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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행동강령을 비롯한 글로벌 성평등 의제의 이행 점검 체계는 

주로 국가 차원에서 출발하여 글로벌로 이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지방정부 의제 검토는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2014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베이징행동강령의 12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 

정부 이행평가를 시도하였으나, 대상 지역은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

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로, 

서울은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징 행동강령의 의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행 현황을 살펴 본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 젠더 이슈에서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이하 ESCAP

으로 표기) 정부 간 회의에서 검토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의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현황에 기반하여, 국가, 지역, 글로벌 수준에서 

논의되어 온 의제의 주요 분야를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향후 

서울시 정책 추진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특히 ESCAP 점검 과정에서 언급된 한국 사례를 소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성과와 과제로 선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검토 분야는 여성의 정치 참여와 경제력,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 성별 유급노동과 가사 및 돌봄 노동에 

투여되는 서울시민의 1일 시간 사용 현황이다. 시간 사용의 성별 

격차가 경제적, 정치적 참여뿐만 아니라 소득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ESCAP의 지역 검토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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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조처와
      서울시의 관련 현황

6개 분야로 통합 검토된 ESCAP보고서에서 한국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분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물론 구체적인 

언급이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수준의 우수함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한국의 이행 현황과 과제

   한국의 주요 성과 분야는 여성과 경제(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과 괜찮은 일자리), 교육 및 제도적 장치(빈곤 철폐, 사회보호 

   및 사회서비스), 여성에 대한 폭력(폭력, 낙인 및 성별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으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보전, 

   기후변화와 회복력 구축 분야에서 한국 사례가 주요 성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1) ILO, Game Changers: Women and the Future of Work in Asia and the Pacific. 

[표 1]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점검 현황 중 인용된 한국 사례

분야 개별 국가의 특징적 조처지역의 전반적 현황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수단 강화

□31개국의 관련 법률, 규제, 이행,
    29개국의 피해 생존자 서비스,
    22개국의 폭력 예방 전략 도입 및 강화

□다양한 국가에서 무료법률서비스, 핫라인 및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제공으로 폭력 신고와 피해
    생존자의 긴급대피 및 안전한 생활 공간 제공에 조력 

□기술기반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 및 규제 도입·강화 

▶필리핀: 길거리 괴롭힘 처벌(퀘존시),
                공공장소 성희롱에 대한 입법 채택

▶뉴질랜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대처를 위해
                    온라인 환경 설계에 여성 참여 권고

▶한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상담, 콘텐츠 삭제,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과 
양질의 일자리

■무급·유급 노동에 걸친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의 장시간 노동과 남성의 4배에 달하는 여성의
    무급노동 실태가 미치는 경제 정치적 참여와 소득의
    성별 격차 확인

□ 무급노동 부담 완화를 위하여
     24개국에서 가족 휴가 도입과 강화  

□ 44개국에서 출산휴가 의무화,
    14개국의 육아휴직 의무화

□ 20개 회원국이 보육 서비스 확대

▶러시아: 출산휴가를 최대 3년까지 사용하는데,
                 여성의 취업 기회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재교육 실시

▶한국: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직업훈련 실시

▶팔라우: 3세-5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장애,
                가족/공동체 파트너 십을 포함한
                종합 서비스와 편의시설, 교통수단 제공

▶터키: 0세-3세아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아이를 돌보는 조모 수당 지급

빈곤철폐, 사회보호 및 
사회서비스

■STEM 분야의 훈련에서 여성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취업의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적고,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1)

□22개국은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여학생의 접근과
    기술 보유 및 기술 개발 이수 증대를 위한 조치를 취함

□18개국이 모든 교육 수준에서 젠더 민감성
    제고 편견 제거를 위한 교육 과정 강화 

□17개국: STEM분야 여성 훈련접근성 강화

▶피지: 전통적 남성지배 분야에서 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여성 참여 증가, 피지 공과
             대학의 경우 요리, 제과·제빵 등
             전통적 여성 지배 분야에 남성 참여 독려

▶마셜제도: 성별고정관념과 차별 관련 서술을
                    제거하기 위한 커리큘럼 검토 중

▶한국: 성별 할당제를 통해 연구기관의
             여성 채용 및 승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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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향후 5년간의 우선 해결 과제에도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에 해당하는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분야는 2020년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 1325호(2000년)2)가 채택된 지 20

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도 교차 점검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CSO 포럼 참가자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 간 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부들의 대처가 미온적이었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급증하는 동시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여성인권옹호자와 환경옹호자에 대한 탄압의 문제가 적절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성적,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bodily integrity),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표현 등 성적권리, 포괄적 성교육에 관한 접근권, 안전한 임신중단의 법적 보장, LGBTI 의제와 관련한 분명하고 진보적인 

의견이 표명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간 회의 결과문서 내용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내었다. 

향후 일련의 국제논의에서 가부장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근본주의와 군사주의의 공모 등 젠더 정의를 가로막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인정해야 하며, 여성의 삶을 변화(transformation)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포괄적이며, 교차성에 기반한 다차원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피스우먼(PeaceWomen)에 따르면, 아시아와 태평양의 14개국이 이 결의안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했으며,3) 15개국이 여성과 평화, 안보 공약을 국가 간 주요 정책, 기획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통합했다.

몽골에서는 인신매매, 아동보호, 노동착취 관련 500명의 법 집행관과 사회복무요원 대상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바누아투 여성 센터는 최전방에서 보건 서비스 제공자, 경찰관, 목회자들을 성평등과 개발 및 인도주의 분야의 폭력 

근절을 위한 옹호자로 훈련시킨다. 2017년 아르메니아에서는 각지의 보건요원, 소방관 등이 응급상황에서 관리해야 

할 최소한의 재생산(reproductive)보건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안보리는 청소년과 평화·안보에 관한 결의 

2250호(2015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한 노력 등 청소년 지도력과 평화·안보 과정 참여를 요구했다. 

필리핀 정부는 2018년 9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평화와 안보 맥락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청소년, 평화, 안보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2) 2000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여성과 평화·안보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다.

3) PeaceWomen, “Member states”,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database. Available at peacewomen.org/member-states (accessed on 
     5 July 2019); and additional data from national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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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례대표 의원 수는 2007년, 2011년, 2015년 선거에서는 53명이었으며, 각년도에 여성의원은 49명, 51명, 52명이었으며, 2019년에는 54명 전원이 여성이었다.

2. 아시아태평양지역 이행 성과와 한계에 비춘 서울시 현황

   국가 차원의 의회에 여성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같이하여 서울시 의회에도 여성의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 대표 의원이 10명 중 과반을 넘기고 있을 뿐 지역구는 2011년이 되어서야 겨우 두 자릿 수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기초의회의 경우는 비례 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2007년부터이며 비례 대표제 도입이 전체 여성 의원의 비율을  두자릿 수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4) 이는 곧 제도적 장치가 여성과 권력, 의사대표성과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참여, 제도적 책임/ 성인지제도로 재정의 되는 분야에서 성인지제도의 구비가 

   여성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즉각적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참여, 제도적 책임/ 성인지제도 분야 지역 검토에서 주목한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향후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참고할 사항이다. 검토 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은 우즈베키스탄 여성위원회가 잠재적으로 선거 입후보 가능성이 있는 

   6,000명 이상의 여성 지도자를 보유하고, 이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매우 의미 있게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ESCAP 검토보고서에서 2019년 7월 우즈베키스탄 하원의 여성의원 비율은 16%로 국제의원연맹 집계 128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실시된 총선을 통해 2020년 1월 우즈베키스탄 하원의 여성의원 비율은 32%로 44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통 문제로 지적된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서울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p 가량 낮다. 더욱이 2020년은 5월까지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s://data.seoul.go.kr/

[그림 2]  서울시 성별 고용 지표(2000-2020)

[그림 1]  서울시의회 및 기초의회 여성 비율(1995-201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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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s://asiapacific.unfpa.org/knowvawdata (검색: 2020.12.02.) 한국, 중국, 일본 등은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활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으로 표기되고 있다.

6) 강희영·박순주(2017),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해서 앞선 그림 5에서 확인되었다시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신체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비율은 키리바시(68%)를 정점으로 몽골(31%)에 이르기까지 16개 회원국이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회원국 중 33개국에서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근절을 우선순위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5) 다만 한국의 현황은 ESCAP 등에 보고된 관련 자료 없음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전체 인구 

   비례 표본 추출에 의거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7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데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20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에서는 1,770명(88.5%)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6)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대두되어 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유급·무급 노동시간과 특히 남성들보다 긴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을 지적받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황은 서울시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 사용의 격차가 경제적, 정치적 참여뿐만 아니라 소득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ESCAP의 지역 검토에서도 지적되었다.

*출처: 2019 생활시간 조사 중 서울시, 박예슬 외(근간), 2020 서울시 성인지통계, 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그림 3]  서울시 젠더 기반 폭력 발생 관련 경찰 집계(2016-2019)

*출처: 경찰청 범죄 집계

불법촬영 및 성폭력 경찰 집계(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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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별 유급노동과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소비되는 서울시민의 하루 시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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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SCAP이 제안한 향후 5년의 우선 과제

   서울시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은 22.7%에 불과하여 기준점인 30%에 못 미친다. 이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여성의원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한 기초의회의 사례와 대비되나, 여기에는 하나의 맹점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광역의회에 비해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지 않고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결과 상대적으로 후보수가 많고 공천 부담이 적은 기초의회에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점이다(이정진, 2019). 2020년 서울시는 실업률7)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에서 남성에 현저하게 못 미치나, 실업률은 남성보다 높아진 것이다. 

   결국 여성은 유급노동에 종사할 기대도 받지 못하고, 기회도 잡지 못하는데다가 일하던 여성조차도 더 많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남성과 대비되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무급노동은 이미 ESCAP에서도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경찰 집계가 발생 현황 전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찰 집계에서도 서울시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을 수는 없다.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배경이 서로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한데 묶어 비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한편으로 

   의구심이 제기될 수도 있다.8) 다만, 지표를 통해 본 서울시의 현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전반적인 현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결국 지역이 안고 있는 향후 과제는 서울시 또한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다음 절에서는 ESCAP

   이 제안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SCAP은 각 국가들이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다음(표 6)과 같은 

   우선 행동 영역의 조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9) 향후 5년의 우선 과제는 베이징행동강령 12개 분야를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한 6개 범주화에 의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범주화는 12개 분야의 과제를 서로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 성평등 의제간의 시너지 효과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우선순위 제일 과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이 꼽히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참여, 제도적 책임/ 성인지제도 범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꼽히고 있다. 후자는 특히 서울시 기초의회 여성 의원 비율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선출직 비례대표에서 

   여성할당 등을 부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가야 하는 분야이다. 

   문제는 25년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의회대표성 확보의 길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7) 실업률 = (만 15세 이상 실업자수 ÷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으로 계산되는 실업률은 서울시의 경우 2000년 이래 2019년까지는 계속해서  남성의 실업률이 0.2%p에서 1.6%p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8) 외교부 홈페이지 상의 구분에 따른 분류(http://www.mofa.go.kr/www/wpge/m_3959/contents.do)를 통해 볼 때 ESCAP 62개 회원국 중 아시아 24개국만 보더라도 OECD 가입국인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과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중국, 북한, 몽골, 베트남을 비롯하여 필리핀, 피지, 인도, 스리랑카, 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통가와
     같은 종교적 배경까지 다양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9) Priority areas have been identified on the basis of the responses of countries to question 5 in UN-Women, “Guidance note for comprehensive national-level reviews”, September 2018.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하여 빈곤 철폐, 사회보호 및 사회서비스로 범주화되는 빈곤, 건강, 교육에는 5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즉 베이징행동강령의 무력분쟁, 여자어린이, 인권 분야가 5년간의 우선순위 

   과제에서 누락된 점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 1325호와의 연계성을 생각할 때,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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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N-Women, “A framework to underpin actio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2015.

11) ESCAP, Pathways to Influence: The SDGs and Women’s Transformative Leadership in Asia and the Pacific (forthcoming).

지속가능발전
목표 연계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과 
괜찮은 일자리

참여, 제도적 책임/
성인지제도

빈곤철폐,
사회보호 및 
사회서비스

폭력,
낙인 및 성별
고정관념으로
부터의 해방

환경보전,
기후변화와
회복력 구축

확인 사항

여성의 기업가 활동은
여성의 경제력 확보를 위해 중요

입법 조치의 강화와 성인지적
노동 시장 정책은 여성의 노동권과
직장에서의 권리 보호에 중요

평등 보장과 여성 차별 철폐에 법과 정의에
따른 접근에 주목하여, 진보적 입법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룸

ESCAP 전역에 걸쳐 평균적으로
여성의 의회 참여율이 30%에 이르려면
최소 20년, 의회 대표성에서 성평등을 달성에는
44년 소요 예상11)

각국은 성평등한 사회 발전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성인지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변화하는 노동 세계에 대비하고
교육을 통한 노동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성과 남성의 기술 직업 교육과 훈련
및 기술 개발제공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성, 재생산reproductive) 건강권 확대

가족휴가정책, 보육서비스 및
노인 돌봄 확대, 시간이용조사 등 실시:
무급근로 부담완화와 재분배에 주목

사회보호 투자: 비공식 부문 고용
여성노동자의 포용과 무급노동
부담경감과 재분배의 핵심. 저렴한 보육,
위생 및 청정에너지 서비스 제공 등은
여성의 시간 압박 해소에 기여.

농촌과 오지 거주 여성의 권리 증진의
필요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이 식량 안보와
빈곤 해소의 중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폭력근절은 요원하나,
폭력은 예방할 수 있고 예방이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전략임10)

불합리한 사회적 규범과 성별고정관념은
여성의 완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

세계에서 재난이 가장 빈번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성별에 따른 재난 위험 감소와
탄력성 구축은 핵심 우선순위

상세항목
우선순위

③ 여성 기업 활동과 
     여성주도 기업

⑥ 일할 권리와
     직장에서의 권리

④ 법적 평등, 반차별과
     정의에 대한 접근

② 여성의 정치적 참여

⑦ 성인지 예산 편성

⑤ 질 높은 교육

⑧ 성·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권 등 양질의
     의료 접근 

⑩ 무급 및 가사 노동/
     일-생활 균형

⑪ 성인지적 사회 보호,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⑬ 빈곤 퇴치

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⑨ 불합리한 사회규범과
     성 고정관념의 변화

⑫ 성별에 따른 재해 위험 감소
     및 회복탄력성 구축

향후 과제

■ 여성 기업가들의 재정적·
     기술적·확장성 문제 해소: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 보장 

■ 성별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공간 사용자, 콘텐츠
     제작자, 직원 및 혁신가로서
     여성과 여아의 안전,  참여,
     접근성 및 경제력 보장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지지 정책과 입법 환경
     조성이 필요

■ 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 이행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리더십을 남성 영역으로 보는 성규범과
     고정관념에서 나온 여성 권력에 대한
     반발, 무급노동 부담 등 여성의 정치참여
     장벽을 해소하고, 네트워킹,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 대책 추진

■ 정책,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에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도록 모든 부처 및 부서에서
     성별로 분리된 데이터의 제도화 및 수집
     지원과 보장 조처 추진

■ 여성의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교육과 직업 참여를 지원(자동화의
     위협적 흐름을 바꾸고 일자리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누구나 비용 부담없이 모성, 성, 재생산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 사회보호 이용:
     보편적 건강관리 정책 채택

■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임파워먼트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무급노동 문제 해결 필요

■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완화와 지속적 여성 임파워먼트 기회
     창출의 수단으로서 사회보호 투자를 늘려,
     성인지적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보완하는 조치 추진

■ 토지, 자본, 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국가·지역·세계 시장에서  제품
     거래 장벽을 해소조치 추진

■ 성규범, 낙인, 고정관념이라는
     역풍에 맞서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는 입법 조치 채택 필요

■ 불합리한 규범에 도전하여 사회규범을
     바꾸어야 함

■ 여성의 구체적인 요구를 인도주의적
     자연재해 대응에 통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의
     성주류화로 환경 분야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의 참여 보장 정책 추진

베이징
행동강령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미디어, 
제도적 장치

빈곤,
건강,
교육

폭력

환경

[표 2]  ESCAP이 선정한 향후 5년간의 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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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AP이 선정한 우선과제 1순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은 서울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우선순위 과제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서울시민 다수로부터 우선 과제로 선정된 분야인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경제, 제도적 장치, 

   인권 중 인권을 제외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준의 우선과제와 서울시의 우선과제는 그리 차이가 없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성평등 의제의 이행체계를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때, 인권은 분야별 의제보다는 전체를 포괄하는 

   가치로서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로 정리된 베이징 행동강령의 

   무력분쟁, 여자어린이, 인권 분야는 서울시 차원에서 재범주화가 필요하다.

   폭력, 낙인 및 성별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 및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과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는 ESCAP 검토에서 

   한국의 사례가 언급된 분야인 동시에 서울시민이 꼽은 우선 과제인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경제 분야와도 중첩된다. 

   그리고 ESCAP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과제로 지적하면서 예시된 지표에 의거하여 살펴 본 서울시 현황 또한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분야이다. 

   12개 분야 베이징행동강령을 지속가능발전목표 등과 연계한 6개 범주를 중심으로 서울시민이 우선순위로 선정한 분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과제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폭력·낙인 및 성별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여성에 대한 폭력), 참여·제도적 책임/ 성인지제도(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포용적 발전·공동 번영과 괜찮은 일자리(여성과 경제), 빈곤 철폐·사회보호 및 사회서비스(빈곤, 건강, 교육)는 서울시 차원의 

   우선 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과 성인지 예산 편성을 포함한 제도의 구비는 기본 분야로 상정할 수 

   있다. 베이징행동강령 12개 분야 과제의 내부 통합적 접근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비롯한 여타 글로벌 성평등 의제와 연계 

   점검을 위해서는 대표성, 관련 성인지 제도 구비 등 다양한 분야를 관통하는 포괄적 점검 기준 하에 개별 과제의 이행 점검 

   체계 구축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베이징행동강령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서울시 정책 추진 및 점검의 우선 순위 분야

환경보전, 기후변화와
회복력 구축

여성과 환경

⑫ 성별에 따른 재해
위험 감소 및 회복탄력성

구축

참여, 제도적 책임
/성인지제도

권력
의사결정

미디어 제도

② 여성의 정치참여
④ 법적 평등, 반차별과
정의에 대한 접근 

⑥ 일할권리와 직장에서의
권리 ⑦ 성인지 예산 편성

제도적 장치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무력
분쟁

여아 여성
인권

여성인권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과
괜찮은 일자리

여성과 경제

③ 여성 기업 활동과
여성주도 기업

여성과 경제

경력단절 여성 지원

빈곤 철폐, 사회보호 및
사회서비스

빈곤 건강 교육

⑤ 질 높은 교육 ⑧ 성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권 등 양질의
의료 접근 ⑩ 무급 및 가사 노동
/일·생활 균형 ⑪ 성인지적
사회보호,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연구기관의 여성 채용
및 승진 장려

(교육 제도적 장치와
결합 과제)

폭력, 낙인 및 성별고정
관념으로부터의 해방

여성에 대한 폭력

①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⑨ 불합리한 사회규범과
성 고정관념의 변화

여성에 대한 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지속가능발전목표
6개 주제

베이징행동강령
12개 분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선 과제

서울시민이 선정한
우선 과제

ESCAP이 언급한
한국사례

○ ○ ○
서울시 차원의

우선 순위 세부 과제

전체를 아우르는
검토 사항

관련 교육, 여성의 참여, 성인지제도 구비, 여성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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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는말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점검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점검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ESCAP이 검토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황과 유사한 수준에서 서울시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대표성,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서 해결되지 못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제적 기준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5년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채택 이후, 서울시는 1996년부터 여성 관련 조례 제정12)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정책 자문기구 ‘서울여성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성주류화 

전략 개발 및 도입에 앞장서 왔다. 2004년에는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가 명시되면서 서울시 

시정 전반에 성주류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나성은 외, 2018). 특히, 2012년 지방정부 최초 「성평등

위원회」 설치, 2015년 젠더전문관 구성, 2017년 젠더정책팀 신설 등 시정전반에 성인지 강화대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3

월에는 성평등 도시 구현이라는 비전과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는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았으며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도 시도된 바 없다. ESCAP 회원국 66%의 국가에서 베이징행동강령과 2030 안건의 이행과 모니터링에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 2019년 한국 정부의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점검 NGO보고서 작성 

사무국을 맡은 단체와 참여단체 13곳(총 16개 단체 참여)이 서울에 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일수록 정책 점검 체계에 참여할 전문성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하여 

2014년 베이징행동강령 12개 분야에 관한 지방 정부 이행평가를 시도할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서울이 

포함되지 않았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12)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3304호, 1996.5.20., 제정),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3328호, 1996.8.10., 제정),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3328호, 1996.9.30., 제정),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3657호, 1999.7.31., 제정) 등.

서울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서울시 시정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단체들이 다 이슈 베이스에요.

서울시 여성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이 시정전반에 관한 주류화가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슈베이스로만 파편화된 진행을 한다는 걸 그때 파악하게 되었어요.

주로 시정 전반을 연결해서 잇는 성주류화보다는 여성특화 된 여성폭력이라던가

안전이나 일·생활균형, 한부모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고...

시정 전반 교육, 교통, 환경 같은 전반적인 것에서 사업이 관철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다른 지방에서는 지방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응은 하는데 서울은 그런 총체적인 대응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대응이 1:1대응이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누구도 그걸 못하겠대요. 서울시정이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20.05.13. 여성단체 관계자 자문회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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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행동강령은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전반에 관여되어 있으나,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의 방대한 시정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이를 글로벌 의제로 연결시킬 체계를 만들기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별 이슈 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서울시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은 이제부터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다수의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서울시 차원에서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를 염두에 둔 거버넌스 

   구축의 자원은 이미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서울시에 소재한 여성 NGO 중 전국 단위활동 단체의 경우, 여성가족부나 

   서울시 둘 중에서 성평등 정책추진에 좀 더 적극적인 곳으로 협력관계의 축을 옮기는 유동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서두원, 

   2012)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할 구조(FRAMEWORK)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울시의 성평등 의제 

   거버넌스가 파편화 된 이슈 기반으로 되어 있을 뿐 서울시정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서울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통합적 성평등 정책의 부재가 빚어낸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서울시 성평등 관련 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성평등 희망도시와 글로벌 도시를 표방해 왔지만, 글로벌 성평등 의제와 연계 되지 못했던 서울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 점검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의 여성정책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한손에 한눈에 안 잡힌다는 거죠.

국제적인 것이 한눈에 한손에 잡히는데 어떻게 서울이 안 잡히냐는 거죠. 그 지점은 어떤 형태로든 놓고 보면 서울 시정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마스터플랜 ....

청사진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020.05.13. 여성단체 관계자 자문회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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