 1990년대 처음 여성 장관들이 선출되었음
- 2000년대 여성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었음
- 지난 총선 여성이 42% 국회의원, 장관은 36%
· 성평등 정책의 발전과정
- 1995년 베이징에서 있었던 성평등 협약, CEDAW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EU에

1995년 속하게 되면서 EU의 성평등 정책과 규약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됨
(*CEDAW: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최근 성평등 정책
- 이중전략을 추구: 성평등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 + 모든 결정 과정에 있
어서 성주류화 하는 것
- 1990년대부터는 새롭게 젠더 평등 정책의 안건이 넓혀져서, 여성폭력, 성주류화,
성소수자, 이민자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성평등 Action Plan
- 여러 영역에서 함께 성평등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행됨
- 1997년 이후 지금까지 5번 발행되었음
- 현재 Action Plan(2016-2019) 주요 목적
△ 노동시장에서 젠더 평등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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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가정, 육아의 조화를 촉진
△ 교육과 스포츠 분야에서 성평등의 증진
△ 배우자 폭력 및 여성 폭력의 감소
△ 남성의 웰빙과 건강의 증진
△ 다양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의견 반영
· 성평등 관련 법안
- 차별금지법(Non Discrimination Act) (2004/2015) :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여러 차별
에 대한 금지를 법제화하였음. 차별에 대한 금지, 젠더 평등의 증진을 다루고 있음.
- 헌법 (Constitution of Finland)의 ‘Section 6: Equality’에 의하면 성별, 인종, 언어, 종
교, 의견, 건강, 장애 등(sex, age, origin ...)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법제
화되어 있음
- 여남평등법(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1987)
∙ 여성 대표성 할당은 40% 이상으로 정해놓았음, 30명 이상의 직장에서는 성평등에 대
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3) 성평등의회 (TANE ; Council of Gender Equality)
○ 기관 설명
- 젠더국 밑의 산하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음
- 1972년 설립되었으며, 국회의 대표자들, 연구원들과 NGO(남성단체, 여성단체, 성소수
자 단체)들의 전문가 멤버들 등이 포함되어있음
- 매년 정부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젠더 관련 목표들을 정한 페이퍼 -> 성평등 의회
에서 협력을 통해 만들어짐
- 매 정권이 바뀌는 시기마다 Subcommittees를 새롭게 임명하고 있음
- 매 정권 working group을 만들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성평등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일을 하고 있음
- 다양한 행사들: 여성 NGO단체 초청 행사, 선거 캠페인, 컨벤션, 패널 토론 등
예) #equalityacts 캠페인: 2018-2019, “평등법과 함께 영향을 미치자!” 작년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시작한 프로젝트로, NGO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평등법에 대
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음. 그중 한가지의 목표로 성평등을 포함시킴. 특히, 미디
어에서 젠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음. 스포츠 분야에서는 남녀 스포츠
모두 중계하겠다고 했음. 본 캠페인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가기
로 했음. 국제적 명성도 얻어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크로아티아
등)
예) Equal Play Seminar 7.11.18: 남성분과위원회에서 시작한 행사로, 성평등과 게임
을 연관시켜 게임문화에서 성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 새로
운 접근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원들, 신진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논의
를 이끌고자 함
1) 성평등 정보 센터 (THL ; Centre for Gender Equality Information)
Q 핀란드에서 남녀직종분리와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왜 계속 문제되고 있고, 그에 대
Q&A

한 대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A 펀딩을 통해 남녀직종분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기도 하고, 그의 해결을 위한 예
산 편성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핀란드에서 왜 계속 남녀직종분리가 되는지는 정확히
답을 내릴 수 있음. 대처로는 어릴 때부터 젠더 감수성이 포함된 교육 등을 진행하

- 25 -

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여성이 선호하는 일들(공공기관)이 있고, 그런 직종은 임
금이 낮은 그런 이유들이 있음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다음 정권에
서는 이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기를 바라고 있음
(*이스탄불 협약: 성차별적 학대를 명백히 명시한 첫 국제 협약)
Q 핀란드의 남녀평등이 왜 계속 여성의 대표성이 왜 계속 낮아지고 있는가. 현재는 성평
등이 왜 정체되어 있는가? 여기에 지금 페미니즘에 대한 backlash나 반감 등이 작용하
지는 않았는가
A 이전에는 치열하게 젠더 평등을 이루기 위해 쟁취하는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는 젠더
평등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 탓에 노력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
음. 계속해서 젠더 평등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함.
2) 사회보건부 젠더국 (Gender Equality Unit)
Q 여남평등법에서 Women and Men이라는 법 명칭에 대한 반감은 없었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졌는가
A 1987년 이 법이 시작되었는데, 이미 Women and Men이 많이 통용되던 시기였기에
큰 반감이나 논쟁은 없었음. 오히려 지금은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을 뛰
어넘어 모두 포괄할 수 있는 Gender로 통합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
음. 이외에도 여성과 남성만으로 표기되어 있는 법안은 현재 한계로 많이 지적되고 있
음
Q 젠더국은 핀란드의 정부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편인가
A 성주류화 정책은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음
Q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없었는가
A 차별금지법은 정의부 밑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정확한 견해가 있지는 않음
Q ‘남성에 대한 건강 증진’이 목표로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A 아버지로써 양육에 대한 권리, 남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건강 증진을 뜻함
Q 젠더 감수성을 포함한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
는가
A 교사에 대한 젠더 감수성 교육을 주로 하고 있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없다고
할 수 있음, 전반적인 교육 과정 내에 감수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3) 성평등의회 (TANE ; Council of Gender Equality)
Q 입양가정, 한부모가정 등에서는 부모육아휴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 입양가정에서는 똑같이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가정에서는 만약 미혼모 가정이라면 남
성에 해당하는 6을 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Q 성평등 의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히 남성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띔
A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임명이 되는데, 각 멤버 기관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들어왔는
지는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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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임명이

된

것.

위원회

구성에서

‘Subcommittee on Men and Gender Equality’가 포함되는데, 남성의 관점에서 보는
성평등은 핀란드가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다고 봄, 남성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받아들
이고 있기 때문. 다만 구성 멤버가 남성만으로 이루어져있지는 않음. 참고로 멤버기관
중 하나인 남성기관중앙회는 가장 신생 협의회임.
Q 한국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꽤 있는 편인데, 젠더국에 대한 핀
란드의 시선은 어떤가
A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같이 비판받는 부분도 있음. 그러나 성평등 바로미터를 계속 진
행해봤을 때 70%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한국에서의 비
판과 비슷한 종류의 비판과 더불어, 여성단체에서는 계획 이행에 자원이 없다는 비판
을,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오고 있음. 또한
남성의 이슈를 많이 안 다룬다는 등의 비판도 있음.
Q 성소수자에 대한 이슈는 언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는가
A 핀란드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일반화되어 있고, 동성 결혼
합법 (2017~)도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면 됨.
Q 6+6+6 model이 정확히 무엇인가
A 母의 육아휴직 6개월, 父의 육아휴직 6개월, 母父 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6개월을 말함.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핀란드 저널리스트 협회 [2018.10.31.]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담당자]
· Juha Rekola: international ombudsman
· Rami Lindstrom: gender equality 고문
개요

· Hanne Aho: 11번째 회장이자 협회의 첫 여성 회장. 4년째 회장직 재직 중임.
[내용]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 핀란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를 만들고, 특히 젠더
이슈와 관련된 주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미디어에 담아내는가 하는 소개를 들을
○ 기관 설명
- 다양한 매체의 약 14,000명의 멤버와 함께 하고 있으며 핀란드 언론인의 90% 이상
이 이 연합에 포함되어 있음
- 100년 정도 이어져오고 있고, 설명해주는 회장님께서 11번째 회장 (4년째 회장, 첫
여성 회장)
○ 기관 내 성평등 노력

발표내용

· 언론에서 성(性)에 대한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 예를 들어 ‘누구’를
인터뷰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인터뷰하느냐 에 대해 더욱 집중함. 예를 들어, 남성을
인터뷰할 때에는 여성을 인터뷰할 때처럼 패션이나 가족 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
는다는 점을 생각해, 질문지 구성에 주의를 기울임.
· 저널리스트 협회의 평등 프로그램(UJF’s equality program)목표 (1994)
△ 가능한 많은 직장에서 평등 계획서를 세우기
△ 평등한 임금
△ 협회나 임원 내의 평등한 대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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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에서의 성평등 다루기
△ 젠더 평등한 인식
· 저널리스트 내의 2018 노동시장 조사(매년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 남자가 버는 것에 비해 여성은 96% 정도 -> 이 수치는 저널리스트안에서
- 핀란드의 여성 임금 평균은 84%
- 30세 이하의 여성은 오히려 남성보다 더 많이 벌었음
- 학력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저널리스트 쪽 여성이 더 많이 범
(전보다도 저널리스트 학위를 더 많이 따려고도 하고 있음)
· 기타 관련 통계
- 2018, 멤버의 57.6%이 여성, 저널리스트 학력 쪽에서도 학생이 68%가 여성
- 새로운 연합 내 council에도 여성이 56%를 차지, 이사회에도 69%, 편집부에도 42%
- 유리 천장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고, 편집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49.4%가 여성으로 나왔음. 그러나 뉴스에서는 여성이 줄어듦, 주요 편집장이 43%,
큰 신문에는 여성 편집장이 30%. 잡지에서는 오히려 주요 편집장이 53%가 여성
=> 대형 신문사를 제외하면 핀란드에서는 여성 편집자가 굉장히 많은 편
- 여성잡지 이외의 매체의 경우, 여성편집장의 수가 최근 5~10년간 증가추세
· 미디어 매체에서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중요함
-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스 미디어에서 여성은 3분의 1이 인터뷰 대상자였는데, 이는
150년 전과 똑 같은 비율
- 핀란드에서 가장 큰 미디어 업체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큰 변화가
없음 => 단기간 이뤄지는 쉬운 일이 아님
- 미디어는 사람들의 시각과 입장에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함 “Media reflects the
world.”
- 이런 젠더 이슈가 여성의 권리로만 얘기하며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혜
택(남성을 포함한)이라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 Metoo캠페인과 관련한 조사 결과 요약
- 지난 2년 동안 13%가 언어적 성희롱, 7% 신체적 성폭력, 16% 성희롱을 당한 경험
이 있다고 나옴
- 56%는 직장생활 중 성희롱 경험이 있었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했음
- 학생들은 19% 신체적 성희롱, 29%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음(31명 대상)
=>이들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험, 한번만의 경험이 아님, 56% 직장동료에게,
19% 인터뷰이 사진작가에게, 17%는 고객에게, 12%가 직장상사에게
- 이런 이슈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할수록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
- 핀란드의 경우 스웨덴에서보다 미투 폭로가 적었는데, 실제로 위계관계에 의한 성희
롱이 적어서라기보다는 말할 수 없는 분위기 탓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표함. (특히 예술계)
- 현재로 봤을 때에는 성평등이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음
-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 저널리스트 협회에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
고 있음
- 모든 다른 소수자를 담아내려는 노력들은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 더 많이 비출 수 있음. 지금껏 미디어가 여성을 비
춰온 것처럼 남성을 비추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 수 있었음
ex) 트럼프와 푸틴의 그날의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을 보고서 이런 주제가 얼
마나 멍청해 보이는지 알게 되었음 -> 때문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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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는 성범죄에 있어서 언론이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규제하거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A 성범죄 문제와 특화된 규제나 교육은 없음. 다만 지난 5-10년전 활발했던 논의로는, 범
죄 발생 시 가해자가 ‘소수자’일 경우에만 ‘외국인’ ‘흑인’ 등의 표현으로 특정하는 부분
에 대해 비판한 바 있음. 이후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됨. 언론에서 만약
그렇게 쓰면 바로 해고당할 이유가 되며, 너 무슨 문제 있냐는 질문을 들을 수 있음.
한국의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됨.
이외에, 언론인들을 위한 윤리강령이 있음. 모두를 조심히 다루고자 하지만, 여성 그리
고 18세 이하의 아동을 인터뷰(취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조심하고자 함 -> 트라우
마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음. 특히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
었을

때에는

그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음.

이러한

‘interviewing children’에 대한 논의 및 가이드라인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이루어짐.
Q 미투와 관련해서 핀란드에서는 어떤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어떻게 다루었는가
A 핀란드에서는 딱히 미투와 관련해서 생각되는 것이 없음. (한국의 안희정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자,) 이 경우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과 르윈스키의 성추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클린턴은 그녀가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변명
을 했었는데, 여기서 클린턴과 르윈스키의 성별을 바꾸어 생각해 보길 바람.
핀란드 내에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 older-younger 간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
음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관점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음. 주로
법관의 발언(공공에게 오픈된) 이상의 보도는 하지 않음.
Q&A
Q 핀란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압박에 있어서 영향을 받
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A 일반적으로 말하면 없음. 하지만 관련된 예가 하나 있는데, 최근 국무총리에 대한 글을
쓴 저널리스트에게 국무총리가 28통이 넘는 이메일을 계속 보낸 적이 있으나, 그 저널
리스트는 바로 이를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큰 이슈가 되고 많은 논의가 오고 갔던 적이
있음 -> 편집장한테 보내서 편집장이 글을 수정했는데 그는 발각되어 해고됨.
가장 중요한 것은 저널리즘이 모두의 것이라는 것. “It all came public.”
Q 학교에서는 미투운동이 없는가
A 학교는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함
오히려 스포츠 계열에서 이뤄지고 있는 편. 어린 학생선수시절에 코치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이 최근, 나이가 들고서 폭로하는 경우가 있음.
Q 협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A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만이 직접 대면해서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정
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회와 컨택 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의향이 있음. union
paper를 통해서 공론화할 수도 있음.
Q 남녀직종분리가 핀란드에서는 오래전부터 강력했다고 하는데, 저널리즘에서는 여성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는지
A 최근 저널리즘에서 여성 종사자가 늘어난 것은 점점 더 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저널리즘 이외에 모든 고학력, 고위 직종에서 이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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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음. 또한, 핀란드의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여성들이 일을 하
면서도 아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기도 함(데이케어 센터의 마련,
아버지 양육 참여 등). 저널리즘은 특히 시간적 자유가 더 필요한데,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가능하게 되었음
Q 핀란드에서는 자살률이 높아서 보도 시 자살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젠더 문제에 관해서도 이런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하
는지
A 자살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자살률을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지 분석하
는 등의 거시적인 문제를 다루는 보도가 있고 실제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 두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
음. 다만 그 이유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함이라기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 자살자에 대한 보도가 필요하다면 ‘He died.’
정도로만 보도하거나, ‘범죄와는 관련 없는 사망이다’ 정도로 보도함. 만약 작은 타운인
지역에 산다면 지역 또한 밝히지 않음.
또한 타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
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음. 가해자에 관해서도 사회가 알아야 하지 않는 이상
은 자세한 정보에 대해 보도하지 않으며, 만약 필요에 의한 경우 사회가 알아야 할 어
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임. 또한 비공식적인 룰로, 한 사건이 일어난
후 2년이 지나면 쓰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도 공개하지 않음. 대중의 이익과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밝힘
Q 예전부터 핀란드는 언론의 자유가 있었는가, 바뀐 거라면 어떤 계기에 의해 바뀐 건가
A 아주 예전부터 자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결국은 매우 긴 시간에 거쳐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지금의 가이드라인도 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별도로
2002년부터 언론의 자유 지표도 만들어왔음. 핀란드의 경우 미디어 산업이 건강하고,
강한 언론노조가 있기 때문에 보도의 ‘질’에 집중하기가 비교적 쉬운 상황. 점진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2002년 언론 자유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올해만 (위의)
국무총리 사건으로 인해 4위로 떨어짐. 또한 핀란드 정치인들은 비교적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으며, 정치가 언론을 압박하거나 탄압하는 일은 보편적이지 않음. 언론사끼
리의 긍정적인 경쟁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검열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Q 한국의 저널리즘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A 저널리즘은 모두의 것이라는 것. 왜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언론의 중요성)하는가에 대
한 사회 전반 모두의 이해가 필요함

평등 옴부즈맨 [2018.11.01.]
Ombudsman for Equality
[면담자]
Jukka Maarianvaara: 평등 옴부즈맨으로 1년 반 활동하고 있음, 전에는 변호사로 14년
개요

간 근무
[내용]
면담자의 발표와 대표단의 질문이 함께 이루어짐

발표내용

○ 기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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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옴부즈맨은 독립적인 감독(supervisory) 기관임
- 평등 관련 이행에 대한 것을 감독
- 정부에서 옴부즈맨을 임명, 임기는 5년(연임 가능)
- 1987년 여남평등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계속 임명되어왔는데, 남성 1명, 여성 3명, 이
후 Jukka가 2번째 남성 옴부즈맨 (평등 옴부즈만은 이제 약 30년 됨)
- 평등 옴부즈맨 이외에도 국회옴부즈맨, 비차별옴부즈맨, 아동옴부즈맨 등 다양한 옴
부즈맨이 있음, 그리고 지식 옴부즈맨이 새롭게 임명될 예정
- 옴부즈맨 안에는 10명의 직원이 있음 (서로 한 팀인 셈), 학교∙고용주들이 평등 계획
을 어떻게 세우는지 까지도 감독하고 있음
-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음. 주로 회사, 학교 등에 대해서는 감
독하고 조언하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재판에서 유의미한 무게감이 존재한
다고 볼 수 있음
- 유럽, 북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옴부즈맨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 스웨덴은 차별 옴부즈맨이 통합적으로 차별 등을 다루고 있고, 법적으로 증거 제
출이 가능
∙ 옴부즈맨의 의무(역할)
- 평등법의 준수에 대한 감독
- 평등법의 목적을 홍보하고 넓혀갈 수 있도록 함
ex)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진행
- 평등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사회의 각자 다른 영역에서 성평등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4년에 한번씩 ‘성평등
보고서’ 국회에 보고
- 차별 문제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 간 분쟁을 조정하고 솔루션을 제시
-> 이에 더해서 예를 들면 무역노조에 속하지 않으면 분쟁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옴부즈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
음
∙ 옴부즈맨의 실제 업무
- 직장 생활에서의 성불평등 경험으로 문의가 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임신으로 인해 경험하는 차별이 가장 문의가 많이 옴 (임신하면 계약 갱신을 해
주지 않는 등)
- 정부에 성명서, 법안 제안 등을 제출하는 업무 -> 이를 분석으로 이끌거나 하지는
않음
- 이해당사자들과의 회의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한 협력 (유럽이나 노르딕 나라와도 협력)
○ 평등법 관련 설명
- 법적인 평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공식적인 평등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여성과 남성을 다루는 것뿐 아니라 성소수자까지 포괄
참고로 LGB(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는 차별금지법, TI(트렌스젠더, 인터섹스)는 평
등법의 보호를 받음 -> LGB는 성적 지향, TI는 성정체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LGB : Gender minority / TI : Sexual minority)
=> TI가 자세하게 법에 반영된 것은 4년 전부터라고 생각하면 됨, 그러나 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함, 그래도 천천히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갖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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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 평등법에서 ‘근로환경에서의 차별 금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 어떤 것이 성희롱이고 성차별인지, 직접적/간접적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확
립해가는 일도 하고 있음
- 종교적 관행, 사적인 영역(가족 내) 등에는 관여하지 않음
- 가족 폭력이 핀란드에서는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개인 사생활은 법적으로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옴부즈맨에서는 국회의 레포트와 성명서를 내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핀란드는 특히 보복 살인∙폭행에 대해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은 등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가족폭력을 꼭 남성->여성이라고 바라보지 않음. 남성이 모든
가족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는 경우의 가족 폭력이 있기도 함.
- 30명 이상 혹은 학교에서 작성해야 하는 평등 계획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성평등 상
황을 조사해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음
○ 관련 통계자료(자료 참고)
- 2017년 연 통계에서, 임신과 육아휴직에 관한 차별과 관련된 문의가 높은 걸 보고
특히 남성이 받는 차별에 대해 예를 들어달라고 부탁하자 ‘아이가 아플 때 아빠가 육
아휴가를 쓰려고 하면, 고용주가 엄마가 집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등의 불평등한
요구를 한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오래 쓰면 실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설명함)
-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에서 여성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90.5%. 남성은
10% 정도밖에 안 됨. 또한 만 3세 이하의 아이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child care’의
경우 여성이 97%, 남성이 3%의 이용률을 보임. 육아 관련 휴직 및 수당에서, 전체의
20% 가량의 남성은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음. 참고로, 이에 국가에서는 남성이 사용하
지 않으면 아예 혜택이 사라지도록 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고자 추진 중.(이것이
6+6+6) 아이슬란드의 경우 3+3+3을 도입한 이후 약 90%의 남성이 육아 관련 제도
를 이용함.
- 정치적인 요소도 있음. 일례로 보수정당에서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이
보육시설보다 낫다고 주장함.
Q 옴부즈맨은 한명인가
A 옴부즈맨은 한명, 그리고 팀으로 직원을 10명씩 두고 있음 -> 팀 자체도 옴부즈맨으로
불림. 30년간 옴부즈맨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그만큼의 영광도 있음
Q 언제부터 성소수자를 제도로 끌어오는 이야기들이 오갔는가
A Sexual Minority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으나, Gender minority는 15년
-20년 전부터 이야기 되어 오고 있음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구분). 최근 논의되
고 있는 문제로는, 핀란드의 여성 트렌스젠더의 경우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Q&A

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함 -> 그런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비논리적인) 구
조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 중임. (참고로 결혼 제도와는 별개의 범위)
Q 핀란드의 일반 시민들은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여성이 남자 화장
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이도 핀란드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 락커룸∙화장실 등의 사용에서 옴부즈만
에 report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 성별중립화 된 화장실, 락커룸들을 더 만들어야 하다
는 논의를 넓혀가고 있음
Q 이슬람교 등 성차별적인 관행을 가진 종교의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는 것 등에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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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A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으로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이슬람 여성이 차별을 받는
다면, 이는 종교 이외에 다른 차별(성별)도 복합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라고 생각
Q (면담자) 한국에서도 가족 폭력이 문제로 많이 지적되는지?
A (대표단) 한국에서도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남, 특히 최근에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받고 헤어진 여성을 전남편이 살해한 사건이 있어 청원이 크게 일어
났었음
Q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도 가족폭력을 다루기도 함, 피신할 장소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함 핀란드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
A 보호소가 있긴 하지만, 국가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에 비해 수가 너무 적음
Q 평등계획보고서와 같은 제도는 한국에도 있는데 그 영향이 크지 않음, 핀란드에는 이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가
A 물론 영향이 큼, 이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모두 포함해야 하기 때
문에. 예를 들어 학교 보고서를 구성할 때에는 학생 인터뷰를 포함해야하는 등, 실용적
인 구성요건이 있음.
Q 그럼 그런 보고서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인가, 어떤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A 평등 계획안에 대한 질을 옴부즈맨에서 평가함, 그러나 실제로 실천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음 (그러나 교육부 등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더 관리를
할 수는 있음)
Q 옴부즈만을 선정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A 변호사여야 함, 평등 옴부즈만은 지금까지 옴부즈만이 변호사임
Q 옴부즈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할 수 있는 패널티가 있는가
A 차별재판소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건 법원이 아닌 코호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벌금
을 때릴 수 있고, 옴부즈맨이 차별재판소에 이를 넘길 수 있음
Q 옴부즈만에 접수하는 과정의 장벽이 높은가? 어려움이 없는가
A 웹사이트, 이메일, 전화를 통해 누구나 컨택할 수 있고, 이는 익명으로 전달할 수 있음
Q 다른 국가들과의 미팅, 협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다름이 옴부
즈만 제도에 반영이 된다고 느껴지는지
A 반영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음. 아무래도 노르딕 국가 간 유사성이 높음.

핀란드 여성단체 협회 [2018.11.02.]
NYTKIS ; The Coalition of Finnish Women's Associations

개요

[면담자]
NYTKIS 담당자 2인
[내용]
현재 핀란드 여성단체연맹이 활동하는 내용과 동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한국과 비교하여 그에 관한 이슈에 대해 토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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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여성 이슈 관련 발전 과정
- 1901년 여성이 대학에서의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가졌음 (여성이 남성만큼 고등교
육을 받을 수 있게 됨)
- 1906년 여성에게 유럽 최초로 핀란드에서 선거권이 주어졌음
- 1907년 최초로 여성 국회의원 당선
- 1937년 출산 수당 법안 패스
- 1962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법제화됨
- 1978년 아버지들이 12일의 출산 휴가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음
- 1986년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규제하는 CEDAW
- 1996년 Eva-Riitta Siitonen 최초 여자 시장(헬싱키)
- 2000년 Tarja Halonen 최초 핀란드 여성 대통령
- 2004년 Non-Discrimination Act
- 핀란드의 경우 남과 여 모두 일을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근로에서의 평등을
성평등의 핵심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 기관 설명
· 1988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산하 11개 멤버 기관(8개 정치적인 기관, 3 비정치적 기
발표내용

관)과 42만명의 멤버 보유
· NYTKIS 멤버 구성 및 협력 방식
- 다양한 여성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음
- 모든 이슈에 대해서 표결을 붙일 때 각 조직의 대표들이 각 한표씩 행사할 수 있음
- 돌아가면서 주요 좌장을 맡는 단체들이 존재함
- 국회 여성 당원들과도 협력
· 역할 및 업무
- 공공 행사 및 세미나를 진행함
예) 11월 25일 매년 “Light, not violence” 캠페인을 진행함 -> UN에서 지정한 여성
폭력 근절의 날(매년 10-20명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데, 이는 유럽에서도 높
은 편)
- 국제적인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최근의 이슈들
- 여성을 향한 폭력 ex) EU Fundamental Rights Agency: 핀란드 여성 중 47%가 (심
한 경우는 15세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인 폭력을 경험해왔다고 응답함
- 일가정 양립
- 경제적으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다양한 선거들을 앞두고 있음
- 유럽연합 회장직이 내년에 핀란드
Q 핀란드는 성평등한 국가로 분류되는데 왜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만 그렇지 못한가, 이
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A 핀란드는 계속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음,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폭력을 당

Q&A

하는 사람도 그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이야기의 주제를 무겁게 생각하는 경
우가 많았는데, 때문에 핀란드의 문화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말하기
어려웠음. 현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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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담자) 최근 젊은 세대에서 한국은 어떤 이슈들이 오가는가
A (대표단) 페미니즘 이슈가 대두되면서 그에 대한 남녀대립이 존재함
Q (대표단) 핀란드는 어떤가
A (면담자) 특정한 반대가 있지는 않은데, 남성으로 주로 구성된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존
재하고 있음. 이들은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여성 NGO나 정치인을 향한 비판이나
위협을 가함. 혐오발언은 특히 여성 정치인들에게 성적인 위협을 하거나 그 아동에게
까지 타겟이 되어서 이야기 되는 경우들이 있음. 이러한 위협의 종류 (성적 위협. 자녀
위협)이 남성 정치인을 대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역시 성별화된 결
과라는 것을 볼 수 있음.
Q (면담자) 핀란드에서는 미투 운동 같은 것이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킴. 한국은 어떤가
A (대표단 설명)
Q (대표단) 핀란드의 미투 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A 핀란드는 수년간 미투 운동이 계속해서 이야기 되어 왔음, 특히 학교에서 그런 이슈들
이 일어났음 ex) 신고를 했는데 교장이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이후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서 변화가 시작이 되었음
Q 한국에서는 권력의 위계관계가 성범죄와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확실한 거부표현이
없을 때 그를 동의한 경우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핀란드에서는 ‘동의’에 대
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A 특히 형사법에 준거한 성폭행에 대해, 강간 자체가 폭력적인 범죄인데, 또 다른 범죄
(명백한 폭력. 위협 등)를 증명해야 성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모순적이기 때
문에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음. ‘동의’와 관한 논의는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스웨덴 영국 독일은 동의에 관한 조항이 많아서 핀란드에 이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음
Q 협회 내에 남성도 존재하는가
A NYTKIS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여성이지만 멤버 조직에는 남성도 포함하고 있음
Q 남성 협회 혹은 성소수자 협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
A 평등권리를 주장하는 남성 협회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여성 권리를 반대하는 협회와는
협력하지 않음, 성소수자 단체는 SETA와의 협력을 하고 있음. 정보 공유 및 행사 주최
같은 쪽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음
Q 여성 권리를 반대하는 협회의 등장은 최근의 이슈인가. 특히 최근 난민의 유입으로 유
럽 내에 극우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는데, 이 영향도 있었는가
A 최근 10년간 이야기된 이슈임. / 난민 이슈 전부터 이야기 되던 문제여서 그와 관련한
극우파의 영향은 없음 / 막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해 많은 논란을 만
들어내는 조직들임 / 핀란드에서만의 현상이 아니고 북유럽에서 형성되던 양상임
최근 젊은 남성들이 페미니즘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음
Q 페미니즘에 대한 한국에서는 ‘여성우월주의’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어서 안티페미니
즘과, 성별대립이 나오는데, 핀란드도 성별대립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A 핀란드에 70년대부터 페미니즘이 들어올 때는 활발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이때는
ugly하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몇십년간 인식이 변화된 상태가 지금임. 권력의 발란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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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대하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
음, 불과 7년 전만 해도 정치인이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발언하기 쉬운 분위기가 아
니었음 (심한 경우에는 개인의 신변과 자녀들의 신변까지 위협이 가하기도 했음)
Q 그럼 그에 대응하는 전략 같은 것이 협회에 있었는가
A 대학 등에서 젠더스터디를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가 시작되고, 데이터가 나오면서 페미
니즘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함. 핀란드의 성평등 지수가 높은 편이다
보니 “우리는 성평등을 이뤘어!”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연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그 생각을 깨고 여전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의 전환이 있었
음. 이에 관해 한편으로는,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이니만큼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브랜드이미지메이킹’ 효과가 있기도 함.
Q 성평등하지 않은 종교적 관행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포괄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Ex)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
A 아직 핀란드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음, 프랑스나 영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
고 있음. 핀란드에서는 주로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있음
Q 성평등 교육을 다루는 단체가 있는가, 어디서 관련 소스를 얻을 수 있는가
A 청소년 기관 산하기관 “Allianssi ry”
Q 성평등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팁 등이 있는지?
A 우선 핀란드에는 큰 세대 차이는 없는 편임. 관련 노력의 예를 들자면, 매년 대통령이
스피치를

하는데,

스피치

내용에서

계속해서

청년을

언급하는

등을

통해

empowerment해주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결정권을 주려고 하고 있음. 또한,
UN에서 청소년 평화관련 가이드라인이 핀란드에서 세계최초로 만들어졌음. 소수자나
청소년 등이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음.
세대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부, 위쪽에서 Youth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음
여성의 대표성도 이에 큰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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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상 속 평등감수성 조사 내용
○ 남녀공용화장실 및 성 중립 화장실
사진

구분

코멘트
대학교, 공항 등 곳곳에서 남녀공용화장
실을 많이 볼 수 있음. 한국의 경우, 최
근 불법카메라 혹은 기타 범죄와 관련한
두려움으로 남녀공용화장실을 기피하고
이를 없애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임.

<남녀공용화장실 마크>

<건물 내 남녀공용화장실>

촬

한국의 경우, 화장실이 두 개로 나눠져

영

있다면 보통 ⓵남자화장실과 ⓶여자화장

자

실의 구분인 경우가 많음. 하지만 핀란드
의 경우에는 ⓵남녀공용화장실과 ⓶장애
인화장실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
었음.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남녀공용화
장실 이외에도, 성 중립 화장실도 찾아볼
수 있었음.
만약 한국에서 남녀공용화장실을 이용

<지하철 내 남녀공용화장실>

<교내 화장실>

했다면 불법카메라가 있지 않을까 걱정
했을 테지만 핀란드에서는 거리낌없이,
자연스레 이용함. 핀란드 청소년에게 불
법카메라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단어조차
생소해하며 경악했던 것에서, 한국에서의
일상 속 불편함 및 불안감과 비교되면서
더욱 인상깊었음.
과거 ‘남녀공용화장실’과 ‘성중립화장실’

<⓵남녀공용화장실과 ⓶장애인화장실 구분>

팀

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음. 핀

원

란드의 경우 표기를 보았을 때 후자보다
는 전자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
젠더 관점이 개입된 화장실인지 판단이
조금 어렵다고 느낌. 한국의 경우 땅이
좁고 비싸기에 경제적 효율의 측면에서
화장실 설계가 이루어졌다면, 핀란드의
경우 한국과 반대되는 이유가 화장실 설
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 듦. 스웨덴에서도 핀란드와 같이 한
명이 한 칸(세면대 포함)을 사용하는 단
독 남녀공용화장실을 많이 본 바 있음.

<성별 구분 없는 공용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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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평등한 기저귀 교환대
사진

구분

코멘트
한국의 경우 여전히 대다수의 여자 화장
실 내부에만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어, 육아에 관한 성별 역할 편견을 여
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반해 핀란드의 경우, 남여 화장실과 별개
로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어 성 평
등한 관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성별 구분 없는 기저귀교환실>

촬
영

공항에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통로

자

에는 남자 화장실 및 기저기교환대가, 여
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통로에는 여자 화
장실 및 기저기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봄. 한국과 비교되어 흥미로웠음.
공간 활용의 효율화 측면인건지, 장애인

<공항 내 남/여 기저귀교환실 및 장애인 화장실>

화장실과 기저귀 가는 공간이 함께 마련
되어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함.
한국 사회는 '육아는 양성에게 모두 부
여된 것'임을 외치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
보면 정책이나 실생활 측면에서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었음. 한국도 남자 화장
실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늘리거나, 기
저귀 교환대 자체를 별도로 설치한다면,
여성 뿐 아니라 모두에게 육아 책임이
있음이 보다 잘 인지될 수 있을 것이라

<기저귀 교환대 및 장애인 화장실>

고 생각함.
팀
원

한눈에 보기에도 샤워기나 넓은 세면대,
아기 의자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임. 보육에 있어서 복지가 잘 되어 있
음을 종종 느낌.
남성화장실에도 아이와 함께한 남성을
위한 장소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한 것일텐데 꽤나 신선하게 느껴짐. 정말
화장실만으로도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에
몇 번을 감탄했다.

<기저귀교환대 및 장애인 화장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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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이 존중되는 여성 패션계
사진

구분

코멘트
트렌디한 여성캐쥬얼 의류매장에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부러웠음
본인의 경우 한국에서는 s사이즈도 간혹

촬
영
자

작곤 했었는데, 핀란드에서 사온 xxs사이즈
옷이 딱 맞음. 한국에서는 여성복이 점점 작
아져서 옷에 몸을 맞추게 되거나, 사이즈 때
문에 살이 쪘다고 생각하게 되어 다이어트
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 이와 관련해보면,
다양한 옷 사이즈의 제공은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 편하게 옷을 고를 수 있게 해줄 것
으로 생각됨

<여성의류매장 내 플러스 사이즈 모델 화보>

이 매장뿐만 아니라 핀란드에서는 정말 포
스터, 광고 등 모든 곳에서 다양성을 포함하
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
그저 마른 모델만이 아닌 각자 자신에게
편한 체형의 모델들이 오히려 더욱 멋지다
는 생각이 들었다. 빅사이즈 매장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일 듯싶음
맘에 드는 옷을 입어보며 느낀 점 중에 하
나는 입는 옷마다

'라인이 없고 넉넉하다'

는 것이었음. 실용성을 추구하는 국민성 때
문일 수도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편안함과
활동성을 안겨준다는 면에서 우리도 기성복

<여성의류매장 내 다양한 인종의 모델 화보>

제작에 있어서 반영했으면 하는 점임.
팀
원

핀란드에서 사온 옷을 다시 한 번 보았는
데, 내 옷도 ‘xs’ 혹은 ‘xxs’임. 한국에서 특히
인터넷 쇼핑을 할 때에 ‘프리사이즈’가 많은
데 그런 옷들이 내 몸에 맞는 걸 보면 국내
에서 여성의 신체사이즈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치가 몹시 마른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 다시 말해 한국
에서는 ‘정상체중 이하의 신체 사이즈’를 여
성 사이즈의 표본으로 놓기 때문에, 그에 벗
어나는 신체 사이즈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옷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핀란드에서는
여성의 브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갖가지 다양한 사이즈가 존재함. 그만
큼 다양한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느낌
이 들어 본받고 싶음.

<한국에서 보기 힘든 XXS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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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대 여성의류매장의 모습
사진

구분

코멘트
우리나라의 경우 생리컵을 합법적
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데 반해, 핀란드의 여성의
류매장에서는
곳곳에

마치

악세사리처럼

디스플레이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음.

만약 우리나라였으면 옷가게 매장
<A매장 내 생리컵>

<B매장 내 생리컵>

계산대 옆에 생리컵을 대놓고 두지
촬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음. 굳이

영

숨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성 의류 매장 곳곳에서 여성의
주체성과 사회적 의식을 고양하는
메시지와 디자인을 볼 수 있었음.
이러한

메시지를

주요

고객층이

10-20대 여성에게 전하는 의류브랜
<‘페미니스트’ 디자인의 노트>

드에게도 놀랐고, 이를 아무렇지 않

<페미니스트를 위한 다이어리>

게 받아들이고 구매하는 핀란드의
젊은 소비자와 사회의 모습에도 놀
랐음. 부럽다!

생리컵이 옷가게 매장 계산대에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생각함. 한국에서는 여
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리에 대해
부끄러운 주제라고 인식하는 경우

<페미니스트 다이어리 내지 – 페미니즘 명언 및 마일스톤>

가 많은데, 핀란드는 그와 다른 모
습이 정말 인상깊었음
팀
원

페미니스트 디자인의 노트, 다이어
리, 곳곳의 문구들.. 여성 의류 매장
에서 이런 메세지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새롭게 느껴졌음. 그리고
이를 통해 페미니즘이 ‘멋지고 트렌
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겠다는

<사회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디자인 및 문구들>
(좌) “변화를 만들어요!” 디자인의 노트와 텀블러
(우) “소셜미디어가 당신의 기분을 어떻게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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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들었음. 우리도 이런 전략을
택해보면 어떨까.

○ 젠더 이슈와 관련된 ‘표면 위’ 높은 관심도
사진

구분

코멘트
헬싱키대학 도서관에서 카테고리
검색을 해보았더니, 젠더 관련 서적
을 5523권이나 보유하고 있었음.
이 숫자는 다른 카테고리들과 비교
해도 월등히 높음. 이는 핀란드가
젠더이슈와 관련해 높은 관심을 가
지고 있고, 많은 연구를 진행해온

촬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

영

각함.

자

헬싱키대학의 게시판 등 곳곳에서
젠더이슈와 관련된 포스터들을 많
이 목격함. 높은 관심도와 함께 이
런 포스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볼

<헬싱키대학 도서관 카테고리 검색 결과, ‘젠더연구-5523건’>

수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음. 한국이
었다면 굉장한 논란이 일었을 법한
주제들로 보임.
도서관 분류차트에 Gender studies
라는 차트자체를 처음 봄. 꽤 흥미
로움.
팀
원

핀란드가 젠더이슈와 관련해 전반
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한국과
의 차이가 느껴짐.

<지나가다 목격한 다양한 페미니즘 관련 포스터들>

○ 모두를 위한 배려 - ‘배리어프리’
사진

구분

코멘트
모두를 배려한다고 느꼈던 헬싱키
대 도서관. 장애인 전용석 이외에

촬
영
자

도, 이처럼 휠체어가 무리없이 이용
할 수 있을만큼 넓은 복도와 의자
없는 책상까지 마련되어 있었음
국립박물관 엘리베이터 옆 안내판
에 휠체어 이용이 용이한 층을 따
로 표시해둠
사물의 배치, 형태, 구조와 같이

팀
<헬싱키대 도서관 내부>

<국립박물관 층별 안내>

원

작은 생각의 변화가 사회 속 소수
자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 같음
이외에도 핀란드 곳곳에서 배리어
프리 흔적을 많이 봄. 감탄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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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진

<반타 공항 내 표지판>
코

촬영자

플레이룸을 가리키는 그림에 여자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활동적인 놀이를 남자아이와 연관짓는 우리와 다른 감수성이 엿보임

멘
트

팀원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니 상당히 흥미로움. 활동적인 놀이를
여자아이와 연관 짓는

관점은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음.

사진

<드럭스토어 내 여성 및 남성의 자위기구>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들어 성인용품점이 비교적 개방적인 거리에 들어서고 있는
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거나 사원교육이 잘 되어있지 않다고 들음. 하
지만 약국을 겸하고 있는 드럭스토어에서 자위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콘돔을 의료
코

촬영자

기기로 인지하는 것과 같이, 성생활을 건강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이
끌 수 있다고 봄. 핀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특히 여성의) 성생활에 대해

멘

드러내 이야기하지 않고 순결담론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줄

트

것 같음.
부끄럽지만 나조차도 스무살 이전까지 여성의 성은 은밀하고 숨겨야 한다는 인식
팀원

을 가지고 있었음. 아마 우리 사회 기저에 깔려 있는 유교 문화가 영향을 준 게 아
닐까 싶음. 여성은 정숙해야 하고, 조신해야 하니 여성의 성욕은 올바르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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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이제 바꿀 때가 되었음. 그러기 위해 위의 사진처럼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
하다고 생각함.
성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어질 것이
라고 봄. 한국에서도 성인용품점들이 번화가에 생기고 있는데, 아직은 신기하고 조
금은 부끄러우면서도 또 우스꽝스러운 체험 정도로 여기고 있는 듯함. 이는 대중적
이고 일반적인 판매샵의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음.
한국 사회는 "여자는 몸과 마음을 바로가지며 항상 조신해야 돼"라는 나쁜 인식들
을 가지고 있음. 현재 지금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보적이며 발전된 모습을 보이
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각에선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많음.

사진

<핀란드 여성단체협회(NYTKIS) 사무실 문 및 내부 모습>
여성단체이지만 사무실의 문과 내부에 남성의 포스터와 석상이 있었음. 옷이나 모
촬영자
코

자 등이 흔히 여성적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매우 잘 어울렸고, 너무 한쪽으로만 치
우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음.

멘
젠더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이니만큼, 이분법적인 성별 역할이 투영된 것에

트
팀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느껴지기도 함. ‘남성의 옷’ ‘여성의 색깔’ 등을 가볍게 무시하
고, 이 자체로 멋지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처럼 보임.

사진

<서점에서 발견한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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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자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익숙한 내게, 남성이 성적 대상화가 된 달력은 큰 충격이었
기에 사진을 촬영함

코
이외에도 가끔 편집숍이나 거리의 포스터 등에서 남성이 성적 대상화된 모습을

멘
트

팀원

보곤 했는데, 한국과 워낙 다른 젠더 배경을 가진 국가이다 보니 어떻게 받아들여
야 할지 어려웠음.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미러링의 의미? 예전부터 남녀 모두
를 성적대상화해온 역사의 잔해? 혹은 성적 대상화에 대한 무감?

사진

-

사진은 찍을 수 없었지만, 핀란드 청소년들은 화장에 대한 강박을 느끼지 않는다
촬영자

는 이야기를 들어 언급하고 싶었음. 단지 선호로써 화장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함.
핀란드 시가지를 걸어 다니며 느낀 점은, 한국에서는 그 흔한 뷰티샵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음. '메이크업'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나라. 정말 매력적이었음.

코

핀란드 청소년들과 함께 학생들의 ‘화장’에 대해 토론하였음. 한국과 달리 특별한

멘

파티나 만남 이외에는 화장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도 자주하지 않는다고 함. 반면 남

트

팀원

녀공학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의 기억 속엔 많은 학생들이 평소에도 화장을 하였
음. 사회적분위기가 만든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외모지상주의가 문제이고 청소년도 그 강박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
지만, 이 친구들은 한국 중고등학생 나이였으므로 20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
아야 할 것 같음. (한국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학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여
성에 대한 화장 강박이 급격하게 심해짐.)

사진

<아동복 매장의 여자아이 섹션>
코

촬영자

기대하고 갔던 유아복 매장인데, “여자는 핑크에 공주라는 건 변하기 쉽지 않나보
다”라는 생각이 듦.

멘
트

팀원

여아는 핑크. 사회가 적립한 젠더의 기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사진이라고 생
각함. 앞으로 이러한 틀을 벗어던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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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임. 이런 류의 남녀 구분이 언제부터 시작된 인식인지는 모
르겠으나 결코 있어선 좋을 영향이 없는 구분이라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판단이 잘 서지 않음. 만약 한국에서 여자 아이 옷이 핑크 위주인 것
을 보았다면 비판적으로 느끼고 바꿔나가야 할 이슈로 생각했겠지만, 내가 아직 핀
란드의 젠더 담론 역사를 다 아는 것은 아닌지라 이 경우를 비판적으로 봐도 될지
잘 모르겠음. 일례로 핀란드 친구를 사귀어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핀란드의 사우
나는 원래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나체로 즐기는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됨. 그러면서
원래 핀란드는 자연과 가까운 국가여서 ‘몸’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글로벌화
가 되면서 ‘부끄러운 몸’ 인식이 생겨 사우나도 남/여로 구분되었다고 함. 이 이야
기를 듣고, 핀란드와 한국은 너무 다른 역사를 가졌기에 맥락에 대해 자세히 들은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판단하지 말자는 마음가짐이 생겼음.

사진

<지하철 역 내 SEXHIBITION 광고>
지하철에는 이런 성적인 광고가 대놓고 붙어있기도 해, 핀란드에도 여전히 해결해
촬영자

야 할 젠더 이슈가 남아 있다고 느낌. 참고로 이 전시는 여성들 간 성행위하는 모
습을 간음할 수 있는 전시로, 지하철 뿐만 아니라 트램 등에서도 대놓고 광고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음
사실 이 광고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이 왔음. 성을 부끄
럽지 않게 당당히 드러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아야 하나, 미성년자도 함
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주는 부정적인 광고인가. 지금도 고
민 중임.
나도 아직 고민 중. 앞서 이야기한 ‘부끄러운 몸’ 에피소드의 연장선으로, ‘포르노’

코

에 대한 인식 역시 우리와 핀란드의 시작점 자체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멘
트

포르노나 성매매는 여성의 몸을 성적인 존재로 보고, 여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산
팀원

업을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이 전시의 목적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여성 몸의 자유화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으나 단지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써 성산업에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운영되
는 전시라면, 이러한 전시가 이곳저곳 홍보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임
유명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앨범에서 위와 유사한 컨셉의 앨범커버를 본

적이 있음. 정말 여성을 오직 성적인 존재로 보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와 같은 사진을 사용했다만 정말 안타까울 따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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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후 활동 결과

1. 활동 요약표
귀국 시점
2018.11.04

번호

1

2

3

4

5

6

7

→

활동날짜
2018.11.04.
~2018.11.11
2018.11.11.
~2018.11.25
2018.11.19.
~2018.11.26.
2018.11.11.
~ 2018.11.30.

2018.11.11.
~ 2018.11.30.

2018.12.01.

2018.11.04.
~ 2018.12.05..

사후 활동 기간
약 1개월

→

최종 보고회
2018.12.08

사후활동 내용

비고

핀란드 설문조사 번역 및 문서화

담당자_김민지, 우지윤

한국 및 핀란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담당자_전충만, 손수민, 김도현

‘청소년 대표단의 눈으로 본 핀란드의
성평등’ 책자 제작

활동 결과 동영상 제작

담당자_남민경

담당자_김도현, 이승범

개인별 기사 작성

신북유기 ; 성평등 테마형 시범대표단
사후 집담회

담당자_김도현, 김민지, 남민경
장소_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층 회의실

최종 보고서 작성

담당자_남민경

2. 사후활동 결과보고
가. 한국 및 핀란드 청소년 성평등 욕구조사 결과 분석
○ 개요
성평등 테마형 시범대표단은 성평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본 설문을 실시
함. 한국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함.
동일한 설문지로 핀란드에서는, 헬싱키 내에 위치한 대학 2곳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함. 그
결과, 한국에서는 총 210명, 핀란드에서는 총 69명이 본 설문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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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 본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모든 설문은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 본 설문은 2018 성평등 테마형 시범대표단이 성평등에 대한 청소년들(만9세~24세)의 욕구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설문입니다. 2018 성평등 테마형 시범대표단은 여성가족부가 주
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 및 핀란드 청소년들의 성평등 욕구
를 명확히 파악, 이를 현재의 성평등 정책과 연결 지어 분석한 후, 성평등 선진국인 핀란드를 직
접 방문하여 앞으로 한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개인 정보>
1. 당신의 연령은?
만

세

2. 당신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③ 그 외 혹은 응답하고 싶지 않음
<설문 조사>
□ 성평등에 대한 인식 조사
3. ‘성평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 성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
4. 성별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① 예 ② 아니오
4-1)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 경우, 어떤 성차별을 경험하셨나요?
(응답을 원치 않는 경우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 성평등 교육에 대한 조사 – ‘성폭력 예방 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과 관련한 조사입니다.
5. 최근 3년 이내에 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① 예 ② 아니오
5-1) 받은 적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해 받으셨나요? (중복선택 가능)
① 학교 (공교육)
② 책, 인터넷
③ 전문기관의 교육
④ 기타:
5-2) 받은 적이 있다면, 성평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이었나요? (만족할수록 5에 근접)
① - ⑤
6.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6-1) 위 질문 답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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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정책에 대한 조사
7. 현재 한국/핀란드는 어느 정도 성평등한 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성평등할수록 10에 근접)
① - ⑩
8. 한국/핀란드의 성평등 정책 중 어떤 정책이 성평등에 가장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고용평등 정책 ex) 임금평등제도, 채용시 차별금지제도 등
② 일-가정 양립 정책 ex) 출산휴가제도,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
③ 성폭력 관련 정책 ex) 가정폭력 처벌 제도, 피해자 보호 제도, 성폭력 예방교육 등
④ 성인지적 정책 ex)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등
⑤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ex) 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확산, 교과서 모니터링, 성평등
교육 등
⑥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⑦ 기타:
* 성별영향평가: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이 포함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그 효과가 고르게 되도록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제도
9. 마지막으로 한국/핀란드의 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성평등 정책
제안, 기존 성평등 정책 비판 등)

○ 결과 요약
1) 참여자 정보

· 연령
(만 나이를 기준, 단위: 세)

한국

핀란드

가장 어린 연령

13

14

가장 나이 많은 연령

27

36

평균 연령

19.74

24.1

· 성별
한국

핀란드

열1

열1

6

1

102

102

38

31

남성
남성

여성

여성

그외 혹은 응답을 원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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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남성 응답자 102명, 여성 응답자 102명으로 똑

남성 응답자가 31명으로 약 44.9%, 여성 응답자

같이 48.6%를 차지. 그 외의 2.9%(6명)은 성별에

는 38명으로 약 55%, 그 외의 응답하지 않은 사

대해 응답을 원치 않거나 남녀 외의 성별로 응답

람이 1명으로 약 1.4%를 차지함.

하길 원했음.

2) 성평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성평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서술, 한국 총 111명, 핀란드 총 64명 응답함.
한국

핀란드

모두를 위한 성평등

모두를 위한 성평등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을 평등하게 하는 것

·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사이 모두 같은 가치와 인권을 가진다.

· 어떤 사람도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 어떤 성이든 인생에 있어 같은 기회, 대우, 기대 등을 가지는 것

· 차별없는 세상 / 모두가 존중받는 것

· 당신이 사회에서 당신의 성별을 편하게 느낄 수 있을 때
· 모두가 같은 가능성을 가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우
· 남녀가 해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우

· 남녀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 남성과 여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등한 기회를 가진다.

· 어느 한쪽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함께 올라가는 것

· 남성과 여성이 같은 상황에 있어 같은 처벌을 받는 것

여성의 권리 향상·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

· 페미니즘 / 여남평등

· 성평등≠페미니즘

성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타 주요 응답

· 여성가족부 폐지

· 이것 ‘무언가’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평등에

· 이게 왜 필요해 / ㅈ까세요(욕설)
· 성평등은 잘못된 표현이다. 양성평등만이 존재한다.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 제약되는 것 없이 내가 ‘나’일 권리

기타 주요 응답
· 당연한 것 / 꼭 필요한 것
·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것
· 아직은 불편하지만 계속 되어야 하는 것

3) 성차별 경험
- 성별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한국 총 210명, 핀란드 총 69명 응답함.
한국

핀란드

열1

열1

54

28
41

156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경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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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응답자의 약 74.3%(156

성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응답자의 약 59.4%(41

명),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약 25.7%(54명)을 차

명),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약 40.5%(28명)이었음.

지함.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여성

성차별을 경험한 사람 중 여성은 약 68.2%(28명),

은 54.4%(85명), 남성이 약 42.9%(67명), 그 외의

남성은 약 31.7%(13명)을 차지했음.

성별이 약 2.6%(4명)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음.
-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차별 경험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요청한 질문에는 한국 총 46명, 핀란드 총 44명이 응답함.
한국

핀란드

보편적 경험

보편적 경험

· 일반적 성고정관념 / 기성세대의 발언

· 암묵적인 성고정관념: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해

· 너무 많아서 나열할 수 없음

· 일반적인 언행들 / 기성세대의 발언들
· 성차별적으로 과장된 발언들이 곧바로 진실로 받아들여짐

남성의 경험
· 남자니까 힘쓰는일 / 돈내는 일 / 참아야하는 일

남성의 경험

· 징병제 / 강압적 군복무

· 핀란드의 징병제

· 여성전용 주차장 같은 남녀를 차별하는 장소들

여성의 경험

여성의 경험

· 여성에 대한 과소평가 / 하고 싶은 일의 제약

· ‘여자가~’로 시작해서 능력을 깎아내리는 일

· 임금에서의 차별

· 코르셋(외모, 행동)

· 성희롱, 강간

· 하고 싶은 일에 제약을 당하는 일
· 핑크택스

성소수자의 경험

· 임신에 대한 강요

· 따돌림과 괴롭힘, 그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 무언가 어떤 성별에 소속된다는 선입견

4) 성평등 교육
- 최근 3년 이내에 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총 209명, 핀란드 총
69명 응답함.
한국

핀란드

열1

열1

104

105

37

32

받아본 적 있다.

받아본 적 있다.

받아본 적 없다.

받아본 적 없다.

응답자 중 성평등 교육을 최근 3년 이내 받은

응답자 중 성평등 교육을 최근 3년 이내 받은

사람은 약 50.2%(105명), 받지 않은 사람은 약

사람은 약 46.4%(32명), 받지 않은 사람은 약

49.8%(104명)을 차지함.

53.6%(37명)을 차지함.

- (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적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받은 경로와 만족
도에 대해 답변을 요청, 한국 총 103명, 핀란드 총 31명이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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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핀란드

경로

경로

대부분(약 77.7%, 80명)이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

핀란드는 주관식으로 응답을 받아, 여러 경로를

을 받았다고 응답, 이후로는 책,인터넷을 통해 받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음. 그 중 학교, 대학 내의

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17.5%(18명), 전문기관

수업을 통해 들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

의 교육이 약 11.7%(12명)으로 높았음.

은 책과 인터넷이 많게 나왔음.

이 외에도 대학에서, 군대에서, 초빙 강연 등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접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 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항상 받아왔고, 평
상시 대화를 통해 교육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
음. 그리고 스스로 공부했다는 의견도 있었음.

만족도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
으로 두었을 때, 평점 약 3.07점으로 보통 수준으
로 나왔음.

만족도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
로 두었을 때, 평점 약 3.2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왔음.

-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총 209명,
핀란드 총 69명이 응답함. 그리고 응답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총 185명, 핀란드 총
54명이 응답했음.
한국

핀란드

열1

열1

18

6

191

63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191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약 91.4%를 차지함.

63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약 91.3%를 차지함.

필요한 이유(주요 응답)

필요한 이유(주요 응답)

·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 모두가 성평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모두가 이 문

이 없다. / 모두 성평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성은 여전히 불평등하다./여성과 다른 성별들이 남성

· 성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 여성과 다른 성별들이 남
성과 아직 평등하지 않다.

과 아직 평등하지 않다.
· 어릴 때부터 평등에 대해 배워야 한다.

·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래된 고정관념은 깨기 어렵기 때문에 / 전통적 사

· 아직 기성세대의 성고정관념이 잔재하기 때문에

고방식에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육이다..

· 남성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므로/메갈,워마드,
페미와 같이 나쁜 집단들에게 잘못 물들기 전 제대
로 배워야 한다.

· 지식과 교육은 항상 좋은 일이다. / 지식 없이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

필요하지 않은 이유(주요 응답)

필요하지 않은 이유(주요 응답)

· 교육보다 일반적 규범이어야 한다.

·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존중함을 내포하기 때문에 양성

· 현재는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도, 평등과 자유는 교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성애 조정 및 확산 우려

육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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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 별 의미가 없어서

· 대학에서 이미 모범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차별받은 경우가 딱히 없다.
· 이미 그만한 시민의식이 탑재되어있기 때문
· 성평등은 교육 받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5) 성평등 정책
- 현재 해당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묻는 응답에, 한국 총 209명, 핀란드 총 69명 응답함.
한국

핀란드

불평등할수록 1점, 평등할수록 10점으로 두었을

불평등할수록 1점, 평등할수록 10점으로 두었을

때, 평점 약 4.7점으로 불평등하거나, 보통 수준으

때, 평점 약 8점(7.98)으로 평등하다고 보는 편이

로 보는 편이었음.

었음.

- 각 국의 성평등 정책 중 어떤 정책이 성평등에 가장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는 응
답 한국 총 208명, 핀란드 총 68명 응답함.
한국

핀란드

열1

열1

26

7

10 1

25

20

14

13
5
17

61

9

5

기타
고용평등 정책

22

고용평등 정책

성인지적 정책

일-가정양립 정책

성평등인식제고정책

일-가정양립 정책

성평등인식제고정책

성폭력 관련 정책

성평등정책을 잘모름

성폭력 관련 정책

성평등정책을 잘모름

한국의 성평등 정책 중 가장 성평등에 많이 기

성인지적 정책

기타

핀란드의 성평등 정책 중 가장 성평등에 많이

여한 정책은 일-가정 양립정책이 약 37.5%(61명),

기여한

정책은

그 다음으로는 성평등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

31.9%(22명)이었고, 고용평등정책이 약 30%(20

다는 응답이 약 17.3%(26명)으로 가장 높게 나왔

명)으로 뒤이었다. 뒤이어 성평등 인식 제고정책

음. 뒤이어서는 고용평등 정책이 약 16.8%(25명),

이 약 20.3%(14명), 성평등 정책을 잘 모른다는

성폭력 관련 정책이 약 11.5%(17명), 성평등 인식

응답이

제고 정책이 약 9.1%(13명) 순으로 높게 응답되

13%(9명), 성폭력 관련 정책이 약 7.2%(5명) 순으

었고, 기타 의견은 아래와 같이 나왔음.

로 높게 응답되었음. 그리고 기타로 응답한 1명은

약

일-가정

14.5%(10명),

아래와 같이 응답했음.

기타
· 올바르게 작동하는 성평등 정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
는다./아직 한참 멀었다.

기타
· 역사적 원인과 전통

· 위의 보기 모두 다
· 군가산점제도
· 나라의 인식이 중요하다. /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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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정책으로

성인지적

정책이

약

약

- 마지막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응답
해달라는 질문에, 한국 총 137명, 핀란드 총 25명이 응답함.
한국

핀란드

현재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지지

현재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지지

· 파이팅 / 열심히 하세요 / 열심히 해보자

· 벨기에에 비해 핀란드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 지금도 훌륭합니다.

· 전보다 훨씬 낫다. / 좋은 상황에 있는 것 같다.

현재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조언

현재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조언

· 지금의 법은 남성중심사회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기

· 여전히 성별에 따라 대표성에 차이가 있다. / 불평등

때문에 다시 분석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 존재한다.

· 제발 여성가족부 폐지좀;; 여성가족부는 있으면서 남

·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이 개혁되어야 한다.

성가족부는 없다는 것도 성차별에 명백히 들어감/여

남성의 불평등 경험과 관련한 의견

성가족부의 말도 안 되는 성평등 정책을 없애야 한다.

· 군복무, 공익근무는 남성에게만 필수적인데, 이는 핀

·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얼마나 성평등에 기여

란드에서 매우 큰 불평등 이슈라고 생각한다.

하고 있는지 일도 모르겠다;; /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불평등 경험과 관련한 의견

정책을 제안해야 할 것 같다. / 지금 있는 정책만이

· 더 많은 여성들을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융합

라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성평

교육)분야로 보내야 한다.

성소수자 지지

등 정책을 더 강화해주세요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성소수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남성의 불평등 경험과 관련한 의견

· 성소수자에게 법과 정책이 평등하지 못하다.

· 여자도 군대가라 / 군대 가산점 폐지는 미친 짓이다.

다양성에 대한 조언

· 역차별주의 청산해야 함

· 다양성과 인지가 더 필요하다. / 교차성(신분,인종,성

· 알바를 구할 때 대부분 여성위주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

별,장애 등 차별의 영역이 서로 결합하여 영향을 미

· 남성육아휴가정책을 눈치 보면서 쓰지 않도록 강화해

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인 것 같다.

야 한다.

여성의 불평등 경험과 관련한 의견
· 여성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 여성혐오를 규제해야 한다.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워마드 여시 등등 왤케 찡찡대는지 모르겠네요. 지들
이 사회의 해악인지는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XX 진짜 일부 계집X들 XX 패고싶다 지들 힘든 거 앞
에선 성평등 빼액 XX 외치면서 평등하길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자고 해도 이 XX 차별이라
고 짖는 XXXXX XX 진짜 확 XX / 메갈 XXX들아 나가
XX (욕설) / 페미니스트 극혐

성소수자와 관련한 의견
· 젠더퀴어, 트랜스들이 좀 살기 쉽게 좀 만들었으면 /
성평등은 남녀평등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평등이다
·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맞습니다. / 동성애 결사
반대 동성혼 합법화 반대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꿀 것

인식 전환 및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 인식 전환 필요 / 정책보다 인식이 앞서야 한다 / 기
성세대의 인식을 빨리 바꿔야 한다. / 미디어도 개선
해야 한다.
· 성평등과 인권을 연계한 글로벌 시민교육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 어릴 때부터 성평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깰 수 있는 불편함
을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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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에 대한 함의
핀란드는 성평등 3위,

1)같은

지표로 한국은 118위를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설문조사 결과, 통계적으

로 비교해볼 수 있는 부분들 중 한국과 핀란드가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도 꽤 있었다. 성평등 교육에 대
한 부분이 특히 그러했는데, 성평등 교육을 받아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양국의 청소년 모두 약 90%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세
히 살펴보면, 한국과 핀란드의 통계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이로부터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 한국 청소년의 보다 높은 성차별 경험 비율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핀란드가 54.9% 한국이 74.3%로, 한국이 약 19%정도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또 핀란드와 다른 점은 한국의 성차별 경험은 핀란드에 비해 남녀가 비슷하게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실제 경험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남녀 모두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에
대해 인식하고 또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성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한국의 청소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일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도 핀란드와 한국은 큰 차이를 보였다. 핀란드가 평균 점수 약 8점으로 성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에 비해, 한국은 약 4.7점으로 보통 수준 혹은 더 낮은 수준의 성평등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인의 국가가 불평등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이렇고 한국은 정말 불평등한 국가야’라는 인식에서만 끝난다면, 성
평등을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희망보다는 불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통계적인 부분만 보아서는 정확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식에 서술된 응답들을 바탕
으로 위의 대화를 더 넓혀가 보고자 한다. 한국은 ‘성평등하지 않다’ 라는 인식이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긍정적일까, 아니면 부정적일까? 이에 대한 답변이 후자일 것이라고 예상
되는 데에는 전체 응답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한 몫을 한다. 핀란드의 응답들에 비해 한국의 응답들은
분노가 느껴졌다. 싸움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답변들은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경계를 만들고 구분을 지으면서 하나의 외나무다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외나무다리 끝에
는 분노를 표현할 대상을 만들어 놓았다. 이제 그들은 반대편의 그 대상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 곳도 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외나무다리는 여성 vs 남성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
한 건 외나무다리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더 튼튼하고 넓은 다리를 만들어갈 연대에 있을 것이다. 여성과
남성만이 계속해서 싸움의 장에 존재하면서 그 외의 성소수자들은 계속해서 배제되고 있다. 한국의 응
답에서는 확실히 핀란드에 비해 다양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응답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한국
의 경우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 ‘양성평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우리가 바라는 성평등이 오기 위해서는 더 이상 경계를 긋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차별은 하나의 영역
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영역으로부터 맞물려서 작용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차별일지라
도 그것이 존재한다면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분노를 표출해낼 외나무다
리 맞은편의 혐오대상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넓은 다리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지수 3위인 핀란드에서도 청소년들이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자신들이
완벽하게 성평등인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118위인 한국이 분노하고
서로 싸워야 할 때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 2017 세계 성 격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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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 대표단의 눈으로 본 핀란드의 성평등’ 책자 발간

<책자 표지>

책자명
책자편집
책자내용
활용계획

청소년 대표단의 눈으로 본 핀란드의 성평등
남민경

표지디자인

- 문헌조사 및 핀란드 파견 결과물을 재구성하여, 핀란드의 성평등 현황 및 제도를 정리
(B5 사이즈 / 40부)
- 사후집담회 참여자에게 배포
- 평가회의 참가자 및 교류센터에 배포·비치하여 핀란드의 성평등 공유
Ⅰ. 활동 개요
1. 기본사항
2. 사전 활동 요약표
3. 파견 활동 일정표
4. 방문기관별 주요 활동 개요
Ⅱ. 핀란드의 성평등 정책
1. 핀란드의 성평등 정책 개요

책자목차

김도현

2.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3. 교육 및 노동환경에서의 성평등
4. 성평등 관련 주요 법적 근거
Ⅲ. 핀란드 내 성평등 이슈
■ 핀란드의 미투 운동
■ 핀란드 내 페미니즘 인식
■ 핀란드의 성소수자 이슈
■ 핀란드의 성평등과 종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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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의 여성/가정폭력 문제
Ⅳ. 핀란드의 성평등 교육
1. 핀란드의 성평등 교육 개요
2. 핀란드의 부문별 성평등 교육
3. 핀란드의 성평등 교육정책 담당부서
Ⅴ. 핀란드 일상 속 평등 감수성
Ⅵ. 한국 및 핀란드 청소년 성평등 욕구조사

다. ‘신북유기 ; 성평등 테마형 시범대표단 사후 집담회’ 개최

< 사후 집담회 포스터 >

활동명
일자

역할분담

참여인원
집담회
일정

신북유기 ; 성평등 테마형 시범대표단 사후 집담회
2018.12.01.(토) 18:00~20:00

장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층 회의실

김도현

포스터·현수막·명찰 디자인, 집담회 진행

김민지

아이스브레이킹 준비, 내용 검수

남민경

발표 PPT 제작, 활동결과 발표

총 9명
: 대표단(김도현,남민경,이승범,전충만) 4명 + 참가자 5명
~18:00

접수 및 명찰 배부

18:00~18:10

팀 소개

18:10~18:20

아이스브레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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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19:00

활동결과 발표 및 Q&A

19:00~19:50

자유 토론

19:50~20:00

마무리 발언

· 토론 주제 요약
- 진정한 성평등은 무엇인가, 도래할 수 있는가
- 각자가 생각하는 페미니즘
- 한국과 핀란드의 성평등 정책 혹은 관점의 차이
- 우리나라의 성평등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 토론 내용
- 최근 페미니즘에 대해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름 의견도 있고 목소리도 내고 있다고 생
각했는데 생물학적 남성이라는 이유로 성평등에 대해 완벽하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의견
을 들은 이후로 회의감이 느껴지고 있음,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함(여권주의와 관련한 주
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페미니즘에도 여러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의도를 가졌지만
관심사나 목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함
-> 극우, 극좌가 있듯이 끝쪽의 페미니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그들이 없어져야 한
다고 생각하지 않음. 의도에 대해 생각하고, 없어져라라는 비난보다는 왜 잘못된 주장인지
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음
-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지하철칸 과 같은 정책은 오히려 사회의 분란을 조장하고
활동
성과

(역차별을 주장하게 함), 성평등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사건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차별,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한국의 설문조사에서 같은 사례를 들며 역차별을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음
- 최근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분위기에서 남성도 사실 불편함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 핀란드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은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든 대상을 항상 함께 생
각한다는 것,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경우 여성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경
우가 많은데, 핀란드는 그 안에 또 속하는 남성 혹은 성소수자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려
고 했음
- 성소수자가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배제되는 현재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 정책에 있어서 배제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함
-> 더이상은 구분짓기를 그만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함
-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라고 생각함, 당장은 정책이 바뀌는 것도, 정책으로 인해 사회가

바뀌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함. 때문에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커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이러한 논의의 장이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집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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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사진 촬영 >

< 자유 토론 >

※ 제작한 책자는 참고자료로 제출함.

라. 활동 동영상 제작
영상명

What is gender equality?

영상제작

이승범

분량

약 2분30초

제작목적

청소년들의 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공익목적의 동영상

활용계획

공익광고형태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SNS 등 여러 루트를 통해 확산할 계획
- 성평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내용

- 핀란드 젠더 감수성 찾아보기
- 앞으로 성평등인식제고를 위해 해야 할 일

※ 제작한 동영상은 참고자료로 제출함.

마. 개인별 기사 작성 및 게재 (진행 중)
개인별
주제

김도현

핀란드의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해 작성
+ 핀란드의 성평등 3위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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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해, 핀란드 여성들이 아직도 겪고 있는 성차별 경험들을 토대로 작성

남민경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핀란드의 성평등 의식, 젠더감수성.

손수민

사전보고서를 토대로 방문기관 및 핀란드 정책소개

우지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한국청소년과 핀란드청소년의 인식 비교

이승범
전충만
작성목적

성평등 지수가 높은 핀란드 역시 성평등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는 점에 대

북유럽의 성평등 선진국이라고 핀란드를 방문해서 관련활동들을 했었는데 물
론 배울 점도 많았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족한 점들에 대해 작성
핀란드 파견기

핀란드 파견 활동 결과 및 성평등 의식 확산
작성된 기사를

게재계획

1) 청소년활동진흥원 웹진에 공유
2) IYE 홈페이지에 공유
3) 오마이뉴스 등 시민기자 플랫폼 활용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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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

■ 개별평가
1. 관련 지식 최대한 활용하기
개인목표

2. 한국과 핀란드를 비교해 성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인 성평등 제도의 포괄범위
와 패러다임에 대한 생각 정립하기
3. 성평등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 내기
총무, 설문조사 틀 제작 및 배포, 사전보고서 작성, 명함 및 단체티 등 각종 디

역 할

자인 작업, 기관별 발표 내용 메모 및 정리, 일일일지 작성, 설문조사 진행, 사후
집담회 관련 자료 제작 및 배포, 기사 작성 등
본래 성평등 정책을 관심주제로 잡고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생
각들을 정립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사전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핀란드의 성평등 정책은 물론, 기존 공부하면서 지나칠 수 있었
던 한국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김도현

그리고 평소 내가 하는 일들은 주로 혼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일하고 협력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팀으로
써 함께 일하는 시간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점도 좋았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만, 그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하나의 활동을 만들어낸다는 경험을 해볼 수
소 감

있는 부분이 좋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다양한 디자인 작업도 해보고, 작성
해본 적 없던 행정적인 서류들도 많이 작성해볼 수 있었고, 또 설문지 폼 작성
이나, 설문지 분석 등과 같이 처음 해보는 일들도 '막상 해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었다.
아직 사후 활동이 완전히 다 마무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완벽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본 프로그램은 관심있는 주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의 목소
리를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사후 활동이 잘 마무리
되어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크고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
다.

개인목표
역 할

1. 관련 지식 확장 및 활용
2. 핀란드 성평등 사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방안 구상
서기, 성평등 미디어 관련 국내 자료 조사, 설문지 배포 및 조사
평소 관심 있던 젠더 이슈를 테마로 성평등 선진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뻤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팀이 구상하고, 진행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자기주도형 테마 프로그램’ 이었던 만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팀의

김민지

방문 조사 결과물이 궁금하다. 방문 전에는 막연히 ‘성평등 유토피아인 핀란드
소 감

는 어떤 곳일까’, ‘성평등 국가는 정말 모두에게 공평할까’ 하는 기대에 부풀었지
만 핀란드에 도착해 기관에 방문하고,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생각이 다면
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성평등 국가로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들이지만,
그들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다수가 소수에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도 스스로의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고 수평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만 성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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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느꼈다.
1. 핀란드와 한국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 벤치마킹할만한 성평등제
도가 있다면 이를 한국에 소개한다.
개인목표

2. 성평등제도와 관련해 핀란드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온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해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성평등 담론과 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역 할

부대표. 사후 집담회·책자·최종보고서 담당. 사전/파견/사후 활동의 세부적인 역
할 분담들.
우선 팀원과 인솔자, 교류센터 모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분들로 구성되

남민경

어 있어서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전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스웨덴 교환학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핀란드에 대한 호기심이 컸다. 내가 스웨덴에서
소 감

경험했던 성평등이 핀란드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을지, 우리와 비
교적 비슷한 아픔의 역사를 가진 핀란드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등
등 궁금한 것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이번 파견활동을 통해 그 궁금증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온 것 같아서 기쁘다. 또, 사전 사후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기 부여가 많이 된 덕에 개인적으로 젠더 공부를 했던 시간도 많았다. 앞으로
도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해감에 있어 이번 파견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1. 각종 혼란한 사건들과 사회 속에서 자기 스스로 성평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

개인목표

보고 정의해보기
2.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어떻게하면 좋을지에 대
해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좋아져야할지 힌트 얻어오기

역 할

사진 담당, 성평등 교육관련 한국 자료 찾기, 설문지 배포/조사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이 대립하는 가운데서 각
종 성평등 관련 뉴스와 기사 그리고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개인적
으로 혼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에 대한 내 자신의
사전 지식과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싶다. 막연하게 가정 안에서는 집안
일을 공평하게 같이 해야 하고 이런 식의 교육만을 초,중,고 내내 받아왔기 때문
에 현재의 대한민국 청소년들 대부분이 이런 사회 속에서 많은 혼란을 겪거나

손수민

관심이 없을 것이다. 성으로만 차별 받는 사회, 성희롱 당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
진 않았지만 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하기에는 비판을 받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파견 후 내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신감이 생긴 듯 하
소 감

다. 기관 등을 방문하면서 내 생각은 아직 얕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
혀 예상치도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들과 답변들도 많았고 그렇기에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더욱 깨닫게 되었다. 파견
국의 가장 부러운 점은 정치의 청렴함이었다. 비록 아직 핀란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들이 부러웠다. 또한, 언어에 대한 나의 욕심
은 더욱 강해졌다. 기관방문도 설문조사도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했고 다
른 이들보다 더욱 집중해야 했기에 듣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 무리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화를 시도했고 어설펐지만 재밌었다. 사실 사진담당으로는
간단한 사진 정리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기분이다. 현수막과 동영상은 다
른 팀원들이 맡았고 다들 같이 사진을 찍다보니 자연스레 일에 비중이 없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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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다음 파견엔 카메라가 제공되면 좋을 듯하다.
1. 독서와 학교 강의 수강을 통해 젠더 이슈에 대해 이론적 배경지식을 쌓는다.
2.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이상의 정보를 얻고 배울 수 있도록 핀란드 현지에
개인목표

서 만나는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고 보고 들은 것을 항상 기록한다.
3. 성평등 사회를 위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이나 교육봉
사, 동아리 등 작지만 효과적인 활동을 고안해 이행한다.

역 할

대표, 매주 온라인 회의 주재, 설문지 배포 및 조사(한국, 핀란드), 핀란드 현지
설문 번역, 한국-핀란드 설문 결과 분석, 기사 작성 등
성평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전세계적 미투운동 등은 얼마나 여
성이 남성으로부터, 또는 사회적으로 억압 받아왔고 성이 불평등한지 보여주었
다. 하지만 성평등지수 3위에 빛나는 핀란드는 대체 얼마나 평등하고 남은 문제
는 무엇일지 사실 감이 안 왔다.

그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을 수 있어

서 이번 파견은 내게 의미가 크다.

우지윤

성에 따른 직종분리의 문제나 어머니의 양육부담 등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이나 핀란드나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점이었다. 하지만 성범죄 이
슈를 다룰 때 피해자를 탓하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미디어 문화는 핀
소 감

란드 기자들이 우리 설명을 이해할 수 도 없을 만큼 한국의 문제였다. 부러웠고
한국은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 고민도 되었다.
성평등 테마였지만 핀란드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그들이 사람과 자연을 대하
는 태도였다. 이들의 권리와 평등이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됨으로써 성
(gender)을 포함한 평등도 당연한 것이 된 것이다. 세계 어디에서나 그렇게 평
등이 당연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파견은 다녀왔지만 젠더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 수업, 특히 정치학, 개발학, 여성학 등의 강의에서, 그리
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여전히 배우고 고민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다른 세
계와 다양한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면서 살아야겠다.
1. 파견국을 방문하여 핀란드와 한국사회의 성평등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하기

개인목표

2. 핀란드파견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

역 할

물품담당, 설문조사 제작참여 및 배포, 방문기관에 관한 질문작성
사실 이번 활동을 하기 전까지 나름 성평등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
만 혼자만의 크나큰 오산이었다. 파견국을 방문하기 전 사전활동부터 내가 얼마
나 틀에 갇힌 사고를 하는지, 유교문화에 익숙해져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받
아들이는데 나도 모르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고

이승범

파견활동에서 느꼈

던 생각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나를 포함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파견국인 핀란드를 방문하여 알게 되었다.
소 감

파견활동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성평등 문제에대해 어떤 이야기할때 우
리, 즉 한국 사람들과 출발선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점이다. 우리에겐 어쩌면 대
단히 자연스러웠던 생각들이 그들에겐 어딘가 이상하고 익숙하지 않던 생각들
이었다. 여러기 관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젠더이슈에 대해 토의하면
서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커져갔다. 이를 통해 정말 아직까지도 젠더이슈에 대
해 한국사회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교육의 필요성
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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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제교류활동이 나에겐 두 번째 활동인데 앞서 경험했던 첫 번째 활동과
는 비교할수 없는 사전조사와 준비를 하고 참여했다. 처음 시행되는 시범단역할
을 맡게 되어서 그런진 모르겠으나 사전,파견활동들의 수준과 질 또한 엄청났다.
그만큼 힘든 점도 많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과 젠더에 대한 지식도 대단
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평등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
가 된다면 좋겠다.
개인목표
역 할

1. 성평등 관련 지식 습득하기.
2.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에 대해 알아보기.
물품담당, 설문지 배포 및 조사, 설문지 번역 및 분류
성평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좋은 팀원들과 선생님
들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내가 성평등에 대해 잘 알아서 참여한 것이 아니
라 잘 알고 싶어서 참여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각오
로 모든 일정에 참여했다. 평소 대학생 형 누나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
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준비하며 부족한 것들을 배

전충만

울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거 같다. 파견기간 동안 여러 활동을 하
소 감

면서 핀란드가 어느 정도의 성평등한 국가인지 알 수 있었고 대한민국과 비교
를 하며 우리도 앞으로 더욱 평등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
다. 팀 내 물품 담당을 하면서 내 것만 아니라 팀 동료의 것도 챙기게 되었고
책임감이 강해진 거 같아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혼자 다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팀원들이 도와주고 옆에서 잘한다고 해주어서 더 열심히 했던 거 같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거 같아서 너무 아쉬웠지만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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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차기 참가자를 위한 조언

구 분

조언 내용
- 팀원끼리의 합의과정도 중요하지만, 기관과도 꾸준한 합의 과정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우리는 팀원끼리 매주 카톡으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었는데,
이런 회의를 매주 기관과도 짧게나마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진흥원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정을 조정하고 준비하면 더 알차고
뜻깊은 파견활동이 될 것이다.
- 팀원들과 회의할 때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길 바란다. 혼자 속으로
“이 의견은 좀 별로라고 할 거 같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모두에게 이야기해
서 팀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 사전활동에 대한 회의를 가질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사전활동비를 좀 더
뜻깊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사전활동이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
- 거리가 먼 나라일수록 사전 자료 찾기는 점점 힘들어 지는 듯하다. 인터넷에
마냥 떠도는 정보는 신뢰도가 낮다. 그렇다면 sns을 통해 현지인에게 물어보는
방법을 추천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들은 분명 근사한 장소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기관과의 빠르고 많은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
- 사전설문 활동을 추천해주고 싶다. 팀원들만의 생각이 아닌 내 주변 내 또래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건 꽤나 의미 있고 재밌는 활동이 될 것이다.

사전 활동

- 사전 활동 때 팀원들과 많이 친해졌으면 한다. 나는 파견 중 더 빨리 친해졌으
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빨리 친해지면 분명 더욱 즐거운 파견
이 될 것이다.
-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었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팀원 내 빠른 의사 결정
과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 일정과 방문 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
계획을 짜는 건 힘들기 때문이다.
- 방문기관이 정해지면 그 곳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가면 좋겠다. (방문국과 기
관에 대해 교류센터에서 짧게 브리핑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 생각보다 사전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전활동을 통해 파견활동의 방향이 정
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활동이다. 전국각지에서 모
인 참가자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주모여 사전활동을 하는 것
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자주 소통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 준비 기간동안 일주일에 한번 1~2시간 온라인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 전국에
흩어져 살고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논의의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 있다.
- 10월 말 핀란드는 생각보다 춥다. 방한용품과 겹쳐입을 수 있는 옷을 여러 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Holiday Inn에 머문다면 수건을 제외한 어메니티가 거의
준비되어있지 않으니 모두 챙겨가야 한다.
- 각자 맡은 역할 충실히! 당연하지만 지켜지기 힘든 것 중 하나이다. 열심히 많
이 하려는 자세는 좋지만 일단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한 후에 다른 역할

파견 활동

을 담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 현지에 막상 가면 팀원끼리 서로 하고 싶은 일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서
로 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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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꼭 전부 가져갔으면 좋겠다.
- 방문하는 곳마다 팀원 모두 각자 메모를 하면 이후 사후 활동에서 파견 내용을
정리할 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 사진촬영 영상촬영과 기록을 부지런히! 파견 후에 자세히 기억해낼 수 있는 방
법은 이것들뿐이다. 서로 찍은 사진은 그날그날 공유하고 기록도 열심히 해야
사후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파견국 청소년과 시간 보내는 활동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흔하지 않은 기회
일뿐더러 파견이기에 가능한 기회일 것이다.
- 아직은 영어가 부족하다면 기관을 방문할 때 필기와 같은 다른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듣는 것에 제일 집중하길 추천한다. 물론, 통역 분도 계시지만 통역만으
로 부족한 부분은 자기 자신이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소통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이다.
- 무엇보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나 아직 파견국도 남은 과제가 많다는 것은 약간의 실
망과 좌절감을 줄 수 있지만 부정적 감정보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로 이
들과 같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한 파견이 되었으면 좋겠다.
- 팀원들과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원하는 활
동이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음)
- 기관 브리핑이나 질의응답 시간에 팀원 모두 빠짐없이 메모를 하면 좋겠다. 이
는 향후 보고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된다.
- 가능하다면 DSLR 카메라를 준비하고, 활동 영상을 많이 남기면 좋겠다.
- 먼저 팀워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번 파견활동단원들의 팀웍을 위해 우
리는 공식적인 사전활동 이외에도 따로 사전활동을 가졌다. 사전활동비가 지원
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파견활동을 시작하면 여러 기관들과
많은 접촉들이 가지는데 팀원들과 손발이 잘 맞으면 휠씬 더 좋은 시너지효과
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파견되는 만큼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면 좋겠
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행동들이 곧 한국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 국제교류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하게 통역을 담당
하시는 분께 도움을 요청하자.
-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핀란드와 헬싱키 전반에 대해 미리 각자 또는 팀이
공부해간다면 더 풍부한 파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핀란드 현지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성평등뿐만 아니라 다양
한 주제에 대한 우리와 그들의 생각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기관 방문 이
외의 청소년들 간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다.
- 생각보다 사후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의를
사전 및 파견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한다.
- 파견에 다녀왔다고 대충 늘어지지 않기!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사후 활동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길 바란다. 팀원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대충 넘기지 말고 잘 답장하기
- 각자 맡은 자료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잘 제출하기. 누군가 한 명이 기간 내
제출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기다려야 하고 취합을 담당하는 팀원은 더욱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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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건 책임감 있게.
- 사후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하려면 팀 내에서 또 각자 팀을 꾸려서 각 활동에
맞는 TF팀을 만들기를 권한다. 그렇다면 보다 다양한 활동들이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사후활동은 지속적인 팀원들과의 소통활동을 추천하고 싶다.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일 수 있다. 일상으로 돌아오고 가장 부담으로 느껴질 활동일테니까. 사전
과 파견 때와는 달리 우리가 하고 싶은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사후활
동이기에 각자 하고 싶은 게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지 않을까 싶다.
- 개인적으로는 학교 주변 친구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시도 해봤으면 좋겠다. 파견 전, 후로 내 자신의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 사전활동에도 언급했듯이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방대한 분량의 보
고서와 영상, 설문분석을 정해진 기간 내 마치려면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
문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신이 맡은 역할의 현재 상황을 주고받으며 부족
한 부분은 서로 메우면서 사후 활동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 지금 작성하고 있는 글 또한 사후활동이며 이 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양들의
사후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간의 의사소통이
다. 많은 양의 사후활동들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통해 잘 조율하기 바란
다.
- 파견 이후부터 최종 보고회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것을
개인적으로, 팀원들과 함께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활동을 여럿하기보다 기간 내에 간단하지만 유의미한 활동을 하길 바란다 .
- 파견 중 일일보고서나 기관 방문 시 메모를 해두었다면 결과보고서 작성이 원
활할 것이다.
- 기관과 함께 성평등 테마형 시범대표단만의 규칙을 새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기존의 청소년 교류활동과 구별되는)
- 또한 활동 내내 성평등을 테마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진행해가면서 본 활동
만의 특색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파견 중 하루마다 영상을 찍는게 있었는데 추억용으로 추천하고 싶다.
기타 제언

- 팀 내 규칙 만들기. 팀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놓으면 좋다. 예를 들면
갈등이 생기면 그날 풀기. 회의 시간 존칭 사용하기 등
- 모든 파견 활동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겠지만, 이것이 ‘공짜로 떠나는 여행’이 아
니라 국가의 대표가 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파견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항
상 파견의 목적과 팀의 목표를 주지하며 매 활동에 참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 파견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워온 것을 공유하는 사후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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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 증빙자료

가. 기타 증빙자료 목록
번호

자료명

자료유형

자료 설명

1

사전보고서

문서(word→pdf)

문헌조사를 취합한 사전보고서

2

핀란드 방문기관 자료

스캔한 문서

3

청소년 대표단의 눈으로
본 핀란드의 성평등

문서(hwp→pdf)

핀란드 파견 시 방문기관에서 배포한
자료 스캔본
사후집담회를 준비하며 자체제작한
책자

4

사후 집담회 발표자료

문서(ppt→pdf)

사후집담회에서 사용한 발표자료

5

What is gender equality?

동영상

기획,제작한 활동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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