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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진행보고

1. 용역진행과정

● 계약일자：2020년  8월  28일

● 착공일자：2020년  8월  28일

● 준공기한：2020년  12월  25일

2. 공정표

공 정 별 수 량
전체공정에 

대한 비율 (%)

공                 정

 9월  10월 11월 12월

목차 및 진행과정 1 5%

혐오 표현에 대한 간단한 정

의
1 15%

사회적 소수자 유형별 혐오표

현  

수집 분석

20 20%

국내외 혐오표현 대응 방안 

모색
20 5%

사회적 소수자 유형별 FGI 8~10 20%

가이드라인 집필 1 15%

중간발표 1 5%

가이드라인 

전문가 자문
3 5%

가이드라인 

수정 및 총괄 집필
1 10%

납품 1 100%





Ⅱ. 혐오표현 예방보고서 

구성원칙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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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혐오표현 예방보고서 구성원칙 및 목차

1. 구성원칙

● 간단한 개념 설명 

● 구체적인 사례 중심 

● 사례는 상황, 혐오표현 여부, 근거, 가이드라인 제시의 형식으로 구성

● 내용은 Q&A식 구성

● 요약본 첨가

2. 목차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혐오표현 예방보고서 

1장 혐오표현 예방보고서의 필요성

Q. 혐오표현 예방보고서은 왜 필요한가요? 

2장 혐오표현의 개념

Q.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요? 

Q. 혐오표현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나요? 

Q. 혐오표현은 말이나 글로만 행해지나요? 

Q. 혐오한 적 없는데요? 

Q. 듣기에 기분이 나쁘면 혐오표현인가요? 

Q. 혐오표현에 대한 풍자도 혐오표현인가요?

Q. 다수자 혐오도 문제 아닌가요?

Q.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Q. 혐오표현과 명예훼손은 다른 건가요?  

Q. 성희롱과 혐오표현은 다른 것인가요? 

3장 혐오표현의 실태

Q. 혐오표현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Q. 혐오표현 피해자의 고통은 어떤가요?

Q. 혐오표현의 사회적 해악은 무엇인가요? 

Q. 혐오표현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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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② 똥꼬충/김치녀 

  ③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더러운 외국인 아웃 

  ④ 블랙페이스 

  ⑤ 남자들은 모두 강간범 

  ⑥ 동성애는 죄악이다 

  ⑦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아웃팅 

  ⑧ 몸매 좋은데? 

4장 공공기관 관련 혐오표현

Q. 공공기관과 관련된 혐오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공공기관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Q. 공무원이 자주 마주치게 되는 혐오표현의 사례는? 

  ① 그거 시구니(시군이) 시켜

  ② ‘기간제’, ‘계약직’ 등 고용형태 표기 

  ③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 하네   

  ④ 앉은뱅이 출장   

  ⑤ 홍보책자, 홈페이지의 차별적 이미지 사용

  ⑥ ○○ 지역 출신이 많은 곳은 민원이 심하다.

  ⑦ 나중에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 

  ⑧ 보호자와 다시 오세요

  ⑨ 수급자들은 다 그래   

  ⑩ 어머니! 아줌마!   

  ⑪ 나이도 어린데 참 장하다!  

  ⑫ 한국에 빌붙어 사는 주제에 이따위 범법 행위를 하냐? 

  ⑬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막말   

  ⑭ 서울광장 퀴어행사는 음란한 행사다

  ⑮ 페미니즘은 정신병

5장 혐오표현 대응 및 예방

Q.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Q. 혐오표현 사건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Ⅲ. 혐오표현 예방보고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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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혐오표현 예방보고서의 필요성

1. 필요성

구성

Q. 혐오표현 예방보고서는 왜 필요한가요?

   A.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혐오표현

   A. 사회의 분열과 폭력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A. 공무원도 경험하는 혐오표현 

   A.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A.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본문

Q. 혐오표현 예방보고서는 왜 필요한가요?

A.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혐오표현

-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9)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64%입니다. 평균 10명 중 6명 이상이 혐오표현을 경험할 정도로, 이제 혐오표현은 일상생활 속에서 만연

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지역출신에 대한 혐오(75%), 여성(68.7%) 여성주의자(69.4%), 이주민(66%), 성

소수자(67.7%) 등에 대한 혐오는 물론이고, 북한이탈주민이나 어린이·청소년 그리고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1)

-  이처럼 혐오표현 문제는 더 이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혐오표현의 발화자

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A. 사회의 분열과 폭력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혐오표현은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

(2019)에서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혐오표현으로 드러난다는 것

에 70% 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81.8%는 혐오가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

-  가장 최근의 사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언론은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했는데 

1) 국가인권위원회(2019),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 15쪽. 

2) 국가인권위원회(2019),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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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SNS에서 우한 지역과 우한출신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면서 특정 확진자의 성정체성을 강제 아웃팅하는 언론 보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멸시의 시선을 가중

시키기도 하였습니다.3)

A. 공무원도 경험하는 혐오표현

-  공무원 사회 역시 일상적인 혐오표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혐오표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공무원

은 혐오표현 발화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8)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과 시민’, 

‘공무원 사이’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빈도가 적지 않았습니다.4) 

 

A.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  공공기관 종사자라고 해서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대한 이해가 특별히 더 나은 상황

인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언어사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

만, 이들 역시 일상생활이나 SNS를 통해 혐오표현에 노출된 후, 이를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

습니다.  

 

-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체로 혐오표현이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모르며, 또한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정

확한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무심코 뱉는 말이 혐오인지 모른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몇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이 행사를 음란하고 폐퇴

적인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선동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5)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자유

롭게 글을 올리는 ‘행정포털 자유게시판’에 페미니스트는 정신병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내었습니다.6) 

3)  ‘ 2 0 2 0 년  최 약 의  코 로 나 1 9 보 도 를  꼽 아 보 자 ’ .  < 미 디 어  오 늘 > ,  2 0 2 0 . 1 2 . 3 1 . ( 2 0 2 1 . 0 1 . 0 7 . 검 색 )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02 

4) 국가인권위원회(2018),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연구책임자: 홍성수). 86쪽. 

5)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2019)』

6)  “페미는 정신병... 서울시 공무원들, 익명으로 혐오표현 올려”. 〈오마이뉴스〉, 2019.11.07(2021.01.08검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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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혐오표현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며, 상담하거

나 고충처리를 할 수 있는 기구 역시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혐오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혐오표현이며, 피해자의 고통이 어떠한지, 

혐오표현으로 인해 누적되는 부정성과 사회적 불안으로 얼마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지를 이해하고 이

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  공무원은 조직 내부에서, 공무 수행 중에 그리고 대민접촉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혐오표현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혐오표현이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

히 밝혀야 합니다. 

-  혐오표현의 주된 피해자는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공적권위를 가진 공직자가 이들을 지지하고, 혐오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물론 공무원 역시 언제든지 동료 직원이나 민원인에 의해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시민

을 위한 서비스 공간인 동시에, 공공기관 종사자의 일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혐오표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 ‘모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됩니다.

2. 혐오표현의 개념

구성

Q.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요? 

Q. 혐오표현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나요? 

Q. 혐오표현은 말이나 글로만 행해지나요? 

Q. 혐오한 적 없는데요? 

Q. 듣기에 기분이 나쁘면 혐오표현인가요? 

Q. 혐오표현에 대한 풍자도 혐오표현인가요?

Q. 다수자 혐오도 문제 아닌가요?

Q.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Q. 혐오표현과 명예훼손은 다른 건가요?  

Q. 혐오표현과 성희롱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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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Q.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요?

-  혐오표현(hate speech)이란 소수자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성, 인종, 피부색,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욕하거나 낙인

찍는 표현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브라운은 혐오표현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정체성 또는 장애에 기반하여 사람

이나 사람의 집단을 향한 증오, 차별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또는 기타 표현 행위”7)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  혐오표현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소하게 보자면 혐오표현은 유태인이나 흑인을 향한 인종주의적인 

선동처럼,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겨냥한 적대적인 표현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광의의 혐오표현에는 사회적 소수

자의 집단적 정체성을 전형화하거나 그들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만드는 표현도 포함됩니다. 

칭찬의 형태라도 그것이 부정적 전형화(stereotype)에 일조한다면 광의의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전형화에서, 멸시, 모욕, 차별, 나아가 폭력을 선동하는 적대적 표현을 

모두를 혐오표현으로 보고자 합니다.

Q. 혐오표현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나요?

- 혐오표현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표> 혐오표현의 유형

혐오표현 유형 1.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표현

【예시 사례】

• “외국인은 범죄위험이 높다.”,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 “장애인은 불쌍하다.”
• “여성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 “동성을 좋아하는 건 비정상이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혐오표현 유형 2. 멸시, 모욕, 위협하는 표현

【예시 사례】

• “똥남아”, “짱개”, “파퀴”(파키스탄인 비하)
• “병신”, “애자”(장애인 비하), “정신병자 같다.
• “틀딱”(노인 비하)
• “맘충”(아이 엄마 비하), “김치녀”, “된장녀”, “걸레”.
• “똥꼬충”(남성동성애자 비하), “호모새끼”, “동성애는 더럽다.”

혐오표현 유형 3.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예시 사례】

• “외국인을 추방해라!”
• “장애인은 집에나 있어라.” “우리 동네 장애인 학교 절대 반대!”
•  “삼일한”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강간하는 

법’을 알려주마.
• “동성애 아웃(OUT)!” “동성애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7)  Brown, Alexander(2017). “What is hate speech? Part 2: Family resemblances”, Law and Philosophy,  
36.5, pp. 56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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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1 : 첫 번째 유형은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것으로, 부정적 전형화(stereotype)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금발은 머리가 나쁘다든지, 외국인은 범죄자라든지 하는 표현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표현들은 일단 과도한 일반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나 일부분에 기반하

여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설사 부분적 상황, 속성에 기반한 일반화나 통계적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그 집단이 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마치 그 집단의 고정적 정체성인 것처럼 만들고 있

다면 이는 혐오표현입니다. 집단이 가진 속성 중 특정 속성들만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통계적 표현 역시 불균형

적이고 과도하게 단순화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슬림들은 도처에서 똑같

은 야만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다”, ‘여학생들은 이 과목을 잘 못한다’, “된장녀들은 사치를 

좋아하고 명품을 밝힌다”와 같은 과도한 일반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출신들은 게으르

다”와 같은 인종적 편견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유형2 : 두 번째로 사회적 소수자를 멸시, 모욕, 위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

의 속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들)에게 언어를 통해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8)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

대 ‘껌둥이 새끼’와 같이 다른 피부나 국적, 인종을 경멸하는 표현, ‘더러운 똥꼬충’ 같은 동성애 비하적인 욕설, ‘파

퀴벌레’나 ‘가짜 난민 신청자’ 같은 외국인  멸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정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비속

어라든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조롱과 멸시”9), “조선인들은 항상 김치 냄새

가 난다!” 등은 집단에 대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은 단순히 불쾌한 정도를 넘어 특정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천대와 멸시, 소외감 등을 주어 심

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적으로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위협합

니다. 나아가 “해당 집단을 비주류화, 비정상화, 비가시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차별을 생산하는 효과”10)가 있습니다. 

-  유형3 : 세 번째로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고취하여 불특정한 혹은 다수의 청자로 하여금 그 집단에 대해 적대

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차별, 또는 폭력과 같은 구체적 행동을 조장”11)하는 표현들입니다. 가령 “우리 기독

교 땅에서 무슬림을 죽이는 사람한테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줄 것이다”와 같은 말은 실제로 무슬림에 대한 차별 

및 폭력을 낳을 수 있으며, “다문화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의 순수혈통이 사라져 민족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말이나 “동성애자는 성범죄자”와 같은 표현은 그 집단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더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 이유는 이러한 표현이 단지 표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차별과 폭력 ‘행

위’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그 집단에 대한 차별, 적대, 폭력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간 평화로운 

공존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혐오표현은 말이나 글로만 행해지나요?

-  혐오표현은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로 행해집니다. 혐오표현은 단지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모든 방법, 예컨대 기호, 그림, 사진,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비디오게임, 광고, 퍼포먼스, 복장 등을 통

해 발화될 수 있습니다.12) 예컨대 “인종 혹은 종교적 소수자들을 겨냥한 KKK단의 십자가 불태우기, 여성을 위협하

8) 이주영(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3, 195-227쪽.

9)  이승선(2018), “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8.2, 107-146쪽.

10) 김지혜(2017),  “모욕적 표현과 사회적 차별의 구조”, 『법과 사회』, 55, 법과사회이론학회. 5쪽.

11) 이주영(2015), 200쪽.

12)  이준일(2014),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66쪽; Delgado, Richard, and Jean Stefancic(1997), Must 
we defend Nazis?: hate speech, pornography, and the new first amendment, p. 11; 김민정(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
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135쪽; 박호현 외(2017),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183쪽; 이승현(2017), “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정책 소개와 시사점”,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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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란 전화, 동성애자의 행진을 향해 외치는 욕설, 소외된 인종 혹은 이민자 집단을 향한 비난 발표, 예배당 훼

손, 인종 간 커플(interracial couple)을 희롱하는 것 등”13)이 모두 혐오표현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런 말도 혐오표현이라고요? 

-  많은 경우 혐오표현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직접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좀 더 모호하고 교묘하여 알아

차리기 힘든 형태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혐오표현을 ‘암호화된 혐오표현(coded hate speech)’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여성들이 주차를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냐”, “여자애처럼 때린다” 같은 표현들은, 당사자들을 향해 직접

적인 욕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집단을 비하하거나 소외시킵니다. 

-  학문적인 형태를 띤 혐오표현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입니다. 암호화된 혐오표현은 보다 세련되고 은폐된 형태

로 제시됩니다.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4분의 1이 동양인”, “이민자들에게 들어가는 숨겨진 비용”, “이민

자들이 복지와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증가하는 범죄율로 부담을 가한다”14)와 같은 뉴스 기사 제목이 대표적인 암

호화된 혐오표현입니다. 

-  이런 혐오표현의 경우엔 직접적으로 무엇을 선동하고 차별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고 해도, 이런 표현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된 혐오표현은 종종 식별하기가 어려

운 형식을 취하는데, 직접적으로 주장되기보다는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들은 게으르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너는 흑인이라도 부지런해서 그 일은 할 수 있다’ 또는 ‘너는 다른 흑인과 달라’ 라는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흑

인들은 게으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식입니다.15) 

    이런 암호화된 혐오표현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수용하고 독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

(literacy)’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매체의 텍스트들에 대한 이해능력인 리터러시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키움으로써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표현들 속에 숨겨져 있는 혐오

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혐오한 적 없는데요?

-  많은 이들이 ‘혐오표현’을 ‘혐오’라는 감정과만 연관시키면서 자신은 싫어하는 감정을 가진 적 없으니 혐오표현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예컨대 “나는 동성애자를 죄를 뉘우치라고 걱정하는 것이지, 혐오하는 것이 아니

다”라거나, “내가 여성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성혐오라니 말이 되질 않는다”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뜻하는 우리말 ‘혐오’와 달리, ‘혐오표현’에서의 ‘혐오’(hate)란 “어

떤 특징들을 기반으로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하여 존재하는 편견들의 약칭”16)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런 점에

서 혐오표현에는 어떤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루해서, 타인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하는 표현도 혐오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13)  Nockleby, John T. (2000), “Hate Speech”, in Encyclopedia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2nd ed., edited by Leonard W. 
Levy, Kenneth L. Karst et al., New York: Macmillan. p. 1277.

14)  Gelber, Katharine(2002), Speaking back: The free speech versus hate speech debate. Vol. 1. John Benjamins 
Publishing. 

15)  Lepoutre, Maxime(2017), “Hate speech in public discourse: A pessimistic defense of counterspeech.” Social Theory 
and Practice 43.4, pp. 851-883.

16) Gelber, Katharin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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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성소수자, 여성,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을 싫어하거나 혐오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혐

오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나 여성 일반에 대한 증오 없이 “여성의 자리는 가정

이다”, “남성이 책임자다” 같은 부정적인 전형화를 담은 혐오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혐오표현과 동시에 “나

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17)

Q. 듣기에 기분이 나쁘면 혐오표현인가요?

-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해도 혐오표현일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기분 나쁨이나 불쾌함의 

문제를 넘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해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혐오표현이 주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해악(harm)은 불쾌함이라는 청자의 주관적 반응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더 근

본적으로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객관적인 정치적 평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18) 이런 점에서 혐오표현은 

피하거나 무시하면 그만인 불쾌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사회정

의의 문제 혹은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과 혐오표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게 권력 비대칭

과 소외라는 차별을 자행하고 영속화하는 표현인 것입니다.19) 혐오표현은 불쾌함을 줄뿐만 아니라,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고 강화하며 유지합니다. 

Q. 혐오표현에 대한 풍자도 혐오표현인가요?

-  혐오표현을 사용하지만 혐오표현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혐오표현의 해악을 대중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혐

오표현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경우, 혐오표현 뉴스를 중립적으로 보도하면서 혐오표현을 불가피하게 인용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을 위해 가상적으로 혐오표현을 반복하는 대학 수업 등의 경우에는 혐오표현이 박해의 목

적이 아닌 교육 또는 정보전달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20) 이와 유사하게 책, 영화, 공연에서는 사실주의적 표

현을 위해 혐오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혐오표현의 메시지는 진행자를 통해 한 단계 완충됩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표현 역시 혐오표현과는 다릅니다. 예컨대 정부에 대한 전복을 옹호하는 표현의 경우, 다수가 거부

하고 혐오하는 위험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보호를 받는 정치적 표현입니다. 

반대로 혐오표현은 차별과 연결되어 피해자에 대한 실제적인 해로움을 야기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21)

-  마찬가지로 혐오표현에 대한 풍자 역시 혐오표현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풍자표현은 혐오표현을 차용하기도 하지

만 궁극적으로는 혐오표현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독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런 점에서 혐오표현에 대

한 풍자는 오히려 교육적 기능을 하는 일종의 ‘대항표현’(counter speech)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22)  

-  그렇다면 혐오표현과 이를 풍자하는 대항표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의미를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

서는 어떤 표현이 ‘대항’ 표현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혐오 표현인지 뜨겁게 논쟁되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혐

17) Brown, Alexander(2017). p. 453.

18) Waldron, Jeremy(2012), The harm in hate speech. Harvard University Press.

19) Gelber, Katharine(2002).

20)  Matsuda, Mari J.(2018), Words that wound: Critical race theory, assaultive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Routledge.

21) 같은 책.

22) Butler, Judith(1997),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Psycholog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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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표현은 불평등을 강화하고 차별을 심화하며 사회적 소수자를 침묵시키는 표현으로, 대항표현은 평등을 강화하

고 반차별을 옹호하며 사회적 소수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표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23) 

-  가령 성차별이 심한 문화에서 ‘어디 여자가 나서?’에 대해 ‘어디 남자가 조신하지 못하게!’로 받아친다면 이는 기존

의 여성혐오를 풍자하여 차별에 반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대항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표> 혐오표현과 대항표현의 차이 (Gelber 2002)

혐오 표현

1. 불평등을 묘사 또는 강화함

2. 차별을 지지하고 실행함

3. 화자의 혐오를 표출함

4. 피해자를 침묵시킴

대항 표현

1. 평등을 묘사 또는 강화함

2. 차별에 반대함

3. 화자의 역량을 강화함

4. 가해자의 행위·태도 변화

Q. 다수자 혐오도 문제 아닌가요?

-  혐오표현의 대상은 주로 해당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억압을 당해 온 소수자 개인이거나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

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이 남성에게, 마찬가지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게, 흑인이 백인에게 욕설을 행하

는 것은 강도와 양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욕설을 주로 듣는 자들은 이미 정치적인 조건과 차별적인 관습

에 있어서 패배하기 쉬운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지배 집단에게 실질적인 차별을 행사하기 어렵

습니다. 가령 여성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낱말은 많지만, 남성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낱말은 

적습니다.24) 

-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표현과 달리, 지배적인 다수자 집단 구성원에게 행한 표현은 오히려 역사적으로 예속된 집단

의 투쟁 가운데 나온 분노 서사의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25). 아무리 사회적 소수자들이 기득권을 거세게 비난한다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다수에 반대하는 표현은 혐오표현과 달리 그들을 향한 차별을 자행하지도, 영속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26)

 

Q.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  개인이나 공동체가 보복, 검열 또는 법적 제재에 대한 공포 없이 자신들의 견해와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표

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적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

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주장된다면 이는 어떻게 보아야할까요? 

-  자유가 절도나 폭행 같은 범죄처럼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제약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역시 소수자 집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으로 주장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어린이가 상업시

설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노키즈존’),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일베의 ‘폭식 

23)  Gelber, Katharine(2002). Speaking back: The free speech versus hate speech debate. Vol. 1. John Benjamins 
Publishing.

24)  Hornsby, Jennifer(2003), “Free speech and hate speech: language and rights”, In: Egidi, R. and dell'Utri, M. and de 
Caro, M. (eds.) Normatività Fatti Valori. Macerata, Italy:Quodlibet, pp. 297-310. 

25) Matsuda, Mari J.(2018).

26) Gelber, Katharin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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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퀴어문화축제를 죄악으로 간주하는 반대 집회를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로 존중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

다. 이 경우 특정 집단의 표현의 자유는 다른 집단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그들을 모욕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

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27) 

Q. 혐오표현과 명예훼손은 다른 건가요?

-  혐오표현과 명예훼손은 많은 부분 중첩됩니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집단 명예훼손’(group libel, group defamation)

이라는 용어로 부르면서 혐오표현을 형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예컨대 독일 형법 130조는 ‘인구의 일부

를 모욕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덴마크 형법 

266조 역시 ‘사람의 집단을 그들의 인종, 피부색, 국적이나 민족 기원, 종교, 성적 성향을 가지고 겨냥한 공적인 명

예훼손’을 금지합니다. 노르웨이의 일반형법 규정 251조에서도 ‘불확정적인 집단이나 많은 수의 사람들을 향해 겨

냥된 명예훼손적인 진술을 기소할 수 있는 공적인 권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나라들이 집단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해온 까닭은 첫째, 평화를 지키고 싸움을 피하게 만듦으로써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명예훼손을 규제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사회적·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명예훼손이 시민개인의 존엄성이나 지위, 평판을 지지하기 위한 개념인 것처럼, 집단 명예훼손인 혐오표현 역시 

성별이나 인종, 장애, 성적 지향에 있어 취약한 사회 구성원들의 명성과 존엄성, 그들의 사회적·법적 지위를 보호하

기 위해 규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단적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  혐오표현과 명예훼손은 중첩되는 면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여부에 있어 강조점은 다릅니다. 혐오표

현을 판단할 때는 그 표현이 소수자 집단을 부정적으로 전형화하고, 멸시, 차별, 적대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양

산하는가가 핵심이라면, 명예훼손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및 그것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견표명방식에 의한 혐오표현이나 집단 명예훼손은 

혐오표현일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 혐오표현과 성희롱은 다른 것인가요?

-  한 대학 교수는 여성 성기에 대해 “격렬한 성관계를 하더라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는 발언

을 했고, 이것이 “의학적 사실”28)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성희롱이면서 동시에 잘못된 사

실을 바탕으로 여성들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여성 혐오표현이기도 합니다. 

-  혹자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sexual harrassment)으로, 성차별이나 여성 혐오를 성적이지 않은 괴롭힘(gender 

harassment)을 구분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성희롱’은 “하나의 섹스 행위”로 특정 개인에 대한 성적 

욕망을 담고 있는 반면, ‘성차별’로서의 여성 혐오표현은 섹스와 관련 없는 것으로 편견에 기초하여 해악을 주는 것이

라는 것입니다. 즉 전자는 성욕을 담고 있지만, 후자는 편견에 기초한 선입견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성 혐오표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 성희롱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자들이 무슨 회사

일, 애나 보면 되지!” 같이 단순한 성차별이나 여성혐오로 보이는 것도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성희롱인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29) 반대로 여성 혐오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성적 괴롭힘의 근거가 되곤 합니다.30) 

27) 같은 책. 32-34.

28) “성희롱 논란 총신대 교수 "의학적 사실, 강의내용 계속될 것”, 〈중앙일보〉, 2019년 11월 24일.

29) 캐서린 A. 매키넌(2007), 『포르노에 도전한다』, 신은철 옮김, 경기: 개마고원, 88쪽.

30) 같은 책,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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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오표현의 실태

구성

Q. 혐오표현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Q. 혐오표현 피해자의 고통은 어떤가요?

Q. 혐오표현의 사회적 해악은 무엇인가요? 

Q. 혐오표현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①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② 똥꼬충/김치녀 

  ③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더러운 외국인 아웃 

  ④ 블랙 페이스 

  ⑤ 남자들은 모두 강간범 

  ⑥ 동성애는 죄악이다 

  ⑦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아우팅

  ⑧ 몸매 좋은데? 

본문 

Q. 혐오표현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  오늘날 혐오표현은 익명의 전화와 편지, 포스터, 책, 잡지 및 팸플릿, 케이블 티브이, 통화 메시지 기록, 컴퓨터 네

트워크, 대량 메일, 그라피티,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매체와 최첨단 기술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됩니다.31)

-  현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인터넷의 도래 이전에는 혐오가 한 국가의 경계 내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인터넷으로 혐

오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디지털 혐오의 증가는 소셜미디어로 인한 것입니다.32)

-  오늘날 혐오표현을 전파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타자’에 대한 “부정적인 연상과 편견은 매

스미디어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의해 매일같이 생산”됩니다.33)

31)  Matsuda, Mari J.(1989), “Public response to racist speech: Considering the victim's story”, Michigan Law Review 87.8, 
pp. 2320-2381.

32)  Citron, D.K., Norton, H(2011), “Intermediaries and hate speech: Fostering digital citizenship for our information age”, 
BUL Rev. 91.4, pp. 1435-84.

33)  Özarslan, Zeynep(2014). “Introducing Two New Terms into the Literature of Hate Speech: ‘Hate Discourse’ and ‘Hate 
Speech Act’ Application of ‘speech act theory’ into hate speech studies in the era of Web 2.0” Ileti-s-im, 20, pp. 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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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2019)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있습니다. 혐오표현 피

해가 가장 빈번한 주요 표적집단은 ‘특정지역 출신’(74.6%), ‘페미니스트’(69.4%), ‘여성’(68.7%), ‘노인’(67.8%), ‘성

소수자’(67.7%), ‘이주민’(66%)이며, 이들 주요 표적 집단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난민’, ‘빈곤층’에 대한 차

별이 있다는 데에 70%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표>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전반적 혐오표현 경험 유무 (n=1200, 단위:%)        대상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n=770, 단위: %)

유경험자
(있다)

64.2

35.8

68.7여성

남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특정지역출신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59.1

58.2

36.9

67.8

74.6

66.0

44.2

67.7

69.4
무경험자
(없다)

출처 :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9)

Q. 혐오표현 피해자의 고통은 어떤가요?  

-  혐오표현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줍니다. 혐오표현은 대상자의 인격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이들을 열

등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위축감, 공포감, 정서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합니다. 이는 피해자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

하거나 부정하는 경험으로 이어지며, 그에 따라 많은 혐오표현 피해자들이 관계의 폭과 생활반경이 축소되고 자유

로운 표현에 제약을 받게 되는 등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  특히 혐오표현의 주요 표적 집단인 소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2017)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58.8%, 이주민 56%, 성소수자 49.3%가 혐오표현을 접한 이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을 넘어서 ‘자살충동, 우울증, 공황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보다 심각한 병리적 증상을 유발하기

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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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은 피해 당사자들의 일과 학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혐오표현을 경험한 소수자 20명 중 10명은 일이나 

학업을 중단하거나, 근무지 이동, 전학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34) 즉 혐오표현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삶을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서, ‘노동권’, ‘교육권’ 을 크게 저해하게 됩니다.

-  혐오표현이 노골적인 범죄(예: 살해협박, 신체적 폭력, 임금갈취, 성추행, 스토킹 등)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오표현 직후에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혐오표현 피해는 혐

오표현의 직접적인 대상자 외에 그 주변인에게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혐오표현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료가 직접적

으로 소수자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성적 대상화된 표현에 노출되거나 협박,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Q. 혐오표현의 사회적 해악은 무엇인가요? 

-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강화합니다. 『혐오표현 리포트』(2019)에 의하면,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공포와 위축효과’는 주요 표적집단인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에 따라 소수자는 

공적 토론에 참여할 권리를 잃게 되는데, 혐오표현 가해자는 이처럼 소수자가 공론장에서 ‘과소 대표’되는 상태를 

악용해 소수자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편견을 확산시킵니다.

-  혐오표현은 ‘사회적 공론장’을 왜곡합니다. 최근 SNS나 익명 댓글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은 소수

자뿐 아니라 소수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이들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혐오표현 가해자들

은 혐오에 동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유포합니다. 이 메시지는 사회적 공론장을 조

작해 혐오에 우호적인 상태가 되도록 유인합니다.35)

-  혐오표현에 내재된 전염성은 ‘비판적 문제의식’을 마비시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 순간, 하나 둘씩 혐오를 드러내는 데 거침이 없어

지고, 더욱 강도 높게 말하는 것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무력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혐오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사고방식을 혐오의 틀에 가두어 지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작동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게 됩니다. 

-  혐오표현은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혐오표현 그 자체는 불법적인 차별행위나 폭

력과 구분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혐오표현에는 상시적으로 차별행위나 폭력을 촉발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증오범죄가 발생한 사회에는 혐오표현이 난무하며, 한국사회에서도 혐오표현이 물리적 폭력 같은 불법행

위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오표현, 편견, 차별행위, 증오범죄는 하나의 맥락에 놓일 수 있습니

34) 

소수자 유형(성별포함) 일과 학업 면에서의 영향

B 여성 이사, 직장 사직, 대학원 시험 실패

C 거이 고교 중퇴

F 트랜스젠더(MTF) 직장 사직

G 이주민, 여성 직장 사직

I 이주민 자녀가 학교 자퇴 후, (자녀와 부인의) 이민

N 장애인 여성(지체장애) 직장 사직

O 장애인 여성(발달장애) 직업훈련장 이직

P 장애인 여성(지체장애) 고교 전학

S 청소년 성소수자 고교 전학

T 남성, 이성애자(성소수자 지지활동) 대학 휴학

출처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7)

35) 유민석(2019),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서해문집.(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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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혐오의 피라미드’에 따르면 ‘편견’이 ‘혐오표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수자에 대한 고용을 기피하는 등 실

제적인 ‘차별행위’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집단적인 린치와 같은 ‘증오범죄’로 이어집니다.36) 극단적인 경우라면 제

노사이드와 같은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질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림> 혐오의 피라미드

편견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편견 공유

혐오표현
조롱, 위협적·모욕적·폭력적 말이나 행동,

집단따돌림

차별행위
고용, 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

괴롭힘, 배제, 분리

증오범죄
편견에 기초한 폭행, 협박, 강간,

방화, 테러, 기물 파손

집단학살
특정 집단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말살

출처 :  홍성수(2018),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Q. 혐오표현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①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상황 

•  사내에서 화장하지 않은 여성 동료에게 농담 삼아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말  

하면서 여성을 외모로만 환원하는 경우

•  “김치녀들은 의무는 기피하고 권리만 밝히면서 남자에게 기생한다”라고 말하면서 한

국 여성 전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이와 유사

•  ‘동남아시아 출신들은 게으르다’와 같은 일반화의 경우도 이와 유사

36) 홍성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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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인가? 

-  이러한 표현은 여성을 외모로만 환원하거나 한국 여성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하는 ‘부정

적 전형화’ 유형의 혐오표현입니다. 

-  이러한 혐오표현은 집단 구성원의 자존감의 훼손합니다. 

-  또한 이러한 표현은 사람들에게 여성들이 능력이 아니라 외모로 승부한다는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김치녀 역시 한국

의 청년 여성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전형화합니다. 동남아시아 외

국인들을 게으르다고 전형화 하는 것 역시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강화시킵니다. 

-  혹자는 그런 표현들이 사실이며 그런 점에서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

다. 물론 일부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일부

의 그런 특징을 집단 전체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거나 집단의 여러 특징 중 그 특징만을 

과도하게 일반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표현이 대체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데 기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혹자는 이런 식의 가벼운 농담도 혐오표현이라고 하면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아예 입을 닫으라는 것이냐 하면서 반문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강도가 높지 않은 

혐오 표현도 자주 반복해서 듣거나 권력이 있는 위치에서 발설한다면 고용이나 승진

기회 박탈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일상에서 자주 

내뱉었던 이런 말들은 채용이나 업무에서의 차별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이런 표현들이 구체적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수행될 때 근로기준법 상의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관련규정 

및 이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

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

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

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

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특정 집단을 부정적으로 전형화한다면 그것은 혐오표현입니다.

-  이는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더불어 차별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불쾌감뿐 아니라 자존감 훼손이나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태도보다 대항적 맞받아치기 등을 통해 상황을 풍자하

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군가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말할 때 가령 ‘여자는 역시 

용기가 경쟁력’ 또는 ‘남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맞받아친다면 상황이 풍자되고 있

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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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전형화 표현이 발화될 때 주변인들이 혐오

표현에 동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제 3자가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줄 때 이런 상

황은 더 잘 규제될 수 있습니다.   

② 똥꼬충 

상황 

•  근무 중, 사석에서 또는 SNS상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똥꼬충’이라고 부르면서 멸시하

는 경우.

•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을 ‘조센징’이라고 지칭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도 이와 

유사. 

• 그밖에 ‘깜둥이’, ‘파퀴’(파키스탄인 비하), ‘똥남아’, ‘틀딱충(노인 비하)’ 등도 해당

혐오표현인가? 

-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지칭하는 비속어, 피부색이나 체취를 조롱하는 표현, 동성애

자에 대한 혐오가 담긴 조롱이나 욕설 등은 대상을 폄하하고 비방하며 나아가 모욕, 

위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입니다. 

-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표현을 주로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배우고 

별다른 생각 없이 장난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멸시적 호칭이 어떤 역사적 맥락

에서 발생하였고 실제로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과 위협을 가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한 농담일 수 없습니다. 

-  가령 조센징이라는 호칭은 식민지 조선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면 말이며, 실제로 현재

까지도 일본의 한국인들은 조센징으로 불리며 모욕이나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흑

인 노예제가 철폐된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의 부당한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하는 등 아직도 인종차별의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깜둥이’라는 표

현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그 피부색을 이유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과정에서 게이 남성

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찜질방 시설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

을 때, 몇몇 네티즌들은 이들을 ‘똥꼬충’이라고 부르는 등 동성애자들에게 모멸감을 주

는 발언을 했습니다. 

-  이런 표현들은 자존감 훼손을 넘어 차별, 존재의 위협까지도 선동합니다. 조센징과 깜

둥이가 폭력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이어졌듯이 똥꼬충이라는 혐오표현은 게이들이 

코로나를 퍼트린다는 잘못된 편견을 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그랬듯 성소수

자들을 사회적으로 추방하려는 위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이런 표현은 사회적 인정을 거부하는 태도를 담고 있기에 당사자들에게 

불행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거부로 인해 스스로를 부족하고 열등한 사

람이자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감, 자존감, 사회적 소속

감의 결핍으로 나타나며 이는 극단의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이런 표현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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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관련규정 

및 이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

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

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

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드라인(대

안 포함)

-  특정 집단을 부정적으로 전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멸시화한다면 이는 혐오표현입니

다. 이러한 편견을 기반으로 해당집단은 심리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을 당하게 

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인종말살 사건이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교육과 홍보를 통해 특정 집단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표현은 혐오표현일 수 있

음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3자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특정 집단에 대해 

편견 가득찬 멸시를 시전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즉각적인 이의제기를 하는 

좋겠습니다.  

-  반복적으로 수행될 때 인권센터 등 해당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더러운 외국인 아웃 

상황 

•  중국인이나 무슬림을 향해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더러운 외국인 아웃’이라고 말하는 

경우 

•  다문화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의 순수혈통이 사라져 민족의 소멸을 초래할 것’, ‘이주민

과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이와 유사

•  ‘동성애자는 성범죄자’로 말하는 경우도 이와 유사

혐오표현인가? 

-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더러운 외국인 아웃’ 같은 표현은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증오, 공격 또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혐오표현입니다.

-  이 같은 표현들은 실제로 그런 집단을 향해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집단을 향한 차

별·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합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고립, 차별, 적대, 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그 대상 집단 구성원에 대한 적대감의 확대, 폭력, 사회 구

성원 간 평화로운 공존의 파괴 등의 해악을 가져옵니다.



   37 

근거(관련규정 

및 이론)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

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

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

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 :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것에 해당하는 국가, 인종 또는 종교적 혐오를 옹호하는 것은 법

률에 의해 금지된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소수자들에게 차별 및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들은 표적으로 삼은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일반 대중을 선동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해악과 위험을 창출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런 표현들은 단지 표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차별로 직결되곤 합니다. 소수자를 사

회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생각’이 표현되면서 실제 ‘행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억제되어야 할 표현이기도 합니다. 

-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고, 특권 계층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

념하고,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열등성은 과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근거 

없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  노골적인 적대성이 드러나는 경우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집단의 즉각적 대응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인들이 바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

습니다. 

④ 블랙페이스 퍼포먼스 

상황 
•  고교 졸업사진에서 흑인들을 흉내내기 위해 비흑인이 흑인 분장을 한 경우

•  장애인을 희화화하는 웹툰 만화 작품의 경우도 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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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인가? 

-  흑인의 특징을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블랙페이스(Blackface)는 혐오감정 

없이 수행되었다고 해도 혐오표현일 수 있습니다. 

-  물론 맥락이 중요하겠지만 흑인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블랙페이스는 그 역사성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공격적이고 무례하며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백인의 

문화를 재현할 때는 피부색을 강조하거나 신체적 특징으로 환원하는 경우가 드뭅니

다.  따라서 흑인의 문화를 오직 피부색에 초점을 맞추어 재현하는 것은 편견을 강화

하는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대

안 포함)

-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로 행해진 혐오표현의 역사를 고려하는 가운데 특정한 상징물이

나 재현 방법이 역사적으로 소수자들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술이나 문학 등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제

한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해당 표현물들이 소수자 집단에게 해악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반론 

또는 삭제 요청 등이 있을 시, 해당 소수자 집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남자들은 모두 강간범

상황 

•  불법촬영물에 분노한 여성들이 ‘남자들은 모두 강간범’이라고 말하는 경우

•  동성애 아웃을 선동하는 일부 개신교를 향해 ‘개독교’라고 일컫는 경우도 이와 유사

혐오표현인가? 

-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표현과 달리, 사회적 소수자 구성원이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다

수자 집단 구성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분노에 찬 표현 또는 다수자에 대

한 풍자 등은 혐오표현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조적 차별이나 지배를 실행하

기보다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남자들은 모두 강간범이라는 말을 특정 개인을 증거 없이 비난하는 맥락에서 

사용하여 그의 법익을 훼손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

니다. 

근거(관련규정 

및 이론)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

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대

안 포함)

-  우리는 차별 및 불평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다수자에 대

한 대항표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평등, 반차별, 소수집단의 역량 강화

를 꾀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누군가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 혐오를 강화한다면, 그런 

표현은 다수자에 대한 대항표현이 아닌 혐오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때 대항표현 역시도 오용해서는 안 되며, 대항표현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

회적 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를 강화하거나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  다수자에 대한 비난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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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동성애는 죄악이다

상황 

•  어느 종교인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다’고 말하고, 이를 종교의 자유 또는 표현

의 자유라고 변호하는 경우 

•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이 세월호 유가족 단식투쟁 현장에서 폭식투쟁을 하면서 이

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경우도 이와 유사

•  한 대학 학보사가 “성소수자 혐오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싣는 경우도 이

와 유사

혐오표현인가? 

-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란 ‘개인이나 

공동체가 보복, 검열 또는 법적 제재에 대한 공포 없이 자신들의 견해와 의견을 분명

히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  그러나 이 사례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보다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

다. 특정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근거(관련규정 

및 이론)

-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대

안 포함)

-  표현의 자유 권리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는 혐오발화자의 자유를 명분으로 하여 혐오

표현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의 권리를 해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들 역시 종교나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와 같은 신

념이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공영역에서 표현될 때, 이로 인해 특정 

개인과 집단에게 해악이 발생할 때는 혐오표현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표현의 자유로 위장한 혐오표현은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며, 이를 정

당화하는 데 동원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종교적 자유 등의 명목 하에 발화되어

서는 안 됩니다. 

⑦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아우팅  

상황 

•  직장 동료들 앞에서 한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아우팅’의 경우

•  스포츠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HIV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하는 신문기사의 경우

•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성적 지향이 언

론에 의해 부각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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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인가? 

-  아우팅(Outing)은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공개하

는 행위입니다.

-  아웃팅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일 수 있으며, 개인의 명예훼손이 집단의 특

징에 대한 부정적 전형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코드화된 혐오표현일 수 있습니다. 

-  많은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 혐오 등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곤 합니다. 당사

자의 동의 없이 정체성을 폭로하는 행위는 성소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평판을 깎

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뿐만 아니라 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개인정보보

호법을 위반하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근거(관련규정 

및 이론)

-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

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개인 정보 보호법>

가이드라인(대

안 포함)

-  개인을 성소수자 또는 감염인이라고 강제 아우팅하는 것은 직접적인 혐오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개인적이고 직업적으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서 많은 경우 아우

팅을 당한 피해자는 그들의 사생활과 경력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아웃팅을 개인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일부 개인은 또한 성소수자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잘못 아우팅을 당하는 피해를 입기

도 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⑧ 몸매 좋은데? 

상황 

• 직장에서 남성 임원이 여성 근로자에게 “몸매 좋은데?”라고 말하는 경우

• “예쁜(뛰어난 미모의) 시의원을 모셨습니다”라는 발언

• 성적인 대상화와 비하를 유발하는 영상, 이미지, 글자를 전송하는 경우

•  (여성) 노동자의 옷차림과 외모를 두고 “누구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입었느냐”,  

“살 빼야겠다”라고 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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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인가? 

-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성욕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괴롭힘’으로, 여성 혐오표현은 성

욕과 관계없는 성별 편견, 비하, 위협 등으로 이해됩니다. 

-  그런데 여성 혐오표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 성희롱인 경우가 있습니    

다. 예컨대 “여자들이 무슨 회사 일, 애나 보면 되지!” 같이 단순한 성차별은 그저변에 

여성을 생물학적 섹스로 환원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

(남편)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거나 남편과 아이 돌봄을 하는 존재로 적합하다는 전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가까운 표현이 사실은 성차별적인 여성 혐오표현에 가까운 경우

도 많습니다. 이는 모든 여성 혐오 사상이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섹스에 기반하여 남성

의 우월성을 점하려는 경향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성희롱과 혐오표현 개념은 구분될 수도 있지만 중첩되는 부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매 좋은데?” 같은 표현은 개인에 대한 성

희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 혐오표현이기도 합니다.

근거(관련규정 

및 이론)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

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

  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

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

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

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성희롱과 성차별적인 여성혐오표현은 모두 여성혐오 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는 여성에 

대한 괴롭힘으로써,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분법들을 고정하고, 존속시키고 재생산한다

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  성희롱과 여성혐오표현은 동료 직원들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피해자들을 고립시

키며 불필요한 적대적 환경을 직장 내에 조성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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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와 능력을 연결시키는 방식은 여성의 취업기회, 승진기회 등을 차별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특히 외모에 대한 평가의 경우, 칭찬이나 감탄의 의도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

게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성차별을 고정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

습니다.

-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고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

우엔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과정 중에서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의

견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4. 공공기관 관련 혐오표현

구성

Q. 공공기관과 관련된 혐오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공공기관 종사자의 혐오표현 인식은 어떨까요?

Q. 공무원들이 자주 마주치게 되는 혐오표현의 사례는? 

  ① 그거 시구니(시군이) 시켜

  ② ‘기간제’, ‘계약직’ 등 고용형태 표기 

  ③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 하네   

  ④ 앉은뱅이 출장   

  ⑤ 홍보책자, 홈페이지의 차별적 이미지 사용

  ⑥ ○○ 지역 출신이 많은 곳은 민원이 심하다.

  ⑦ 나중에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 

  ⑧ 보호자와 다시 오세요

  ⑨ 수급자들은 다 그래   

  ⑩ 어머니! 아줌마!   

  ⑪ 나이도 어린데 참 장하다!  

  ⑫ 한국에 빌붙어 사는 주제에 이따위 범법 행위를 하냐? 

  ⑬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막말

  ⑭ 서울광장 퀴어행사는 음란한 행사다

  ⑮ 페미니즘은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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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Q. 공공기관과 관련된 혐오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공공기관에서 혐오표현의 발화 상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사이에서 쓰이는 표현   

     (2) 문서상(온라인 포함)의 표현

     (3) 공무원이 시민에게 하는 표현 

     (4) 시민이 공무원에게 하는 표현 

(1) 공무원 사이에서 쓰이는 표현 : ‘시구니’, ‘연합군’,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 하네’ 등

-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공무원 조직 내부에 ‘상하관계’를 비롯한 ‘기관 

간 위계’, ‘직렬과 입직 경로에 따른 차이’에 따른 차별의식이 형성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동료를 차별적인 표현으

로 지칭하는 등의 혐오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종사자가 유머를 포함한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거나 동

료 구성원에 대한 외모평가를 하는 등 문제의식 없이 이러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서상(온라인 포함)의 표현 : 홍보책자나 홈페이지 등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경우, ‘앉은뱅이 출장’, ‘기간제, 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공개적으로 표기하는 경우’,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표기하는 경우 등 

-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문건들은 결재 과정에서 포함 내용 전반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홍보책자

나 홈페이지 등에 사회자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장애와 반

성폭력 시민감시단’의  『2020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활동보고서』.(2020)에 따르면, 장애인을 비

장애인에 비해 수동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 사용,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이미지 사

용,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이미지 사용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내부에서 작성·유통되는 문서에서도 작성자의 인식 부족으로 혐오표현이 쓰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SNS나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일베’ 등에서 유행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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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이 시민에게 하는 표현 : ‘아줌마’, ‘한국에서 빌붙어 사는 주제에’, ‘나중에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 ‘수급자들은 다 그래’, ‘장애인들은 떼를 쓴다’, ‘어린 나이에 장하다’ 등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2017)에 따르면 시민이 공무원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사례가 42.8%

에 달합니다. 주로 민원인과의 대면 상황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사가 나타나는 경우들로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비하하는 사례, 혹은 상대방을 의사소통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등이 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종사자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에서 하는 언사가 혐오표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 당사자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정적인 태도로 한 표현이, 편견에 근거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소수자인 상대방의 능력이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시민이 공무원에게 하는 혐오표현 : ‘여자가 감히’, ‘말단 주제에’, ‘네 아들도 게이냐?’ 등

-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2018)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이 시민으로부터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는 답변이 약 80%에 달합니다(‘자주 있다’(38.9%), ‘가끔 있다’(40.7%)). 특히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시민들로부터 욕설이나 그 밖의 모욕적 표현을 듣게 되는 사례가 많으며, 인권이나 차별 이슈에 

관한 공청회나 간담회 등에서 참석자가 진행을 방해하거나, 몸싸움까지 벌이는 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Q. 공공기관 종사자의 혐오표현 인식은 어떨까요?

-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혐오표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

드라인 마련 실태조사』(2018)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연관된 혐오표현 발화 상황별로(공무원간, 공무원-시민

간, 시민-공무원간, 문서·온라인 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90%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표> 혐오표현 발생 상황별 개입 및 대응 필요성

 (단위: 명, %, n=54)

상황
매우

필요하다(A)
다소

필요하다(B)
(A+B)

별로
필요없다(C)

전혀 필요
없다(D)

(C+D)

공무원·직원들 사이에서
30 20 50 4 0 4

55.6 37.0 92.6 7.4 0.0 7.4

공무원·직원이 시민에게
35 17 52 2 0 2

64.8 31.5 96.3 3.7 0.0 3.7

시민이 공무원·직원에게
35 19 54 0 0 0

64.8 35.2 100.0 0.0 0.0 0.0

법령, 계획, 사업, 홍보물 등에서
37 15 32 1 1 2

68.5 27.8 96.3 1.9 1.9 3.7

 출처 :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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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공공기관과 연관된 다양한 혐오표현 발화 상황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구성원을 위한 혐오표현의 ‘이해·예방·대응’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

기관 종사자들은 공식적인 언어 사용에서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일상생활이나 SNS에서 접한 혐오표현

을 동료 구성원이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종

사자라고 해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특별히 더 나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

여줍니다.37) 

-  구성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는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

해 부족으로 인해 혐오표현 문제가 단순히 노골적인 욕설 같은 폭력적 언사를 순화하는 문제로 축소되며, 혐오표

현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라는 점은 간과됩니다. 또한 혐오표현을 단순히 말이나 글로 이루어지는 것

으로만 여긴 나머지, 비언어적인 차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38) 

-  공무원 사회 특유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역시 혐오표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열을 

중시하는 관례로 인해 공무원 사이에서 직급이나 직렬에 따른 차별이 나타나기도 하며, 혐오표현이나 차별행위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나 기관의 평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조직 내부에서 관련 문제제기를 묵살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종사자가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언이 마치 ‘공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러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대체로 혐오표현 문제를 ‘개인으로서’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결부시키

고, 해당 사안을 가급적이면 얽히지 말아야 할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혐오표현 

문제를 비롯해서, 인권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습니다.  

Q. 공무원이 자주 마주치게 되는 혐오표현의 사례는?

① ‘그거 시구니 시켜’, ‘연합군은 잘 뭉쳐’, ‘전환직은 원래 다 그래’

37)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2018)와 연구진이 수행한 FGI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구성
원 간의 혐오표현이나 상급자로부터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동료 구성원이 시민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8)  『2020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활동보고서』(2020)에 따르면 비언어적인 차별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공공기관의 홍보책자나 홈페이지 등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이미지·배경 디자인이 다수 수록되고 있는 상
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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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광역 단위 공무원이 시·군 단위 공무원을 ‘시구니(시군이)’로 부르는 경우

•  행정직 공무원이 행정직이 아닌 구성원들을 ‘연합군’으로 부르거나, 특수 직렬 공무원

이 행정직 공무원을 비하하는 경우

• 구성원을 ‘전환직’이나 ‘임기직’, ‘어공’(어쩌다 공무원)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

혐오표현인가? 

-  ‘시구니’(시군 소속 공무원), ‘연합군’(행정직 외 직렬인 공무원), ‘어공’(어쩌다 공무원)

과 같은 표현들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이들 표현

은 대상자 집단을 열등하게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욕설

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전환직’(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다는 의미)이나 ‘임기직’의 경우, 처음에는 중

립적인 의미의 용어였다 하더라도, 이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용어를 특정 집단을 열등한 집단으로 드러내는 의도에서 사용한다면, 

이 역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혐오표현’에 해당됩니다. 표현 자체만으로 가

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표현의 강도가 높지 않다고 해서, 그 표현의 해악성까지 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특

히 이러한 혐오표현은 겉보기에 선동적이지 않지만, 조직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

되고 반복됨으로써, 교묘하고 은밀하게 편견을 확산시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을 표출하는 언사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소문을 퍼뜨리거나 험담을 하는 등의 언어적 행위를 포

함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

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

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

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

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특정 직군이나 직렬, 특정 단위의 기관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는 호칭·지칭을 사용하

지 말아야 합니다.

-  동료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언사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며, 이는 근로기준

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석에서나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식적인 직함이나 동등하게 ‘00주무관(님)’ 등

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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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간제, 계약직’ 등 고용형태 표기

상황 
•  공공기관에서 조직 구성도나 직원 소개란 등에 구성원의 고용형태를 표기하여 외부

에 공개하는 경우

혐오표현인가? 

-  ‘기간제’, ‘계약직’과 같은 용어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표현 자체에 혐

오나 차별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

하는 상황과 맥락입니다. 불필요하게 고용형태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는 일종의 공적

인 차별로서 집단 명예훼손이자 혐오표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고용형태의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문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대

체로 공공기관 내부의 관례로, 관료조직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위계 중심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대한 내용 자체는 내부 인사 관리에 필요한 정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 구성원은 외부의 차별적 시선에 노출될 수 있

습니다. 즉 고용형태의 무차별적인 공개는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묵인하고, 이를 간접

적으로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

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

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

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

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고용형태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기간제’, ‘계약직’ 등 구성원의 고용형

태를 공개하는 호칭이나 표기방식은 직급이나 서열에 따른 차별을 암묵적으로 승인하

는 효과가 있으므로, 간접적 혐오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용형태로 드러나는 서열화는 위계적 조직 문화를 재생산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크다는 점에서 이런 관행이 파생할 문제는 심각합니다. 따라

서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이를 표기하는 관행은 폐지

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위계적인 문화가 차별을 재생산하는 관례로 굳어진 경우들(예: 서열대로 식사 

자리 정하기, 서열 순으로 인사하기)은 대체로 겉보기에는 중립적인 관료의 행동 양식

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그 유해성을 명확히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명백

한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들을 차별적 행위로 인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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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 하네’, ‘오늘 화장 안 했나봐’, ‘살만 좀 빼면 괜찮을 텐데’, ‘여직원이 많으니 화사

해서 좋다’ 

상황 
•  동료 구성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외모 상의 특징을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경우 

•  외모평가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

혐오표현인가? 

-  외모평가는 상대방의 공적 정체성을 배제하는 것이며 외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강
화하는 행위입니다.

-  특히 여성인 동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외모평가를 대화의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대를 성적인 존재로 제한하고, 상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부정적 전형화 유형
의 혐오표현입니다. 설령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외모에 대한 
평가적 발언 자체가 상대의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존중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SNS 등 온라인상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모품평이 노골적인 혐오표현을 동반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에 ‘보’를 합성함으로써 비
하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는 여성을 ‘창녀’, ‘걸레’, ‘조개’ 등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폭력의 원인을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는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차별과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조작하고 선동한
다는 점에서 명백한 혐오표현입니다.

-  UN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는 것
에 대해 우려하면서, 인터넷 게시판,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에서 여성에 대한 혐
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내법 가운데 <
정보통신에 대한 심의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공직자로 혐오표현 발화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법>에 의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
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
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
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
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
는 아니 된다.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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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외모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이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외모를 평가

하는 것은 설령 악의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동료 시민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결여한 

행위이자, 외모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특히 SNS 등 온라인상의 외모평가는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명백한 혐오표현

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러한 표현을 한 경우 공무원의 ‘품

위 유지의 의무’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앉은뱅이 출장’  

상황 •  공공기관에서 수당 계산에 포함되는 허위 출장을 ‘앉은뱅이 출장’이라고 부르는 경우

혐오표현인가? 

-  ‘앉은뱅이’는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소수자를 멸시, 모욕, 위협하는 혐오표현’

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장애를 비하하거나 희화화 표현들인 ‘불구자’, ‘벙어리’, ‘귀머거

리’, ‘난쟁이’, ‘말더듬이’, ‘절름발이’, ‘애꾸눈’ 등도 모두 동일한 유형의 혐오표현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  허위출장을 지시하는 의도에서 ‘앉은뱅이’라는 표현을 할 경우, 이 표현이 특정인을 향

해서 쓰인 것이 아닐지라도, 장애라는 속성을 비하의 대상으로 삼고 부정적인 편견을 

고착화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편견이란 장애인을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존

재로 바라보거나, 장애의 특정 양상을 저열하게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습니다. 

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3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

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5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

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

를 부담한다.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

를 채택할 것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실행하는 것을 삼가        하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        장할 것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

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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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문서상의 표현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앉은뱅이 출장’은 ‘허위출장’으로 지칭하고, 그 외에도 ‘벙어리장갑’은 ‘손모아 장갑’으

로 표현하는 등 행정상, 혹은 일상에서도 장애비하로 이어지지 않는 대체언어를 생각

하고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장애 유형을 포함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지

체장애인’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⑤ 홍보책자, 홈페이지의 차별적 이미지 사용

상황 

•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이미지가 소수자를 소외시키

고, 편견을 강화하는 경우 

예1)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해 소극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

예2)  정책 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이미지가 부각

되는 경우

예3) 장애인과 외국인은 얼굴 없이 기호로만 표시하는 경우

 

예4)  범죄신고 업무는 힘센 남성이, 친절상담 전화는 여성이 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성별역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경우

사례 출처 :『2020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활동보고서』(2020)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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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인가? 

-  혐오표현은 말과 글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책자나 홈페이지의 이미지, 사진, 배경 디자인 등에도 혐오가 표

현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해 수동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 이성애 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이미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이미지 등은 모두 사회적 소수

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  말이나 글이 아닌 이미지로 된 혐오표현은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무의식중에 해당 

대상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 기준 : 

 1-1.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1-2.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2-1.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2-2.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2-3.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3-1.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4-1. 여성/남성 또는 특정 연령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4-2. 가족 구성원을 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구축하고 있는가?

 4-3. 가족 내 역할을 고정하고 있지 않는가?

-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 고침』 활동보고서> :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양성

평등 관점(국가정책 대부분 그러함)에 기반해서 작성되었음. 성평등 이란 이분법적 남

녀평등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인권의 주체로서 소수자들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교차

적 관점과 이해 필요함.”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공공기관에서 외부로 발행되는 책자나 홈페이지 등은 시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보다 높은 인권 감수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홍보물의 경우 이미지나 배경 디자인 등을 외주 제작사의 자율에 맡기는 경

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이미지나 배경 디자인이 들어

가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 홍보물의 이미지나 배경 디자인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여성이나 장애인, 이주민 등이 수동적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간행 목적이나 정책 대상에 부합하는 한에서, 공공기관 홍보물의 이미지나 배경 디자

인은 가급적 다양한 삶의 형태와 정체성을 포괄해야 합니다. 가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이라면 휠체어 사용자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 형태를 함께 표

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⑥ ○○ 지역 출신이 많은 곳은 민원이 심하다.

상황 
•  공공기관 종사자가 민원인의 출신 지역에 대해 편견을 부추기거나 희화화하는 표현

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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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인가? 

-  공공기관 종사자가 특정 지역에 관한 험담을 하거나, 특정 지역 출신 집단을 폄훼하고 

희화화하는 언사를 하는 경우, 이는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  출신 지역에 따른 고용 차별이나 교육 기회의 박탈 등은 이미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행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과 혐오표현이 이

러한 차별 행위를 낳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유해성이 큽니다.

-  출신 지역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시민적 정체성이 훼손되

어서도 안 됩니다.

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헌법 제11조 :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

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

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

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과 혐오표현은 고용차별 등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  공공기관 종사자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역 출신 집단에 대한 편견을 유포해서는 안 

되며, 민원인의 시민적 정체성이 출신 지역으로 인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⑦  ‘나중에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 ‘동성애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

겠습니다.’

상황 
•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소수자인 시민의 정체성을 문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타이르거

나 충고하는 방식으로 정상성을 강요하는 경우

혐오표현인가? 

-  겉보기에 온정적으로 타이르거나 충고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표현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상대

를 권력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고착화시킨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  해당 표현은 성소수자인 상대방을 권력관계에서 자신과 대등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상

대의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결여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발화자는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

하는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하면서, 성소수자를 치료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과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타인에 의해 간섭받거나 

교정 또는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부정하

거나 폄하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UN 인권이사회는 2011년과 

2014년에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

택한 바 있으며, 한국에 인종과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청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가운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혐오범죄법>(미국) <인

권법>(캐나다), <일반평등대우법>(독일) 등의 법안을 통해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존중이 보편적 인권 항목임을 인정하고, 이와 연관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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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헌법> 제11조 :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

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제1조 : 법률은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을 사유로 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캐나다 <인권법> 2. 법안의 목적 : 이 법은 의회의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안의 범위 내

에서 모든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종,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피부색, 종교, 연

령, 성별, 성적지향, 결혼여부, 가족관계, 신체장애 및 사면 받은 유죄판결 등을 근거로 

차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따라 각자가 가질 수 있고 또한 갖기를 원

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타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실행하기 위하

여 법적 효력이 미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미국 <혐오범죄방지법> : ‘성별,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 에 의해 혐오범죄가 발생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교정이나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의 성

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성애중심적인’ 규범에 입각해 특정

한 관계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  상대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존중하고, 성소수자를 비하하거나 희화화  해서

는 안 됩니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소수자인 상대방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부정하고 폄하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⑧ ‘보호자와 다시 오세요’, ‘보호자 없이는 안 됩니다’

상황 

•  뇌병변이나 언어장애 등이 있는 민원인이 자신과 관련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보호자와 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  민원을 신청하러 온 아동에게 ‘부모님과 같이 오세요’라고 말하는 경우

•  공공기관 종사자가 장애인인 당사자를 배제하고, 활동 보조인과만 소통하려고 하는 경우 

혐오표현인가? 

-  활동 보조인 동석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는 장애가 있는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과정 없이 ‘보호자와 오라’, ‘보호자 없으면 안 

된다’ 같은 언사를 했다면 이는 민원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를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강화하므로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우선적으로 소통해야 할 민원인 당사자를 배제하고, 의사소통 

대상을 활동 보조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무시이자 장애에 대한 차별행

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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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는 일은 어린이, 장애인을 포함해서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

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3

조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 제공을 공공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관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활동 보조인등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탓이 아니라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갖추지 못한 해당 

기관의 사정 때문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

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

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

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 문자 등을 습득하고이를 활용

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하며, 위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

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3항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

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5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

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

를 부담한다.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

를 채택할 것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

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실행하는 것을 삼가하고, 정부당

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

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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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공공기관 종사자가 장애가 있는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과정 없이 활동 보조인 등의 동

석을 요구하는 언사는 혐오표현입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장애인인 당사자와 의사소

통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  활동 보조인 등의 동석이 필요한 상황은 장애가 있는 민원인의 탓이 아니라,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한 기관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민원인의 활동 보조인 등

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민원인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이루

어져야 합니다. 소통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민원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입니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보접근

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공공기관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

관과 그 종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처벌받

을 수 있습니다.

⑨ ‘수급자들은 다 그래’, ‘노숙인은 위험해’

상황 
•  공공기관 종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부추

기는 표현을 하는 경우

혐오표현인가? 

-  공공기관 종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인 시민의 요구를 

폄훼·조롱하거나 이들의 정체성을 ‘게으르다’, ‘막무가내로 떼를 쓴다’ 등의 표현으로 

전형화하는 것은 명백한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표현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누적된 차별의 문제를 심화할 뿐 아니라 가난에 대

한 차별을 부추기고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큽니다.

-  설령 호의에서 비롯한 온정적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으

로 간주하거나, 가난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경우 상대방의 시민적 정체성과 자립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관련규

정 및 이론)

-  <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

를 창설할 수 없다.

-  <세계인권선언> 제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6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가 있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공공기관 종사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저소득층과 빈곤층에게 부정적 이미지

를 덧씌우거나 편견을 부추기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가난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시민적 정체성이 훼손되

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이한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  호의에서 비롯된 표현일지라도 가난하다는 사실을 부각하거나 상대를 시혜의 대상으

로만 규정하는 것은 시민적 정체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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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어머니! 아줌마!

상황 •  공공기관 종사자가 여성 민원인을  ‘어머니’나 ‘아줌마’로 칭하는 경우

혐오표현인가? 

-  중년 여성을 ‘어머니’나 ‘아줌마’ 등 사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맥락에 따라 혐오표

현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독립적인 개인이나 시민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친근한 표현으로 생각하여 이 호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줌마’라는 호칭은 보통 중년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성별과 무관하게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시민적 정체

성’이나, ‘민원인으로서 자격’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1조 :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

이 남녀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

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결혼과 출산 및 양육이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조건에서 민원인

을 일방적으로 부모의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사회적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여성 민원인을 상대할 경우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이

자 시민이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공무, 민원,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찾아온 시민을 부르는 호칭을 ‘선생님’이나 ‘민원

인’으로 통일하고, 이름을 아는 경우에는 ‘OOO씨’나 ‘OOO님’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⑪ 나이도 어린데 참 장하다!  

상황 •  어린이·청소년 민원인이나 서비스 이용자에게 칭찬이나 격려의 의미로 ‘나이도 어린

데 참 장하다!’, ‘이렇게 하다니 기특하구나!’ 등의 표현을 하는 경우.

혐오표현인가? 

-  어린이·청소년에게 ‘장하다’, ‘기특하다’ 등의 표현으로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은 비

록 선의에서 하는 말이더라도,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것이므로 혐오표

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어린이·청소년은 미숙하고 비합리적이며 자율성이 없고 의지보다는 욕구에 따라 행

동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 편견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삶을 

성인의 의지대로 통제하는 등 학대와 차별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  ‘어린데 장하다’, ‘아직 아이인데 기특하다’, ‘조그마한 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등의 말은 칭찬과 격려를 하려는 의도로 하는 말이지만, 보통의 어린이· 청소년은 미

숙하다는 편견을 전제하고 있고, 이러한 표현이 편견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칭찬이

나 찬사라도 사회적 소수자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비롯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특히 저소득층인 어린이·청소년에게 이와 같은 표현은 빈곤층에 대한 편견(게으름, 

무력함, 교양 없음 등)도 함께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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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UN <아동권리협약> 제13조 1항 :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  UN <아동권리협약> 제15조 1항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

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1항 :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

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조 2항 : 어린이·청소년은 온전한 한 사

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3조(자기결정권) : 어린이·청소년은 진

로, 취미, 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

시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참여권) 1항 : 어린이·청소년은 개인

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공공기관 종사자는 어린이·청소년 또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동등한 삶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  어린이·청소년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린이·청소년이 좋은 결정이나 

나은 선택을 한 경우, 이것은 나이에 비해 훌륭한 것이 아닌, 개인의 역량과 조건 차이

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어린이·청소년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면, 나이를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노

력’, ‘능력’, ‘성취’,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격려할 수 있습니다.

⑫ 한국에 빌붙어 사는 주제에 이따위 범법 행위를 하냐? 너네 나라로 가라

상황 

•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주민·난민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한국에서 빌붙어 

사는 주제에 이따위 범법 행위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은 “외국새끼들

이 와갖고 술 먹고 지랄이다’ 출처 박미숙, 추지현(2017),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

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2017.12, 148쪽)

•  공공기관 종사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이주민·난민을 위험인물로 규정하여 차별하는 

경우(‘무슬림은 테러리스트’, ‘범죄인을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

•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기술하는 경우

혐오표현인가? 

-  이주민·난민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부정적 편견에 기반해 이들을 인간 이하의 존

재로 취급하는 표현으로 명백한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  이주민·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언사는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를 고취하여 적대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폭력을 조장할 위험성이 높은 혐오표현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이주 노

동자’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해당 집단의 정체성

을 범법자로만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혐오표현에 해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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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백인이 아닌 이주민·난민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주요한 원인이 한국사회에 내재된 인종차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UN이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인종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종결시

키기 위한 노력을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2항 :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  UN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1항: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종족 출신에 근거한 모든 구분, 배제, 제한 또는 선호로서, 정치, 경제, 사

회, 문화나 기타 어떠한 공공 생활 분야에서든지 동등한 입장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

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키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  UN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1항 : 당사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

종차별철폐와 인종 간의 이해 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추구할 책임을 

지며 (...) 모든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

증할 의무를 진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

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공공기관 종사자는 이주민·난민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공공기관 종사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이주민·난민을 의심의 눈으로 응시하거나 위험

인물로 규정하여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체류자’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  보편적 인권증진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근절하고, 인종·민족 등에 대한 편견 해소에 앞장서야 합니다.

⑬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막말

상황 

•  시민이 공공기관 종사자를 ‘철밥통’, ‘세금충’으로 지칭하는 경우 

•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성별, 성정체성, 나이, 외모, 지위, 경제력’ 등과 연관해 비하하

는 표현을 하는 경우(‘여자가 어디서’, ‘말단 주제에’, ‘네 아들도 게이냐?’)

혐오표현인가? 

-  ‘철밥통’(공공기관 종사자는 해고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됨), ‘세금충’(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급여가 세금에서 지급됨)은 공무원을 비하하는 대표적

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정체성이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철밥통’이나 ‘세금충’과 같은 표현이 어느 정도 편견을 강화하

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 자체가 혐오표현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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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공무원에게 하는 언사들 중에 명백한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철밥

통’, ‘세금충’처럼 직업적 정체성에 연관된 표현이 아니라, 혐오의 일반적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성별, 나이, 외모, 지위, 경제력’ 등에 연관된 언사입니다. 가령 민원인이 공무

원의 성별, 성정체성에 대한 막말(‘여자가 어디서 감히’, ‘네 아들도 게이냐?’), 낮은 직

급을 비하하는 언사(‘말단 주제에’) 등을 했다면, 이러한 표현들은 명백한 혐오표현으

로 볼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공무원 등 주로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혐오표현과 욕설에 노출되

는 상황은 매우 흔하며,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  폭력적인 상황을 겪은 공무원 당사자는 자살충동 같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

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 발생 즉시 서울시 인권담당관 등과 협력

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전라북도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업무과정상 민원인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 : 민원자의 욕설과, 반말, 성희롱이 빈번하게 이루어졌

으며,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

조(‘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의하여 정

작 공무원의 인권보호는 이루어지지 못함.

-  <형법> 제136조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36조 2항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철밥통’, ‘세금충’ 등 공무원의 직업적 정체성을 비하하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 명백

한 혐오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시민이 공무원에게 ‘성별, 성정체성, 나이, 외모, 지위, 경제력’ 등에 연관된 비

난과 막말(‘여자가 어디서 감히’, ‘네 아들도 게이냐’, ‘말단 주제에’)을 했다면, 이는 명

백한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  민원인에 의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지

속적인 교육과 안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혐오표현에 노출되거나 폭력적인 상황을 겪은 공무원 당사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

응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인권행정 가이드라인>(2018)에 따르면 대응 절차의 대략

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인지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간접 접촉 방지 → ·해당 사안의 조사관이 정황

을 파악하고 위법사항과 문제 내용을 탐지 → ·인권침해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피

해자 입장에서 설명할 기회 제공 → ·가해자가 행위를 일으킨 경과를 스스로 설명할 

기회 제공 → ·가해자가 의도가 있었을 경우 적법한 처벌 및 조치 진행.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사과할 기회 부여 → ·신체적, 정신

적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 ·조치 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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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서울광장 퀴어행사는 음란한 행사다

상황 
•  공무원들이 성명서 등을 통해 ’퀴어 행사는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하

는 경우

혐오표현인가? 

-  공무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러나 성명서 내용 중 ‘음란’, ‘선정’, ‘퇴폐’라는 

단어의 반복적 사용은 성소수자에 대한 멸시와 차별을 선동할 의도를 내포하는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들 다수는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 발표라는 표현 행위

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

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

고 하는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39)

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2019)』에 따르면 음란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퀴어문화축제의 주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그들이 하는 행위를 성적 

음란 또는 퇴폐 등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거없이 단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일반시

민은 성소수자 집단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성소수자 집단에 차별이나 혐오를 유발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7헌마1356 ). :“차별·혐오표현은 

자유로운 의견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

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

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 침해의 결과

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

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친절과 공정)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될 수 있다

는 메시지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

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

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39)

39) 서울특별시(2019),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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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페미니즘은 정신병

상황 
•  공무원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행정포털 자유게시판’에 페미니즘을 정신

병에 비유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혐오표현인가? 

-  공무원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행정포털 자유게시판’에 ‘페미는 정

신병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성평등 정책을 시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혐오

표현을 사용해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것입니다.

-  여성학자 권수현에 따르면 이런 표현은 내부의 구성원들을 위협하며, 동시에 공무원으

로서의 직무 수행에 불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근거

(관련규정 및 

이론)

-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

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

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

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대안 포함)

-  여성가족정책실 등 담당 부서에서는 인권교육 및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통해 직원들

의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게시판 등 온라인 광장의 올바른 사용법을 전달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정보 기술에 대

하여 기복적으로 이해하고 정보 미디어를 구사하며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하

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교육 역시 필요합니다.  

-  공무원들은 법률상 성평등 정책 실현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보다 성인지 감수

성이 탁월해야 한다는 점을 숙고해야 합니다.

5. 혐오표현 대응 및 예방

구성

Q.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Q. 혐오표현 사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② 공무원 및 직원들 사이에서  

  ③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④ 공청회 및 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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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Q.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 평등과 존중의 환경 만들기

-  혐오표현과 그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 개인 및 구성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

한 관용과 존중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고 혐오표현의 표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해 혐오표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이 민원인을, 공무원이 서로를, 민원인이 공무원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과다 업무, 스트레스 등이 혐오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적 

소수자와 소통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필

요가 있습니다.

A. 혐오표현 예방 교육 및 캠페인 

-  조직 내부의 혁신을 위해서는 혐오 사건 발생 후 신고하고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혐오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  단체적 단발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소수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소통과정을 포함하는 공감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혐오표현에 관한 교육, 홍보, 인식 제고 프로그램

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개선을 위한 일상적이면서도 공식화된 교육과 홍

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료를 제공하고 근무하면서 수시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 대화방 등의 SNS와 게시판 및 민원처리용 홈페이지 등에서 혐오표현이 발화 유통되

는 경우를 대비한 ‘대응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직 내 소수자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이들의 자발적인 드러내기와 자기표현에 안전감과 역량을 부여하는 한

편, 구성원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한 인식 개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식 개선은 내부 캠페인이나 관리자의 의지 표명, 혐오표현 금지 선언, 뉴스테러 등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 공유, 모

니터링 체제 구축,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문서작성법 등과 같은 기초 직무 훈련 시에 혐오표현 예방 교육을 포함시켜 신임 공무원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과

정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적인 위계질서로 이루어진 공무원 집단의 특성상 고위직 공무원의 인식 수준을 높

일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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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혐오표현 사건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혐오표현 사건 처리 절차 마련

-  공공기관은 각 상황에 맞추어 혐오표현 사건에 대한 사건 접수, 조사, 예방, 징계, 대응 등의 프로세스를 일원화하

여 담당할 수 있는 책임 부서 및 담당자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오표현 문제가 기관 내부에서 무마되거나 방

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혐오표현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부터 징계권한까지 갖춘 독립기구가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은 조직적 차원에서 혐오표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원칙과 절차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기관 내 전체 구성원에게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이 때 민원

인이 신고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신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책임자와 담당 기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필요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책임 부서 및 담당자의 연락처

와 온라인 신고처가 기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담, 지원, 정보 등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관련 자원 

및 담당자의 목록과 정보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시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

을 조사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시정방안을 시에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정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건들은 인권담당관 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여 시정권고하는 합의제 

의결기구입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민인권보호관 9~13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임 시민보호관 3명,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6~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시의 사무위탁기관, 

자치구(위임사무 및 구에서 의뢰한 사안)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입은 시민(제3자도 가능)은 인권침

해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처리 됩니다. (처리기한 : 3

개월)40)

A. 혐오표현 사건 상담 및 접수   

- 서울시의 경우 신청사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권침해 상담·접수: 인권상담관

② 조사: 시민인권보호관 

③ 인권침해 의결(권고, 기각, 각하):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④ 결정문 시장(인권담당관)에 통보: 시민인권보호관41) 

40) https://eungdapso.seoul.go.kr/Shr/Shr03/Shr03_not.jsp.

41) https://eungdapso.seoul.go.kr/Shr/Shr03/Shr03_no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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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혐오표현을 한 경우

-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혐오표현을 했을 경우, 인권담당관를 통해 상담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담당관과 상

담 후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판단 및 시정권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② 공무원 및 직원들 사이에서 혐오표현을 한 경우 

-  공무원 및 직원들 사이에서 혐오표현 및 성희롱 사건 발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역시 청사 내 인권담당관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권담당관과 상담 후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시민인권

침해구제위원회가 판단 및 시정권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③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혐오표현을 한 경우

-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전화 상이나 대면응대 상황에서 혐오표현을 했을 경우, 1단계로 혐오표현에 대한 자제요청 

또는 진정요청을 하고, 민원인이 불응할 시에는 2단계로 법적 경고조치(형법 제311조 모욕죄, 제283조 협박, 경범

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등) 및 녹음, 녹화 고지를 합니다. 민원인이 사과할 의향이 있는 경우 사과를 받되, 

계속해서 혐오표현을 할 경우엔 상급자가 통화해야하며, 사과할 의지가 없는 경우엔 법무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 

후 조치를 취하고 상담은 종료합니다. 대면응대시에도 특이 민원 발생 보고서 작성 및 부서장 보고를 하고, 법적 

조치 등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의합니다.42) 

- 인권침해 구제신청방법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우편,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43)

전화: 02.2133.6378~9, 

팩스: 02,2133,0797, 

전자우편: sangdam@seoul.go.kr, 

우편: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서울시 인권담당관 

온라인: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회원가입후 “서울특별시 응답소”

에서 “인권침해 구제신청”43)

 

A. 사건의 신속한 규명 및 조사

-  책임부서는 및 담당자는 사건 발생 직후 적절한 대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문

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접수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  책임 부서 및 담당자는 신고 사안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건을 공

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밝히기 전에 성급하게 결론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소수자를 

향한 편견이나 혐오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기관 내 문화와 분위기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42)  행정안전부(2018),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고용노동부(2019),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업종별 매뉴얼』; 서울특별시 교
육청(2018),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43) https://eungdapso.seoul.go.kr/Shr/Shr03/Shr03_no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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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구성원 내외부의 업무 협력과 연계 및 사후교육은 혐오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건 처리 절차에 필요한 관련자를 최소화 하면서도 관련자들의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혐오표현 사건 신고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옴부즈퍼슨을 말합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정 관련 인권침

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합니다.44)

A.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혐오표현의 신고자를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혐오표현 신고자를 익명으로 처리하

고 비밀보장을 위해 결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충처리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가 상담, 조사, 구제절

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해당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일 경우, 혐오표현 책임 부서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분리하여 피신고인의 

보복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및 해당 표적 집단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비밀유지를 엄격히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결재과정

을 뛰어넘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료 직원들 역시 공

개적인 장소에서 피해자 입장을 묻는 행위로 곤란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피해 직원이 성소수자일 경우에

는 성정체성에 이목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주의하게 타인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  혐오표현 담당 책임 부서는 피해 공무원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에 관하여 안내해야 하며,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

지 말아야 합니다. 기관장은 부족한 점에 관해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거나 문제 해결 및 재

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  혐오표현 책임 부서 및 담당자는 언론매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매체와의 소통창

구를 단일화하여 헛소문이나 추측성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나 뉴스 등을 확인하면서 잘못된 소문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피신고인의 재반론과 소명 기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 허위 신고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

비책도 필요합니다. 사건 관계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 징계 및 처벌 

-  혐오표현 사건을 담당하는 책임 부서는 가해자가 공무원일 경우 이에 대한 교육, 징계 등 가능한 조치의 종류와 범

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혐오표현에 관한 상담과 중재 등 비공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해당 공동체 내

의 자율적 해결과 법적 해결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징계결정 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책임 기구의 주선 하에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중

재하는 등 양쪽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관련자들이 사안의 해결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책임 부서 및 담당자는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야 하며, 사안

44) https://eungdapso.seoul.go.kr/Shr/Shr03/Shr03_no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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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결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이나 경찰 등의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   

어야 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교육,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조직문화 개선 등  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게는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잘못된 행  위에 걸맞은 처분과 징계를 내려야 하고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피해

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혐오표현이 징계나 처벌을 통해 억제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서 혐오표현에 대항하고 

혐오표현 사용자를 고립시키는 것을 통하여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구성원 외부의 다양한 주체, 예를 들어 지역사회, 시민단체, 전문가와 연계하여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해

악을 가시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혐오표현 발화자 개인을 배제하거나 추방하는 형식을 채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서 자리매김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와 대응 필요성을 해당 기관에서 주변 환경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사안은 경중에 따라 징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모욕죄,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 혐오표현 사건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9명의 시민인    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전문성, 공정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합니다.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는 혐오표현 사건에 대해 권고, 기각, 각하 등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구

제위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방안(시정권고, 제도개선 등)을 시에 권고합니다.45)

A. 사후 대응 

-  후속조치로서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보고합니다. 공식적

인 절차일 경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지만, 비공식적인 해결절차를 사용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

를 보호하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  책임 부서 및 담당자는 사건 발표 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총체적인 조사

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곳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수 있어

야 합니다.

-  기관은 정기적으로 혐오표현 사건 처리 결과의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처리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사건 

기록을 보관하고, 사건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기타 혐오표현 관련 상담과 지원

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혐오표현의 위기와 문제를 빨리 종결하기보다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 내 공

동체 의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계획하여 실행하고, 혐오표현이 심각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모

든 기관 내 구성원들이 혐오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45) https://eungdapso.seoul.go.kr/Shr/Shr03/Shr03_no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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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년 그 이행을 평가하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매년 가이드라인 정

책과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개선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연간 보고서를 내는 기관이라면 연간보고서에 혐오표현 대책 수립과 경과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46)

-  서울시에서는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장 및 인권담당관

에 통보합니다. 인권담당관은 신청인, 피신청인, 조치기관 등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A. 기타 : 공청회 및 간담회에서 혐오표현 대응

-  정부나 지자체가 주최하는 인권 관련 공청회나 간담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오표현에 대비해서도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참석자를 위한 행동강령, 발언권 및 발언 시간, 진행 방해 시 대응 전략, 

회의장 퇴장, 휴회, 경찰 협조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공청회 및 간담회에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모든 참석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배포해야 합니다. 특히 공

청회 및 간담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내용과,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민족성, 젠더 혹은 장애에 기반한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청회 및 간담회 사회자는 참석자들이 말하는 시점과 시간에 대해서 지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거나, 할당된 시간을 초과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어야 합

니다. 

-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위협이나 공격, 고함이나 비명 등의 사실상 방해(actual disruption)를 제한해야 합니다. 예컨대 

회의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대중 일반과 회의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고함과 비명, 위협 등은 금지됩니다.

-  혐오표현과 회의방해를 제외한 공청회 및 간담회의 모든 참여자들은 원하는 무엇이든지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 자체를 방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  간담회 또는 공청회 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표현 또는 회의 방해가 계속된다면, 사회자는 

회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봉을 두드려 질서를 유지하거나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사회자는 이런 

대응을 통해 혐오표현이나 회의방해가 바람직하거나 달갑지 않으며 부적절하고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진지하게 핵

심을 이해하는 데 방해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단, 공청회 및 간담회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사회자는 연사의 발언을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되고, 사회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가급적 연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청회 및 

간담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연사의 단어를 비난하고 몹시 싫어한다는 진술은 보장할 수 있지만, 연사가 어떤 경우

에도 말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공청회 및 간담회 연사에게는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할당받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중요

한 점은 사회자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말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거나 문제의 연사와 말을 주고받기 보다

는, 발언을 마치기를 기다린 후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46) 국가인권위원회(2018),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연구책임자: 홍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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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가 통제되지 않거나 연사 혹은 관중의 방해가 계속된다면, 사회자는 회의 중 휴식을 요청하여 진행하기 전 몇 

분간의 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고 회의 재개와 함께 정중한 행동을 가질 수 있는 

존중감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 및 간담회가 고의적으로 계속 방해될 경우, 사회자는 진행에 앞서 회의장을 비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란

으로 공개토론이 진행될 수 없다면, 회의장 비우는 일은 가능해야 합니다. 언론사 구성원의 경우, 방해에 관여하지 

않는 한 남은 안건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동안에 해당 공청회장 및 간담회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

한다면,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규칙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  모든 방법으로도 소란을 통제할 수 없다면, 사회자는 휴회를 결정하여 간담회 및 공청회를 장래에 공공단체의 업

무가 지속될 수 있는 시점으로 연기될 수 있어야 합니다.47) 

47) 국가인권위원회(2018),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연구책임자: 홍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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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당사자 FGI

1. 당사자 FGI 기획

●  유형별(여성,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소수자 집단과 공무원 집단 각 2명씩 총 10명을 섭외하여 진행

● 혐오수첩의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생각을 질문

● 그밖에 혐오수첩이 담지 못한 것에 대한 코멘트 요청

● 설문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기본 설문지 구성

● 설문기간은 2020.11.11.~11.22.사이- 간단한 개념 설명 

2. 설문지 구성

『서울시 직원(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등 포함) 대상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용역』 

FGI 사전 설문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에서는 서울시의 《서울시 직원(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등 포함) 대

상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의 연구목적은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

로 혐오·차별표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설문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혐오표현 사례와 해결 방안 등을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시

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관련 문항들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는 「통계법」 

제 33조, 34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1월

연구책임자 : 이현재

※ 다음은 응답자의 기본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FGI 참여 사례금 지급을 위한 정보를 써주십시오.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2. 귀하의 성별·나이와 소속이나 직업에 대해 간단히 써주십시오(해당 문항의 답변은 생략가능합니다).

    성별 :                    나이 :                      소속이나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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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서울시 직원(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등 포함) 대상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용역』의 연구 

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직원(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등 포함) 대상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용역』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3-2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 서울시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계획(인권담당관-5699,2020.5.19.)

 과업목적 

  ○ 서울시 직원의 공무수행 중 사회적 소수자 대상 혐오 표현 발생에 대한 대응 필요

  ○ 공무원 등이 혐오표현을 미인지 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수 발생

  ○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소수자 대상 혐오표현 사례 등을 정리한 책

    자 제작 및 배포로 공직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 발생 미연에 방지

  

3.   『서울시 직원(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등 포함) 대상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용역』의 연구 취지에 공감

하십니까?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보통이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번호를 
써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4.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써주십시오(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써주십시오).

※ 다음은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설명을 읽고 답해주십시오.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

단에게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1)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표출: 어떤 집단의 부정적인 속성이나 특징을 말하여 선입견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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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멸시, 모욕, 위협: 어떤 집단을 동물이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하여 멸시·모욕하거나, 욕설 등

으로 위협하는 행위.

3)  차별·폭력의 선동: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을 차별과 폭력

에 동참시키는 행위 

혐오표현의 유형 1.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표현

【예시】

•외국인은 범죄위험이 높다.   •장애인은 불쌍하다. 

•여성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동성을 좋아하는건 비정상이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혐오표현 유형 2. 멸시, 모욕, 위협하는 표현

【예시】
•똥남아, 짱개, 파퀴(파키스탄인 비하).  •병신, 애자(장애인 비하) 

•맘충(아이 엄마 비하), 김치녀, 된장녀, 걸레.

•똥꼬충(남성동성애자 비하), 호모새끼, 동성애는 더럽다.

혐오표현 유형 3.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예시】
•외국인을 추방해라!·장애인은 집에나 있어라. 

•삼일한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강간하는 법’을 알려주마.

•동성애 아웃(OUT)! 동성애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5. 위의 혐오표현 개념에 대해서 귀하의 견해를 간략히 써주십시오.

6.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의문점이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히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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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  공공기관 혐오표현에는 ‘공공기관 종사자 사이에서 하는 혐오표현’, ‘공공기관 종사자가 시민에게 

하는 혐오표현’, ‘시민이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하는 혐오표현’이 모두 포함됩니다.

7. 공공기관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번호를 

써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7-1.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 
종사자 

사이에서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가 
시민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시민이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혐오표현을 하

는 경우

문서·온라인
상으로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기타
번호를 

써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7-2. 위의 답변에 대한 이유를 간략히 써주십시오.

8.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보통이다

별로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번호를 
써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8-1. 위의 답변에 대한 이유를 간략히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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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경험한 공공기관 혐오표현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9.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 문제와 관련해서, 귀하께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간략히 써

주십시오. 

9-1. 위의 혐오표현 사례가 아래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써주십시오.

         (해당되는 것을 모두 써주십시오. 문서나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인 경우라면 함께 체크해 주십시오.  

기타에 해당한다면 간략히 내용을 써주십시오.)

공공기관 
종사자 

사이에서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가 
시민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시민이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문서·온라인
상으로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기타
번호를 

써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9-2. 위의 혐오표현 사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써주십시오.

 

9-3 위의 혐오표현 사례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략히 써주십시오.

9-4. 위의 혐오표현 사례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에 대해서 간략히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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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이 노동현장 혹은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간략히 써주십시오.

9-6.  공공기관과 연관된 혐오표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귀하의 견해를 간략히 

써주십시오.

※ 다음은 공공기관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연구과정에서 연구진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귀하의 견해를 간략히 써주십시오.

11.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포함되거나 강조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귀하의 견해를 간략히 써주십시오.

12. 마지막으로 연구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략히 써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FGI 참여 사례금 지급을 위해서는 귀하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어야 함)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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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GI결과 분석

공무원

1. 연구취지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  혐오표현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던 A는 연구 취지에 공감했지만, 이 개념을 처음 접한 B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함.

-  다만 B의 경우에도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몰라서 잘못된 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혐오표현 개념을 알리는 데 가이드라인이 기여할 수 있다고 봄.

 

“공공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달성하려는 것은 시민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썼다면, 시민 입장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문제를 안고 가게 됩니다. 반대 입

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는 데 나에게 공식적

으로 요구한 것 외에 모욕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매우 힘들어지죠.”

“이 용어를 거의 처음 듣게 된 셈이라서 일단 대체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로서는 아주 강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공공기관의 혐오표현 인식

-  A는 공무원 사회도 혐오표현의 청정구역은 아니며, 혐오표현을 하던 사람이 특정 범주(예:성소수자, 장애인, 특정

지역 출신)에 관련된 혐오를 반복적으로 표출하며, 스스로 정한 정상성 범위에 강하게 집착한다고 봄. 

-  B는 공공기관이 대체로 말조심을 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민원인을 접할 때에도 ‘선생님’ 같은 호칭을 쓰는 등 대체

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된다고 함.

-  공공기관의 경직된 구조로 인해 대체로 언행을 조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가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

식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음

 “공무원 사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청정구역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혐오표현을 하는 사

람이 보기에 어떤 스스로 생각한 정상성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면, ‘비정상’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특히 어떤 특정한 속성에 강하게 꽂히게 되면 그것과 연관된 혐오표현을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범주에 대해서 혐오표현을 하기보다는 특히 집중해서 혐오표현을 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을 많이 대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요. 가령 호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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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오표현 개념에 대해서

-  A는 상대를 배려하는 의도에서 한 표현일지라도 혐오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함.

-  B는 혐오표현 개념이 전반적으로 애매하고, 사례들이 소수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범위가 좁다고 봄. 또한 혐오표

현에 대한 설명만 봤을 때에는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잘 안된다고 봄. 

“예를 들어 장애인인 공무원이 왔을 때 관리자급인 공무원이 뭔가 필요 이상으로 챙기면서 계속 ‘괜찮

아?’, ‘괜찮겠어?’ 이렇게 묻고 그러면 그 자체가 모욕감을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혐오표현인가요?”

“이 설명만 보자면 혐오표현 개념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애매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혐오표현에 대한 설명이 좀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많은데, 좀 범

위가 너무 좁지 않나 싶어요.”   

“저로서는 혐오표현이라고 했을 때, 이게 권력관계의 문제라는 것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냥 혐오하

는 것이구나, 욕설 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4. 공공기관 종사자가 민원인에게 하는 혐오표현

-  A, B 모두 공공기관 종사자가 민원인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

으며, 오히려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호소함.

-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이라 이에 관련된 언급 자체를 매우 꺼리는 것으로 보임.

-  인터뷰 중에 민원인에 대해서 하는 혐오표현의 유일한 사례는 지역차별이었음(”○○지역 출신 인구가 많은 곳은 

민원이 거세다“)

-  공공기관의 폐쇄적인 조직 구조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함구되거나, 서로 서

로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임.

“바로 떠오르는 것은 시민이 저에게 함부로 말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 제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공공

기관 종사자에게 무례하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많은 동네는 거칠다, 민원이 세다 이렇게 지역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죠.”

 

5. 민원인이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하는 혐오표현

-  A는 특히 연령대가 높은 남성 민원인이 여성인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무례한 행위를 할 때가 많으며, 민원인이 머

슴을 대하듯이 공무원을 하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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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모두 시민이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프로세스가 없

고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민원인을 달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함.

-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문제를 덮는 경향이 강해서 매뉴얼대로 하는 경우가 없고, 책임이 민원인에게 

있더라도 응대한 공무원의 잘못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A, B 모두 민원인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계속 생각이 나고, 우울감에 직업적 회의가 든다고 함.

“남성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민원처리 업무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 특히 연령대가 높은 남성 민원인

이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젊은 여성인 공공기관 종사자를 상당히 낮춰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을 약간 머슴 대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죠.” 

“민원인이 윗사람이 되고 공무원이 아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많

이 이용하는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안다. 이런 것도 하나 모르냐’, ‘월급은 왜 받냐’는 식으

로 기분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신입인 공무원은 그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

 

“시민이 어떤 모욕이나 욕설을 해도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달래줘야 해요.”

“매뉴얼은 있어요. 행안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고질적으로 무례하게 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프로세스

가 있긴 한데, 극단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정말 큰 소란이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면 이 프로세스는 작동

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일이 크게 되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죠. 일단은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잘 잊어버리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잠을 

잘 못 자고 아주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서류를 

발급하다가 민원인에게 심하게 당했던 일이 있으면 같은 서류를 발급하려고 할 때 그때 일이 떠올라서 

갑자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흔한 얘기로 일할 맛 안 나는 거고, 직업적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6. 공공기관 종사자 사이의 혐오표현

-  A는 상급자에 의해서 하급자가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들 중에는 외모에 대한 것들이 많다고 함.

-  또한 A는 민원인과의 갈등이 생긴 직원을 공개 문책하고 무조건 응대한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

는 경우가 있다고 함.

-  B는 회식 자리 등에서 술 못 마시는 사람을 조롱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A, B 모두 공공기관 구성원 사이에서 전환직에 대해서 깔보거나 비하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데 동의함.

 

“대체로는 권력관계에서 상급자인 사람이 무시하는 표현 같은 걸 많이 하죠.”

“외모평가 같은 게 대표적이죠.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 아니면 특히 여성 직원의 외모를 가지고 언

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구누구는 얼굴이 예뻐서 차 가져올 때 좋았는데’ 같은 말을 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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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적으로 술을 못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회식 자리에서 심하게 강요하고 이러는 것도 혐

오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사회생활하려면 술 한 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

는 거죠. 술도 술이지만 어떤 음식 못 먹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걸 희화화하면 이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문책까지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서 ‘저 사람은 응대가 미숙하구나’,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거죠.”

“사례에 나와있는 ‘전환직’에 대한 비하 같은 것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 “네 전환직에 대해서 낮춰보

는 거죠.”

7. 혐오표현 알림수첩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

-  A는 말이나 문장 자체가 아니라 맥락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봄. 또한 혐오표현 개념이 난해하기 때문에 이 개

념을 선명하게 제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함.

-  B는 (주로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혐오표현을 당하는 경우를 염두하고) 혐오표현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길 바람.

 

“한국 사회를 고맥락사회라고 하는데, 말하는 거 자체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맥락 자체를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당한 사람의 기분이 얼마나 상처가 클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림수첩이 너무 방대한 백서 같은 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껍고 방대해지면 보는 것이 고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례는 풍부하면 좋지만 개념을 압축적으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

겠어요. 수첩을 비롯해서 이런 교육을 받더라도 혐오표현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불명료한 것으로 

남게 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장애인

1. 연구취지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  A, B 모두 연구취지와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함.

-  A, B 모두 어떤 것이 혐오표현인지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맥락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봄.

-  A, B 모두 이미 가이드라인이 많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워함. 그래서 혐오표현 가이드라

인이 실효성있고, 쉬운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B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한 사람 대부분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혐오표현’이 정당화

되지 않도록 하는데 가이드라인의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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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문제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 기존의 여러 가이드라인들

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대체로는 어떤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결론 중심적인 것만 제시되고 있어서 문제

라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왜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지의 맥락과 이유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설명하

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런 맥락과 이유를 알아야 그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는 감수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 표현이 혐오표현이라고 명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맥락에 대해서 ‘쉽게’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많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게 만들어진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혐오표현을 한 사람이 ‘의도치 않게’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도치 않은’ 혐오표현이

나 차별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이런 가이드라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혐오표현 개념에 대해서

-  A, B 모두 동정하거나 시혜하는 표현, 대상화하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A, B 모두 혐오표현과 차별의 관계라던가, 혐오표현을 좁게 규정하거나 넓게 규정하는 방식의 애매함이 있다는  

점에 공감함.

-  A에 따르면 말이나 문자로 이루어진 혐오표현 외에도 홍보책자나 팸플릿,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는 이미지에 차별

적이니 인식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혐오표현 문제로 다루는 것이 중요함.

“혐오표현 중에서도 동정하거나 시혜하거나 하는, 대상화하는 방식 같은 경우들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

니다. 여기에 예로도 나오지만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 이런 것을 저는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의 극복 서사에서 ‘장한’, ‘멋진’ 같은 이런 표현들도 어쨌든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혐오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런 것[애매한 것]은 차별적인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지요?” / “혐오표현을 좁게 정의하느냐, 넓

게 정의하느냐 문제가 이런 것이군요. (...) 그런 문제가 고민이 되긴 하겠어요.”

“말로 하는 혐오표현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책자 등에 나오는 이미지도 굉

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홈페이지 같은 곳에 구현되는 이미지라든가, 어떤 제도나 행사를 알리는 

팸플릿 같은 것에도 글 이외에 배경에 여러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굉장히 차별적인 인식이 반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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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종사자가 민원인에게 하는 혐오표현

-  공공기관에서 만든 홍보 책자, 홈페이지 등에 나오는 이미지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음(예: 

비장애인은 활동적으로 묘사하는 데 비해 장애인을 묘사할 때, 수동적으로 묘사함)

-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급자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수급자들은 다 그래’, ‘장애인

들은 와서 떼를 쓴다’)

-  장애인이 행정 서비스를 요청할 때 의사소통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네가 뭘 알겠나’, ‘그건 네가 알 

수 없다.’) 보호자하고만 소통하려고 하는 경우

-  코로나 상황은 소수자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따르게 하거나, 내몰리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짐. 특히 장애인의 경우 

거주 시설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코로나 대처가 대중들에게 무조건 폐쇄하는 게 맞

다는 식의 인식을 퍼뜨림. 

-  혐오표현을 들은 당사자는 정체성이 부정당한다고 생각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힘들어짐.

“정상가족 프레임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비시켜서 비장애인은 능동적으로 장애

인은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만 나오고 나머지 소수자는 등장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대부분 활동적인 것은 남성 이미지만 사용하고 있죠. 또 내용과 상관없이 전부 4인 가족 이미지를 사용

하는 것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또 장애인을 묘사할 때도 장애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리고, 다

른 사람들은 관계를 맺거나 역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죠.”

“활동가로서, 개인으로서 공공기관에 뭔가를 요청하거나 하는 일이 많은데 소통과정에서 굉장히 위계적

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라거나 복지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같은 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은 다 그래’라는 식으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또 ‘장애인들은 와서 떼를 쓴다’이

런 표현도 해요.”

“서비스 문의를 했을 때 일방적으로 ‘네가 뭘 알겠나’, ‘그건 네가 알 수 없다.’고 무시하거나 전화를 걸었

을 때 당사자라고 하면, 소통의 주체로 보지 않고 보호자만 계속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정책

이 자주 바뀌고 공공기관 구성원들도 2년마다 교체가 되니까 문의한 당사자가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주 시설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요. (...) 국가에서 코호트 

격리를 강조하면서, 대중들이 그냥 폐쇄하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을 겪을 때 내 존재가 부정당하고, 내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혐오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내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내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내기가 점

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4. 공공기관의 대응

-  공공기관이 혐오표현을 할 경우에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방

조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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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종사자가 공공기관의 책임이나 영향력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나 기타 온라인 자료에서 기본적인 텍스트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배경 이미지나 디자인

은 발주 업체에 맡기고 대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음.

“대응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저는 당연히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

속을 하면 되는 것인데,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가 많죠. 또 아예 상황을 그냥 방조하는 경우도 많고요.” 

“공공기관들이 시민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 영향력에 대해서 잘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홍보물 같은 걸 만들 때 업체에 발주를 하잖아요. 기본적인 텍스트는 보건복지부 같

은 기관에서 주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나 디자인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5. 특정 표현이나 단어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하는 문제

-  다른 소수자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을 쓴 당사자를 무조건 비난    하는 식으로 가는 것

은 적절하지 않음.

-  특정 언어 표현에 혐오가 담긴 경우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상황과 맥락과 관계에 

따라서 고려할 문제

-  특정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중요함

“예를 들어서 동료가 어떤 표현을 했다고 했을 때, 그냥 감수성 없는 사람으로 선을 긋고 싶지는 않거든

요. 사실은 다른 소수자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표현을 쓴 당사자에게 이런 

지적을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식으로 가는 건 그 사람을 너무 무안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특정 표현들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인식

을 계속 가져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특정 언어 표현에 혐오가 담긴 경우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상황과 맥

락과 관계에 따라서 고려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 맥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단체도 ‘불구’라는 단어를 슬로건으로 썼는데, 그런[혐오표현을 슬로건으로 쓴다는] 문제제기가 있

었어요. 실은 불구라고 사회에서 규정된 사람들이 시대와 불화하는 정치를 해보자는 의미 역전의 의도

가 있었던 건데 말이죠.”

6. 혐오표현 알림수첩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

-  모든 혐오표현을 사례별로 다 담으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음.

-  소수자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 혐오를 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움.

-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이 권력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계급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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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례별로 하게 되면 너무 많지 않나요?” 

“어떤 것이 혐오표현인지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혐오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제를 살아가는 여성을 비롯해서 사회적 소수자의 상황을 모르면, 

내가 혐오를 한다고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관계에서 혐오표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대

해서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직 안에서 남성의 권력 같은 것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말만 하지 않으면 되

는 게 아니라 위치나 계급에 대해서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 사례 추가 요청

-  공공기관의 홍보물, 홈페이지 등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이미지·배경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

인 필요

-  “수급자는 다 그래” “장애인은 떼를 쓴다” 등의 사례도 보충-

성소수자

1. 혐오표현 알림수첩의 필요성 

-  A와 B 모두 공공기관이 혐오표현을 했을 경우 일반 시민에 비해 더 커다란 해악성을 가질수 있고 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봄.

-  A의 경우엔 혐오표현 알림수첩이 공무원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가이드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B는 수사기관의 알림수첩과 지자체의 알림수첩은 특성이 다르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 혐오표현의 개념

-  A와 B 모두 혐오표현 사례들이 다소 극단적이며, 공무원들이 실상 직접적으로 극단적인 혐오표현을 행하는 사례는 많

지 않을 것으로 봄. 오히려 책임을 회피한다던가 행정을 떠넘긴다던가 뭉개는 방식의 미묘한 차별이 많을 것으로 봄.

-  A의 경우엔 극단적인 혐오표현은 주로 일베에서 사용하지, 공무원들은 그보다는 가치판단을 직접 하지 않는 방식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혐오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혐오표현을 사용할 것이라 설명. 유형 또한 공무원과 동떨

어진 사례보다는 공무원으로서 행하거나 접하는 사례들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나 지적.

-  B의 경우에도 혐오표현 개념 관련 Q&A가 다소 많고, 특히 성적괴롭힘이나 명예훼손 관련 내용들은 궁금해할 사

안이 아니라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

3. 혐오표현의 실태

-  A와 B 모두 혐오표현이 주는 해악성과 교육의 부족 등을 이야기했는데, 그 양상은 차이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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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경우 주로 동성애자의 입장에서 동성애를 비도덕적이거나 문란하다고 간주하는 개신교 등 일부 종교인들의 

혐오를 위협적인 것으로 제시함.

-  B의 경우엔 성전환자의 입장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비가시화 및 하리수로 대변되는 성전환자에 대

한 경험 부족과 성별 고정관념 등의 미디어의 재현 등을 지적함.

4. 공공기관 관련 혐오표현 

-  A와 B 모두 성소수자가 다양한 공공기관과 마주할 때의 혐오표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과 사례에 대해서 우려

를 전함.

-  A는 사단법인 인가와 관련해서 발생한 주무부처 간의 책임회피와 떠넘기기의 사례와, 서울시 공무원 중 일부가 정

치적중립 및 종교중립의 의무를 어기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와 칼럼기고를 했던 사례, 그리고 마포

구청이 성소수자 단체의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사례 등을 소개함.

-  B는 공공기관 근무 당시 자신의 개인정보와 신변에 대해 원치 않는 노출, 그리고 화장실 이용 및 워크샵 숙박과 관

련한 실질적인 차별 및 혐오표현 경험, 그리고 나아가 성전환자들이 성별정정 이후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겪는 다

양한 혐오표현 사례들을 들려줌

5. 혐오표현의 예방 및 대응

-  A와 B 모두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하지만, 공무원 역시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혐오표현의 피해자일 가능

성도 같이 강조해야 하며, 단순히 공무원이니 혐오표현을 하지말라는 내용을 넘어서서 실제로 혐오표현을 줄여나

갈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A는 공무원의 경우 특히 서울시 공무원은 광장 허용을 둘러싼 혐오세력의 악성 민원과 “니네 아들도 게이냐”는 식

의 악성 혐오표현에 24시간 시달리기도 한다는 점을 소개하였고, 공무원 역시 상급자와 민원인들에게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소개해야 한다고 언급함.

-  B 또한 시민과 가까운 지자체의 특성상 시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많을 것이고, 서

울시민 중에도 성소수자가 많지만 서로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외국 지자체 사례들처럼 지자체와 지역 소수자 

단체가 만날 수 있는 계기랄지, 시민들에게 직접 혐오표현을 교육할 수 있는 대항언론의 주체가 되는 발상의 전환

이 필요하다고 설명.

여성

1. 혐오표현 알림수첩의 필요성 

-  알림수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대민업무를 위한 것이겠지만 공무원이 시민에게 듣는 혐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혐오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때 자

신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

-  최근에는 공무 지원을 위해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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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오표현의 개념

-  직접적이고 너무 명백한 혐오표현의 경우 나와 무관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일상적이고 가벼운 혐오표현의 

사례를 많이 제시했으면 좋겠음.

-  장애인관련 내용이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은 일반인들보다 장애인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장

애인복지 상담이나 장애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이 부

족한 것 같음.

3. 혐오표현의 실태

-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위와 같은 홍보물이나 정책들을 내놓았다가 문제제기를 받으면 그에 대한 사과나 성찰, 수

정 등에 대한 부연 설명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함.

-  혐오표현에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피해자일 수도 

가해자일 수도 있는 상황임이 부각되어야 함. 

4. 공공기관 관련 혐오표현 

① (여직원이 많은 공간에서) “여직원이 많으니 화사해서 좋다.”

② 직군의 명시화 및 표기(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등 표기)

② 학부모·학생이 교사에게 “내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or 공무원은 일을 하지 않는다.

④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벤트 등)이나 홍보물, 온라인 게시물 등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

하는 방식의 혐오표현이 종종 있음.

5. 혐오표현의 예방 및 대응

- 공무원이 혐오표현의 피해자일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 임. 

-  일상화되고 구체적인 표현과 사례를 다수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혐오표현의 피해자일 수도,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발적이고,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또한 집체적 교육이 

되는 것이 문제임. 가능하면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상급자와 하급자가 섞이지 않게 구성해야 피해자가 

발언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외국인·이주민

1. 설문지 일반

-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용역에 매우 공감

- 공공기관 노동자 내에서의 혐오표현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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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2. 새롭게 제안한 점

-  시민-공무원 간의 혐오표현 문제보다 공공기관 종사자 내부의 혐오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됨. 

특히 자원근로와 공공근로 종사자를 “기생충” 등으로 부르는 공무원들의 혐오표현 및 차별을 강조해 주길 요청

-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특히 출입국 관계자와 관련된 내용을 첨가해 달라고 함. 외국인을 불성실한 사람으로 취급하

거나 범죄자 취급하는 태도도 혐오표현임을 첨언해 주십사 요청. “이주 외국인은 범죄자 취급” “파키스탄인은 테

러리스트다”“연탄” 등 외국인의 이미지를 고정화시키는 영화나 문화도 문제시 되어야 함.

-  출입국관계자나 공무원 등의 혐오 차별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업무시간이 과중하지 않은지 실

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응책을 제시. 단순히 윤리적으로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혐오 차별하

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함. 

-  그리고 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출입국 등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부서 배치된 경우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3. 대응책 관련 제안

-  외국인을 노동기계로 취급하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대응의 첫 

번째 단계임. 최소한의 인격존중을 갖출 것.

-  대응책에서 ‘너만 참으면 돼’가 가장 안 좋은 대응임을 분명히 할 것. 그밖에 본인의 패러디, 풍자, 맞받아치기도 어

느 정도 필요. 이와 더불어 제 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해 줄 것.

-  한국의 강한 민족주의가 자칫 자민족중심주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해 달라.

- 외국인 중에서도 학력, 피부색, 계급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도 지적해 달라.

-  구체적으로 E9 이주노동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맺고 초청된 사람들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혐오나 차별을 받지 않

을 조치를 마련해야 함

4. FGI 결과 분석 총괄

◎ 연구취지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

- 혐오표현을 들었을 때 우울감을 느끼며 자존감과 소속감이 훼손된다고 봄.

◎ 공공기관의 혐오표현 인식

-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하는 혐오표현의 사례가 많이 언급되진 않지만, 민원인에게 하는 혐오표현 사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보임

- 공무원 내부의 혐오표현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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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더 문제라는 견해 피력됨. 특히 노인에 의한 공공기관 종

사자 혐오표현이 자주 나타남. 이를 위한 교육과 해결 프로세스 필요함.

◎ 맥락에 대한 이해 강조 요청

- 말이나 문장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것이 혐오표현이 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

- 소수자 그룹 모두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맥락 속에서 혐오표현이 되는 경우를 잘 설명해 달라는 요청

◎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  재발 방지 약속이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으니 절차와 책임을 분명히 할 것. 이는 공공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마찬가지임.

-  단발적 단체적 의무교육이 문제. 가능하면 교육은 소수로 진행되어야 함. 나아가 소수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소통

과정이 교육과정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음.

- 혐오표현인지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권력관계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함

- 우회적인 차별과 혐오인지를 생각해 볼 줄 아는 성찰의 자세 필요

- 국가간 협약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 초청의 경우 혐오 차별 시 처벌 조항 필요

- 처음부터 해당분야에 관심과 이해가 있는 공무원 배치(출입국 등)

- 공무원들의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

◎ 보충했으면 하는 사례

- 홍보책자나 팸플릿, 홈페이지 등의 차별적 이미지

- “전라도 출신 인구가 많은 곳은 민원이 거세다“

- “수급자는 다 그래” ”장애인은 떼를 쓴다“ 등의 사례

- 악성 민원에서 나타난 “니네 아들도 게이냐?” 식의 막말

- 여직원이 많은 공공기관 공간에서 “여직원이 많으니 화사해서 좋다”

- 출입국 관계자들의 무언의 태도에 대한 사례 “범죄인을 쳐다보는 것 같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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