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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개 회 사개 회 사개 회 사

신연희 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 겸 여성가족정책관( )․

안녕하십니까.

무르고 여린 잎들이 푸르게 자라나는 이 계절에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

고 활동해 오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

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학교 가정 쉼터 등 교육현장 안과 밖에 존재. , ,

하는 청소년의 현실을 성인지적 관점 에서 새롭게(gender-sensitive perspective)

조망하고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세기는 바야흐로 지식기반사회로서 인력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21 ‘ ’

있습니다 특히 세계가 경쟁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여성의 인력 개발은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력개발 지수와 성평등 지수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현실에서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청소년 정책과 여성 정책,

에 힘을 쏟고 있으며 청소년과 성평등의 과제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 ’ ‘ ’ . ,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성별 특성에 맞춘 교육정책과 강의법을 개, (gender)

발하여 실행하고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이라는 주제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

있어 아직 낯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몇 개의 단편적인. ,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실행은 미비한 실정입니

다 우리 사회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

소년 시기를 특성화한 성평등 정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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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서울시는 년 월부터 전국 최초로 십대여성 전문기관인 늘푸2000 12

른여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출 및 성매매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십대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성평등 정책은 여성정책의 접근만으로는 부족하. ‘ ’

며 다양한 분야와 관련 부서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 청소, . ,

년 복지 문화 교육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다층적인 방향에서 요구, , , ,

되는 성평등 정책과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더욱 큰 의미를 갖

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물론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 관. , ,

련 분야의 전문성과 성평등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정책 시행의 시너지 효과를‘ ’ ‘ ’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런 뜻 깊은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덟 분의 발표자님께 특별히 감사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

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청소년들을 위한 성평등 정책 개발의 근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많이 나누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

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토대와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성평등 정책 포럼

십대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은 가능한가?「 」

제 부1

십대의 현실과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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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성의 삶 읽기를 위한 성인지적 접근10 1)

대여성의 가출의 의미를 중심으로-10

변혜정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

들어가며1.

본 연구는 대와 어른이 어떻게 협상하여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그리10 ,

고 대를 위해 어떤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 특10 .

히 대의 어려움을 어른이 도와주겠다는 목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진10

브릿지프로그램2)의 내용의 성찰적 검토와 대여성의 일상을 통해 대와의 관10 10

계 맺기를 위한 시론적 글이다 과연 대는 누구인가 대란 미래의 꿈나무로. 10 ? 10 ,

미래를 책임진다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서술적 시간 개념에서 여전히 통제대상이

된다 또한 대여성은 대남성과 다른 지점에 있으며 대여성의 섹슈얼리티. 10 10 10

라는 지점에서 남성 어른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대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이 생각하는10

1) 본 글은 년 월부터 월까지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위탁 및 공동연구로 변혜정2005 4 12 ,

민가영 최자은 이슬기가 수행한 대의 가출의 의미를 고려한 브릿지프로그램 재구성을 위한, , “10

기초 연구 에서 프로그램 제언을 생략하면서 조금 수정한 글이다 지면의 한계로 대폭 줄이려다” .

가 대여성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제출 한 그대로 인용하였다10 .

2) 브릿지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년에 시작되어 의료진료차를 운행하면서 거리에서 생활하거나1970

배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건강관리 상담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리상담서비스를 모, ,

델로 한다 브릿지프로젝트 라는 이름처럼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다리의 역할. ‘ ’(Bridge Project)

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로 쉼터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는 거,

리에서 그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선도보호‘ ’ . ‘

활동에서 벗어나 대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10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과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 .

이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청소년의 이상이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되며 현실적으70%

로 청소년들이 집과 바깥세상 사이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용이해 지고 있는 요즈

음 가출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공감대에 기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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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를 읽어내며 이를 중심으로 대여성과 어른들의10 10

관계 맺기에 대해 글이다 대여성의 가출은 당장 잘 곳과 먹을 것을 구하는 생. 10

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며 특히 여성,

이라는 성별이 작동되면서 성매매로의 유입이나 성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가출 청소년들의 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사실이

결합하여 어른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 대들을 만나고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기, 10

도 하였다 그런데 그 도움과 정보의 내용은 대들을 대들의 가출을 어떠한. 10 , 10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과연 대들은 어떠한 맥. 10

락에서 가출을 실행하며 그 결과 그것은 대의 삶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내는10

가?

최근 가출은 몇몇 소수 문제아들의 장기화된 가출에 국한된 문제 중심으로‘ ’ ‘ ’

접근되기 어려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가출은 성인과는 분리된.

자신들만의 시간 공간 문화를 원하는 아이들의 하위문화에 대한 욕구 부모님, , ,

의 돈에 의존하지 않고서 자원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확보 등의 방식을

통해 특정 사회 문화적 조건들 속에서 특수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사, .

회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존재하는 성별 시스템은 청소년들의 문화를 성별화시

키고 그들의 욕구 경험 현실을 성별화된 방식으로 구성한다 대 남자에게 가, , . 10

능한 집 밖의 현실과 대여자에게 가능한 집 밖의 현실은 어떤 면에서는 공통10

점을 지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로 통일되기 어려운 성별화된 측면을 지닌다.

대 남성들에게 열려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과 대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10 , 10

방법들은 다르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히 가출 시에만 적용되는 차이를 벗어.

나 그 이후의 삶의 시기를 관할하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원조교제를 반복하다, (

가 성산업으로 본격 진출한 경우 이러한 현실은 가출한 대여성과 남성에게). 10

다른 식의 접근과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대의 가출. 10

에 대한 충동이 항상 가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가출을 욕망하지만 가출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유리한 대와 집에 있. 10

는 것보다 가출하는 것이 더 나은 대가 이 사회에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10

인식하는 것은 대를 만나는 방법의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하는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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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들을 고려해서 대의 가출을 이미 가정된 문제 혹은 비행 중심의 틀로10 ‘ ’ ‘ ’

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젠더와 계급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가출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가출

을 대의 문제적 행태로만 보는 것이다 가출에 대한 청소년들의 동기가 다양10 .

해지고 있고 가출이 위치한 맥락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가출을 지원하려‘ ’

는 쪽의 관점의 변화를 요구한다 기존의 어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동기.

에서 시작되는 대의 가출은 젠더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계급이나 가10

족환경의 탓으로만 분석할 수도 없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출의 욕구와 배경. ,

경험은 어떤 것인지 그들의 목소리로 이해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해지는 가

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른의 의식 속에서

의 바람직한 청소년 상을 주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방식으로는 청소년을.

지원하려는 측과 지원을 바라는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기 어

렵다 지원하려는 측에서 전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당연하게 원하고 있을 것. ‘

으로 상정되는 어떤 식의 요구는 성인들의 규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 ’

있다 이 경우 어떤 어른을 피해 집을 나온 대들은 거리에서 또 다시 피하고. , ‘ ’ 10

싶은 어떤 어른들과 마주해야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 .

그러나 대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곧 가출한 대들의 요구는 그게 무10 10

엇이든 그 자체로 다 받아들여져야 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원의.

대상이 되는 대들이 실제로 어떤 현실에 놓여져 있는가 그 현실 속에서 아이10 ,

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른들의 시각에서 대가 누구인가가 아닌 대는 어떻게 무엇을10 10

경험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대에 대한 다른 이해방식을 요한다 이것이 파, 10 .

악되었을 때 대들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언어와 지원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10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출을 했거나 하.

고 있는 대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욕구와 경험이 놓여진 맥락을 살펴10

보고 그들의 거리 생활에서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성별화 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비교사례로서 직접적으로 가출은 하지 않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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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을 일상의 패턴 또는 취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양한 지점의 청소녀 년/

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가출의 의미를 고민해본다 그래서 대들의. 10

가출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다른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는 청소녀들을 지원하고 싶어 하는 어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대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10

제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거리이동상담이 대. 10

들의 위치를 고려한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10

대 여성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아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경험이 있거나 가출의 욕망을 느끼는 대를 중심으로 가출의, 10

동기 가출로 인한 삶의 의미를 분석한다, .

둘째 직접적으로 가출은 실행하지 않더라도 대들이 기대하는 가출의 의, 10

미를 중심으로 결국 어떠한 대가 가출을 실천하는지를 분석한다10 .

셋째 가출의 가능성을 꿈꾸거나 실행하는 대에게 도움이 되는 거리상담, 10

프로그램의 기본 조건은 왜 대가 가출을 실행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10 .

그렇다면 가출에 대해 상담지원자 어른 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현( ) ,

실과 직면하는 상담지원자들이 고려해야 할 것 등은 무엇인가를 제언할 것이

다.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1-2.1-2.1-2.1-2.

연구는 크게 세 과정의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가출과 성매매 예방. , “ ”

이라는 기존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목적에 입각해 실제로 가출을 실행하였고

성매매의 경험이 있기도 한 대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리고 비교사10 .

례로 가출을 생각한 기획한 적이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대들을 만났다 이/ 10 .

와 함께 현재 브릿지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들은 누구인지 그 공간에서10 ,

이 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특히 그들이 가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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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수월하고 또 한편으10 ,

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다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든 그들이 있는 곳으로. ,

찾아가서 만났든 그냥 직접 거리에서 만났든 대들은 처음 만나는 연구자에, , 10

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약간의 탐색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며 현재 자신의 고민 욕망 등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약속한 인터뷰 시간이 지났는데도 괜찮다 며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 , “ ”

기도 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

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 어른으로 위치지어지고 비록 일시적이지만‘ ’ ,

그들의 삶의 일부분에 참여하게 된다 한 번에 시간에서 시간까지 이어지고. 1 3 ,

경우에 따라서는 회 지속된 인터뷰는 연구자에게는 대들의 생각과 욕구를3, 4 10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대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 10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고민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들이 풀어내는 이야기는 너무나 다양하고 각각의10 ,

이야기는 각기 다른 지점들을 건드리고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정하기가 어려웠다 만나는 대의 나이 학력 계층 경험에 따라. 10 , , ,

질문은 매번 새롭게 구성되어야 했고 결국 대를 일정한 틀로 이해할 수 없다, 10

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가출에 대해서는 직접 가출을 실행하고 있는.

대에서부터 가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대까지 너무도 다양하였다 또한10 10 .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들의 삶의 국면에서 연구자가10

그들을 만난 시기와 공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변화하는 지점들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를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끌어내기 보다는 놀이문화 관계 꿈 고민 정체성, , , ,

등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인터뷰 후에도.

메일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미니홈피를 방문하여 그 이후의 생활 선택 일, ,

상에 대해 이해하고자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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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연구 참여자< -1> 3)

3)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서울 시내 대 여성 쉼터 세 곳을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들10

을 만나기 시작했다 쉼터로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는 한 명당 회로 지속적. , 3~4

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번호 이름 나이 학력 가족 가출 일의 경험

1 지은 17

중 자퇴 종졸1 ,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진학했으나 고1

자퇴

엄마가 자퇴시킴

중 때 처음 가출1 ,

그 후 약 회의3

가출 경험

다방,

조건만남

2 혜수 19 중 자퇴3 부모의 방관 중 때 가출2
단란주점,

보도 다방,

3 지희 18 고 자퇴1
엄마의 극심한

교육열
고 때 가출1

조건만남,

다방

4 소연 16 중 자퇴1
엄마가 자퇴시킴,

냉담

초등학교 때부터

단기 가출 중 때, 1

장기 가출 시작

조건만남

5 근주 16 중 자퇴2

엄마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성폭력,

엄마는 방관

중 이후로 장기2 ,

단기 가출 반복

고속도로

휴게소

6 희정 19
상업고등학교

학년 재학3

아빠의 폭력 학비를,

대주지 않음

중 때 처음 가출2 ,

그 후 간헐적으로

조건만남,

대가성

성관계

7 희라 14 중 재학2
보육원에서 성장,

고아

중 때부터 잦은1

가출
조건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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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 참여자 비교 사례< -2> - 4)

4) 비교사례의 연구 참여자 은 아하청소년센터에 다니는 친구의 소개로 눈덩이 표집방식으로1-6 ‘ ’

만났다 그리고 연구자가 대 여성캠프에 참가해 참여관찰을 하고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10 ,

소개받기도 하였다 또한 년 월과 월에 동대문과 노원 지역에서 진행된 브릿지프로젝. 2005 10 11

트에 참여관찰하며 브릿지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들비교사례 연구 참여자 을 만났다 그, 10 ( 7-10) .

리고 현재 브릿지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브릿지프로젝트의 활동과

현황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번호 이름 나이 학력 가족 가출 고민

1** 관수 16 중 3

부족한 것 없는 조건,

특별히 돈 때문에 잔소

리를 들은 기억이 없음

화가 나면 집을 나갈까 수없

이 생각하지만 나가는 것이,

좋을 것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음 그러나 자신의 꿈을.

관철하기 위해 가출할까 생

각해봄

공부와 놀이의

병행

2** 형민 17 고 2
지원과 자원을 많기 가

졌다고 스스로 생각함

가출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

야기해보기는 하지만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음

외모 남성성, ,

앞으로의 직업

3 이해 16 중3

모녀관계 신뢰감 높음.

아주 잘사는 것은 아니

지만 미래에 대한 가능

성을 가짐

자신이 가출하면 엄마가 실

망할 것 같아 실행하지 않음
주체성

4 진이 16 고1

부모 이혼 아빠가 생,

활비 지급 엄마는 교,

사

가출도 생각하지만 굳이 가

출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

고 싶지 않음 그러나 좀 더,

커서는 가출 동거를 할 예/

정

정체성 관,

계 여자랑 살,

면 문제인가?

5
혜미,

현주

16,

17
중3

공부만 하면 용돈 풍

족 좋은 직업을 가져,

야지 결혼을 잘한다는

믿음 있음

가출로 풍파 일으키고 싶지

않음 그러나 공부하기 싫어,

가출을 계획해보기도 함 가.

출은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

친구 관계.

공부

6 민지 17

중 자3

퇴 현재,

대안학교

재학.

엄마와는 친하나 아빠,

한테는 맞고 커서 별로

사이 안 좋음

가출경험 아빠와의 갈등 그( )

러나 엄마를 생각해서 바로

돌아옴 가출해봤자 얻을 것,

없다고 생각

불량 모범학생/

의 차별 장래,

7 소라 19
고 1

자퇴

부모님은 별거 중 엄,

마 언니와 함께 산다, ,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

고 때 단기 가출 이후1 , 1

년 반 동안 장기 가출 현재.

는 집에서 생활

탈반 여성스,

럽게 변하려고

노력 중 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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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와 형민의 성별은 남성 그 외에는 여성** , .

대여성의 성규범과 계급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2. 10

대 연구 안에는 다양한 관점의 경합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10 . 10

대라는 범주를 정치적 역사적인 것으로 사고하는 가의 여부와 연관된다 또한, .

대 삶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속해있는가를 바라보는 관점과도 연관10 ,

된다 대라는 생애주기 혹은 인구의 특정 범주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기술적. ‘10 ’

으로 보여주는 비역사적 범주라기보다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의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정치적 범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근대 산업 자본의 출현과 더.

불어 숙련된 노동자를 숙성시킬 수 있는 책임이 어머니로서의 여성에게 부과되

면서 본격적으로 공적영역에 노동자로서 진입되기를 기다리며 사회의 훈육 대

상으로서 아동기 청소년기 등이 발명된다, ‘ ’ .

대를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구성 범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대를 관할10 , , 10

에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

제빵을 배우고

있다

8 혜미 18
중 3

자퇴

엄마와는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빠 남동, ,

생과 함께 산다 가족,

끼리 서로 신경 쓰지

않음 아빠는 신용불량,

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현실

을 회피하고 있어서 가출도,

고민하지 않음

얼마 전 애인

보라 과 헤어( )

져서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음

9 은미 17

인문계

고 1

재학

엄한 부모님 아르바이,

트라도 하고 싶지만 집

에서는 공부하라고 못

하게 함 돈은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쓴다

집은 벗어나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가출은 하지 않

음

공부 성적, ,

장래에 대한

고민

10 선정 17

인문계

고 1

재학

조금만 늦어도 집에서

전화오고 부모님 대, ,

학생 오빠와 함께 산

다 중산층,

집에서 너무 구속할 때 가출

하고 싶지만 해본 적은 없,

음

가장 큰 고민

은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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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규칙들을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초기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대 남성의 하위문화에 집중되었는데 여성주의 진영의10

문화 연구자들은 이들의 연구(Angella Mcrobbie, 1999 ; Joyce E. Cannan, 1999)

에 대의 범주를 구성하는 사회적 원리로서 젠더가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한10 ' '

다 이는 단순히 대 문화연구 안에 여성 청소년을 첨가시키자는 의미가 아니. 10

다 대라는 사회적 범주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젠더가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 10

다 대 여성의 삶을 구성하는 방식 대 남성의 삶을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젠. 10 , 10

더가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인지적.

접근의 시작이다(gender-sensitivity) .

멕로비는 기존 문화연구에 감춰져 있는 암묵적 가정 중 하나로서 남성적 문화

의 특권의식을 지적한다 맥로비는 이들 연구에 빠져 있는 중요한 부분 즉 하위. ,

문화 내에서 여성의 위치문제 여성들만의 하위문화에 대한 무관심 등을 지적한,

다5) 그녀는 남성 민속지학 연구자들이 자신이 이미 동질감을 느끼고 있던 하위.

문화를 선택함으로써 시각적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조이스는 젠더가 배제된 문화연구 계급의 관점이 배제된 젠더 연구 양측을,

모두 문제시 한다 조이스는 노동계급 남자아이들의 폭력문화에 대한 분석을. ‘ ’

통해 젠더와 계급을 모두 분석 범주로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조이스는 폭.

력이 노동자 계급 남자아이들의 놀이문화 안에서 주요 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들

의 주체성과 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보면서 하층 계급 남자아이들의 폭력이 종

속적 계급의 위치의 표현이지만 젠더관계에서는 지배적 위치를 정교화 하는 방

식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조이스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계급만으로.

접근할 때 그것이 젠더 지배관계를 유지시키는 점을 간과하게 되며 젠더만으로,

접근할 때 계급적 저항의 지점을 간과하게 된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폭.

력이라는 문제는 남성성 뿐만 아니라 계급과의 복합적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함

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조이스는 남성성의 구성에 대한 복합적 관점을 형성하.

고자 노력한다6).

5) Mcrrobie, Angela. 1999, "Shut up and Dance : Youth Culture and Changing Modes of

Femininity", Feminism and Cultural Studies, Oxford : Ox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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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의 관점은 여성주의 내 여성들 간의 차이를 복합적으로 문제화하려는

시도와 그 맥이 닿아 있다 여성들은 젠더 외에 계급 인종 국적 성적 취향 장. , , , ,

애의 여부 등 다양한 것들과의 연결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 .

따라서 여성들의 젠더의 내용은 그 여성들이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정

체성들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이때 다양한 여성들의 젠더 경험을 오직 젠.

더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특정 여성의 경험을 일반화 하는 젠더 환원론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동안 젠더 환원론에 대한 비판은 인종 국가 섹슈얼리티를 가로지. , ,

르는 여성들 범주 내부의 차이 유사성 분업 연대의 다양함을 탐구해 오면서, , ,

얼마나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들이 교차하는 가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냈다 그.

러나 계급에 대한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거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맑시스트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에서 계급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여기

에서도 주로 추상적 수준의 체계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은 성별분업이라는 개.

념을 통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공모함으로써 여성들을 특정 공간과 역할에

머무르게 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추상적 체계로서의 계.

급에 대한 이해는 여성들을 위치시키는 다양한 정체성들의 교차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틀을 제시하지 못한다.

문화적 맑시스트 흐름 내에서 계급은 단순히 생산양식과의 관계 일 직업 를( , )

통한 위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의미를 만들어 내는 문화로서 정체성을. ' '

형성하는 것으로 계급을 정의한다 여기에서 계급은 거시적 틀 체제의 문제를. ,

넘어서 구체적인 개인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는 요소가 된다 문, ‘ ’ .

화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원리로서 계급을 이해할 때 계급은 젠더 등 다양한 사

회적 권력관계와 교차하는 분석 범주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급적 위치에 놓인 대여성들의 가출 문화 길거리10 ,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젠더와 계급이 교차하면서 대여성들 사이에 어떠한 차10

이들을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에 계급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좀 더 복

6) Joyce E Cannan, 1999, "Is doing nothing just boys' play?. Off center", Feminism and
Cultural Studies, Oxford : Ox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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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젠더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

실에 다양하게 개입할 수 있는 지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대여성의 가출경험과 가출욕망3. 10

학업중단 가족으로부터의 단절 가족 내 어린 엄마 아내로 취급되학업중단 가족으로부터의 단절 가족 내 어린 엄마 아내로 취급되학업중단 가족으로부터의 단절 가족 내 어린 엄마 아내로 취급되학업중단 가족으로부터의 단절 가족 내 어린 엄마 아내로 취급되3-1. , : ,3-1. , : ,3-1. , : ,3-1. , : ,

는 십대 여성는 십대 여성는 십대 여성는 십대 여성

어린 사회 구성원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개별 가족에게 일임된 사회에서 한

개인의 지위는 가족의 계급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된다 계급을 무엇으로 볼 것.

인가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지만 크게 가족의 소득수준과 성인 가족 구성원이 가

진 문화자본의 질적 수준이 계급 간 구별 요인으로 작용한다 좋은 직업에 진입.

할 수 있는 기회는 직업을 준비하는 교육기간과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투자,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판을 읽고 자신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과의 관계에 좌우된다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고 그것에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준

비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기대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시킬 수 있는 근

거를 만들어 준다.

정보 미래에 대한 기대 자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계급의 가족에서 어린 여, ,

자아이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엄마의 역할을 나누어야 하는 작은 엄마 내지는‘ ’

엄마의 부재를 메꿔주는 성적 대상 혹은 구타의 대상이다 이들의 이러한 현‘ ’ ‘ ’ . ‘

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시켜야할 아무런 필요성도 주지 않는다 아이들’ .

에게는 그때그때 손에 잡히는 현실을 즐기는 일이 집에서의 성역할을 견디는‘ ’

것보다 못할 것 없는 일이 된다 오히려 집 밖에서의 성역할은 교환가치를 만. ‘ ’

들어 내는 일이 된다 이들에게는 집을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덜 가난해 지게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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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출의 계기를 이루는 가족 배경< -3>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성별화된 사회에서 남성은 생산수단과 맺

는 관계에 의해 계급이 결정되지만 여성들은 생산수단을 가진 남성과 맺는 관계

에 의해 어떤 남성의 아내인가 계급이 결정 된다( ) 7) 성별분업이 구조화 되면서.

함께 제도화되기 시작한 모성은 여성들이 성별권력관계에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획득지위를 선사해 주는 역할이 되기 시작한다 성별분업에 기반 한 가‘ ’ ‘ ’ .

족은 여성이 성공적으로 모성을 수행했을 때 의미 있는 정체성과 실질적인 자원

을 기꺼이 제공한다 자원이 있는 가족 안에서 여성의 모성 역할은 아내 역할과.

공존하지만 자원 없는 가족 안에서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여성과 남편 혹은(

남자친구 관계와 종종 충돌을 일으킨다 이때 딸은 자신의 뒷바라지로 공부해야) .

하는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가사일을 분담해야 하는 작은 어머니가 된다‘ ’ .

소연과 지은은 엄마의 재혼 후 새로 생긴 어린 동생들을 일 나가는 엄마를 대신

해 키워 왔다 어린 동생들 때문에 학교나 소풍을 빠진 적도 있었다. .

화나죠 내가 집안일 다 하고 그랬으니까 재혼해서 낳은 애기도 보고 네 돌 지난 애가 나. . ( ?) .

7) Lerner, Gerda, 1997, Why History Matters : Life and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
New York and Oxford

이름 가출의 계기를 이루는 가족 배경

지은

친동생 의붓동생 엄마의 재혼 후 새로 낳은 동생 세 명을 합해 도합 명의 동생, , 9

의 맏언니 건축 일용직 하는 아빠와 일용직 엄마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을 돌봄, ,

가출을 반복하던 중 엄마가 학교에 자퇴서 제출 그 후 엄마를 따라서 공장일 일, ,

용직 일 건축일 같이 하러 다님( )

소연
엄마가 세 달 동안 부재했을 때 집안일을 도맡고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 성폭행,

엄마가 자퇴서 제출

혜수 엄마와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근주 비정기적으로 집에 거주하던 엄마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영은 이혼 후 재혼한 아버지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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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막 엄마 엄마 그러고 니 엄마 아니야 그러고 피곤해서 막 자고 있으면 얼굴을 막 때려요. .

밥 주라고 지은. < >

지금 동생들 나이는 살 살 살 세 명 다 내가 키웠어요 새아빠가 지방으로 일 다녔단( ?) 9 , 7 , 4 . .

말이에요 엄마는 동네 아는 아줌마 집에 가서 일해주고 아빠는 무슨 일 지방 돌아다니면서. . ( ?)

건설 엄마는 오후 시에 나갔다가 새벽에 시에 들어와요 갓난 애긴데 애 우니까 내가 잠을. 5 2 .

못 자잖아요 그래서 막 학교 가려고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요 그럼 엄마가 학교 가지 말래요. . .

늦게 일어났다고 그럼 또 애를 보는 거에요 시 분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시 분에 일어. . 8 30 8 20

났어요 그럼 가지 말래요 바로 앞이 학굔데 그냥 교복만 입고 머리만 단정히 하고 가면 되는. . .

데 가지 말래요 못 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못 갔어요 그리고 내가 소풍 간 게 한번 밖에 없. . . .

어요 엄마가 가지 말래서 네 근데 내가 제일 속상했던 게 지금 하나가 초등학교 다니고 나. ( ?) .

머지는 유치원 다니는데 걔네들은 다 하나하나 다 보 내줘 일일이 다 그게 제일 속상했구요. . .

애들이 새아빠 무릎에 앉잖아요 나는 왜 아빠인데도 못 앉냐고 그랬더니 너는 다 컸데요 초등. . .

학교 땐데 짜증나잖아요 소연. . < >

어머니가 재혼한 의붓아버지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딸은 어머니를 대

신할 수 있는 성적 존재가 된다 어머니들의 근친강간 방관은 모성 역할이 자원.

획득의 수단이 되지 않는 계급에서 모성 역할과 아내 여자친구 역할 사이의 경( )

합을 보여준다 계급은 성별분업 속에서 여성들의 획득지위를 선사하는 성별권.

력관계와 만나면서 계급화 된 모성을 만들어 낸다.

엄마 남자친구랑 어쩌다가 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엄마 남자친구 때문에 피해를 좀 봤어요.

뭐 그거를 당했어요 성폭력 네 자다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는데요 엄마가 그 아저씨( ?) . ( ?) . . , (

를 막 진짜 쇠파이프로 패고 그랬어요 그래서 쫒아냈는데 일주일쯤 있다가 무릎 꿇고 빈 거에) . ,

요 엄마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저씨 한번만 봐주면 안 되냐 그래서 또 같이 살게 되었어요. , .

근데 또 당해가지고 되게 많이 당했어요 엄마한테 말했는데요 그때 엄마가 되게 미웠어요 엄, . , .

마가 신경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되게 슬픈 거에요 엄마가 일 다니니까 별 신경도 못쓰고 그. . .

래서 나중에 엄마랑 대화를 했어요 엄마가 아저씨가 밉네요 그래서 진짜 밉다고 이러다가 또. . .

집나갈지도 모른다고 근데요 아저씨 미워하지 말라고 뭔가 그래서 그럴 걸거라고 엄마가 그냥. , .

인정을 하래요 무작정 인정을 하래요 그냥 봐 달래요 봐드렸어요 너무 너무 배신감을 당한. . . .

거 같아요 엄만데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에요 전에 성경험 있었어 아니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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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처음이야 처음이었어요 진짜 진짜 진짜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구요 근주?) . . < >

새아빠가 나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거에요 그니까 엄마가 달. 3 . 3

동안 집을 비웠어요 새아빠 아버지 병간호 하느라고 광주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광주에 내려간. .

달 동안 학교 가면 애들이 너 목 여기 왜 빨개 그럼 내가 긁어서 그렇다고 하루도 빠짐없이3 . ? .

매일 하는 거에요 소리도 못 질러 때릴까봐 그때 아다도 깨지고 소연. . . . < >

아이들에게 학교와 집을 견디며 가 닿을 수 있는 미래는 너무 멀고 불가능해

보인다 오지도 않을 미래 보다 더 빨리 아이들을 맞는 것은 소비와 놀이다 아. .

이들에게 가출과 비가출 집안과 집 밖의 경계가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아이들,

의 부모에게도 가출과 비가출의 경계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을.

나가는 것 학교를 중단하는 일이 그렇지 않은 일에 비해서 이 계급의 아이들 삶,

에 치명적인 손실과 급격한 지위의 하락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한달이나 두 달의 가출은 의례 있는 일로 취급되거나 부모가 나서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녀의 자퇴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자신 또한 학업을 중단.

한 뒤 생업전선에 뛰어 들어야 했던 엄마에게는 당장 손에 잡히는 집안일을 딸

과 나누는 것이 학업을 위해 딸의 현재를 유예시키는 일보다 시급하다 학업을.

계속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 그 뒤의 삶을 구상할 수 있는 문,

화자본이 부재한 계급이 재생산 되는 순간이다.

근데 왜 엄마가 니 자퇴서를 쓰신거야 모르겠어요 딸래미 자퇴서 쓰는 엄마는 처음 봤어( ?) .

요 그 뒤에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집안일 하라고 엄마는 어디까지 나오셨어 안 다니. ( ?) . ( ?)

셨어요 집안 가난하고 그러니까 소연. . < >

저희 엄마는 툭 하면 교복 찢었어요 보통 엄마들은 학교 다니라고 하지 않나 아니에요 나. ( ?) .

초등학교 다닐 때 거의 나간 적 없어요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갔어요 가지 말래. .

요 집에서 일 하래요 집안 일 하래요 엄마가 밖에 일 하셨나 일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 . ( ?)

있고 형제는 저는 혼잔데 새아빠 자식이 셋이나 되요 소연. ( ?) . < >

그때는 집을 왜 나왔어 나온 게 아니구요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집에 가기가( ?) ,

귀찮은 거죠 그래서 계속 친구네 집에서 잤어요 근데 집에 외박도 잦고 그러니까요 아빠가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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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정도는 그냥 외출로 봐줘요 한달 있다 들어가고 두 달 있다 연락 없이 들어가고 그러니.

까 뭐 그러려니 해요 혜수. . < >

지은은 엄마가 학교에 자퇴서를 쓴 뒤 엄마를 따라 다니며 일을 같이 하기 시

작한다.

자기랑 같은 또래 나이에서 부러운 사람 있어 나도 진짜 학교를 다니고 싶다 학교를 다니( ?) .

면서 남자친구 사귀고 그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가끔 땡땡이도 쳐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 .

쁜 짓도 해보고 이 나이 때 학교 다니는 애들 다해보는 거 해보고 싶고 중학교 때 제일 부러웠. .

던 거는 시내 갈 때 옷 사러 갈 때 엄마 돈 받아서 옷 사는 애들 나는 엄마 나가는 공장에서, . .

일 나가고 만원 받고 정말 아니죠 여자가 할 짓이 아니에요 통나무 들고 술집 인테리어20 50 . . . . .

까투리 투다리 이런 거 인테리어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다만 전기톱질 이런 건 안하죠 나르, . .

고 이런 거 거기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요 재단은 안 해요 손 다치잖아요 그건 어른들이 하. . .

고 다른 거는 내가 하고 지은. . < >

오히려 이 계급의 아이들에게 집을 나온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해 짐을

의미한다 집을 나와서 집에 있을 때에는 만져보지 못했던 돈을 만지기 시작하.

고 사지 못했던 것들을 사기 시작한다 하지만 또 동시에 여전히 돈은 늘 부족하.

다 원하는 만큼의 돈에 대한 접근성은 늘 있지만 돈이 늘 부족한 여자아이들. .

몸이 있는 십대 여자아이들에게 빈곤의 개념은 돈의 유무와는 다른 틀을 요구‘ ’

하는 문제가 된다.

집 나올 때 설마 내가 집에서 사는 것보단 더 못 살겠냐 이런 생각 들디 네 근데요 집에서( ?) .

살 때보다는 이게 더 난거 같아요 경제적인 거라고 그래야 되나 집에 살 때 보다는 훨씬 집에. . .

있어 봤자요 뭐라 그래야 되지 엄마가 나가고 나서 제가 옷을 사 입어 본 적이 없거든요 다, ? ?

제 돈으로 사 입었어요 초등학교 학년 때면 어린 나이잖아요 집에서 다 사주고 그러잖아요. 5 . .

근데 저는 다 제가 사 입었어요 그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버릇이 되서 그런지 집에서 또 돈타.

쓸려면 눈치 보이고 괜히 밥만 축내는 거 같고 지은. < >

많은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목적 없이 단지 학교에 머물러

있다 학교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 밖에서 대안적인 교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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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 제도적 학업을 중단 혹은. (

중단 당한 채 한 채로 미래를 구상할 어떠한 문화자본이나 물질적 자원의 제공)

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학업중단의 문제는 단순한 중단을 넘어선다 여전히‘ ’ .

학력은 앞으로 가능한 사회적 신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의 문제이

다 성역할을 해체시키는 문화자본과 물적 토대를 갖춘 계급 안에서 여자아이들.

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기대와 정보와 자원을 제공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자.

본과 경제적 토대가 약한 계급 안에서 여자 아이들은 자녀의 의미 보다는 아‘ ’

내 어머니라는 성역할의 연장선에 놓이고 있다 가족 안에서의 이러한 성역할, .

의 기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집 바깥 세계가 제공하는 색다른 역할은 충분히 매

력적이다 이들의 가출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어린 여자아.

이들에게 제공하는 역할 사이의 경합 위에 위치한다.

브릿지프로그램과 만나지 않는 거리 생활브릿지프로그램과 만나지 않는 거리 생활브릿지프로그램과 만나지 않는 거리 생활브릿지프로그램과 만나지 않는 거리 생활3-2.3-2.3-2.3-2.

친구들 놀이 동거 조건만남친구들 놀이 동거 조건만남친구들 놀이 동거 조건만남친구들 놀이 동거 조건만남: , , ,: , , ,: , , ,: , , ,

표 가출력과 생계< -4>

이름 가출력 생계

지은

중 때 학교 친구 아는 언니 둘과 가출 목포로 가서 다방에서 한1 , .

달 정도 일한 뒤 엄마에게 잡혀 광주 다시 가출 목포로 가서 당구. .

장 화장품 판매 일 하다가 대전으로 옮겨 계속 화장품 판매 서울로, ,

옮겨 화장품 판매 부천으로 와서 지하상가 옷 판매일 구로쉼터. . . A

쉼터 다시 광주에서 친구와 원룸 잡아 생활 다시 서울 엄마친구. . .

집에서 검정고시 공부 다시 광주 집으로 고 까지 다니다가 다시 서. . 1

울로 가출 조건만남 하다 경찰에 적발 현재 쉼터. .

다방 당구장 화, ,

장품 길거리 판매,

지하상가 옷 판매,

조건만남 가출시,

알게 된 오빠에게

받은 돈

혜수

대전 아빠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 있으면서 단란주점 나가기 시작중(

그 후 중 초에 자퇴서 쓰면서 인천으로 가출 방 잡고 인터넷에2). 3 .

서 만난 친구들과 보도 뛰기 시작 서울로 옮김 계속 보도 뛰다가. .

신사 잠원 압구정 등 친구 한명과 문경 함안 등 지역 다방으로( , , ) ,

옮김 용인 다방에서 일하다가 나오려고 결심 업주에게 만 원 정. . 180

피시방 아르바이

트 제외하고는 보

도 조건만남 다,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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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못 받게 되자 에 연락 현재 쉼터 입소 현재 업주와의 문제1388 . .

로 경찰서 출입 중 쉼터 퇴소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다가 다시 대전. .

아빠 집에서 거주하는 중

소연

초등학교 때부터 짧은 가출 중 때 본격적 장기 가출 시작 조건만. 1 .

남으로 생활 하혈 등 건강 이상으로 구로쉼터 입소 다시 퇴소 쉼. . .

터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조건만남으로 생활 물주가 잡아준 자취방.

에서 한동안 생활 이때 물주 외에 각자 남친 있음 물주와 섹스는. .

안함 물주와 끝난 뒤 천안쉼터 두 달 반 이후 퇴소 본격적 조건만. . .

남 시작 조건으로 만난 남자와 몇 달간 생활하기도 함 돈 안 받는. .

번개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때도 있음 조건만남 단속하는 경찰에 적.

발 현재 쉼터 미용기술 배우는 중. .

조건만남

지희

고 때 가출한 친구 따라 몇 일 집 하숙집 에 안 들어오기 시작한1 ( )

게 시작 그것이 장기 가출로 발전 숯불 갈비집에서 일하다가 친구. .

가 본격적으로 조건만남 시작 친구와 헤어져 집에 들어온 뒤 다시.

재가출 인터넷에서 가출에 대한 정보 많이 알고 있는 상태싼 찜질. (

방 피시방등 돈 떨어진 뒤 약 보름간 다방 업주와 연락한 끝에 용, ).

인 다방일 시작 혜수와 함께 같은 이유로 쉼터 현재 쉼터에서 검정. .

고시 준비

숯불갈비집 같이,

다니던 친구가 조

건만남 다방 일,

희정

중 때부터 가출 시작 첫 가출 때 보라매공원에서 헌팅 걸어온 남2 .

자와 조건만남식으로 보름간 지냄 동생과 자신 모두 그 남자와 대가.

성 성관계 주로 가출하면 보라매공원 공원에서 친해진 언니들과 언. .

니들이 헌팅한 오빠들과 밤새 놀거나 헌팅 걸어오는 남자와 조건 만

남으로 생활 중 여름에 두 달 동안 조건으로 만난 남자와 동거. 3 .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남자 거주지 없음 모텔에서 두 달 동안 생. .

활 동생이 쉼터 들어가자고 연락해 와서 남자와의 동거 끝냄 중. . 3

여름에서 고 중반까지 쉼터에서 생활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쉼터1 .

에서 간헐적으로 지냄

전단지 일 아르3

바이트 두 번의,

장기 동거

근주

엄마 남자친구의 지속적 성폭력으로 가출 시작 아는 언니 오빠들. ,

집을 전전 본격적인 장기 가출은 아는 언니의 권유로 강원도 휴게소.

에 취직 하면서 시작 한달에 만 원씩 받으며 아침 시에서 시. 120 6 9

까지 일함 두 달 일하고 다시 서울로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가출. .

여의나루에서 놀다가 거리이동상담하고 있는 쉼터 선생님을 만나면C

서 현재 쉼터 입소C

강원도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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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있는 거리 친구들유효기간 있는 거리 친구들유효기간 있는 거리 친구들유효기간 있는 거리 친구들

집을 나오는 아이들에게서 어떤 결연한 비장한 각오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

만큼 아이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열려져 있다 조건만남을 할 수도 있고 보도를.

뛸 수도 있고 쉼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공원에서 배회하다가 동거할 남자를 만

날 수도 있고 먼 지역에 일자리를 구해 떠날 수도 있다 유동적인 선택지 중에서.

굳이 아이들이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데에는 거리 친구들의 존재가 큰 요

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쉼터에서 견뎌야 하는 시간들과 그 시간 끝에 얻어지는.

결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반면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돈을 벌 수. , ,

있는 일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 이들에게는 삶을 길게 볼 문화자본과.

물적 토대가 부재한 탓에 현재를 유예시키며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비어있

다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거리 친구들의 존재다 어떤 것을 지연시키며 성. .

찰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즉각 즉각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에 의

해 축소된다.

아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새로운 친구들을 인터넷에서8) 거리에서 만,

난다 함께 방을 구하고 같이 조건만남을 하고 지역을 옮겨 다니며 다방 일을 뛰.

거나 한번도 가본 적 없는 지방의 휴게소 일을 하며 함께 몇 달을 버틴다 혼자.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도 상가에서 옷을 사다가 판매원 언니들과 친해지면서

그 지역에서 함께 놀고 자고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나.

혜수의 말대로 이들은 유효기간이 있는 관계일 뿐이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 ’ .

난 만큼 유효기간도 짧다 거리 친구들을 믿는 일은 마치 도둑에게 도둑을 막아.

달라고 부탁하는 격이다 한 사람은 조건만남을 하고 다른 사람은 기다리다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일도 발생한다.

8) 인터넷 까페 중에는 만 세부터 세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가출 까페가 다양하게 있다 어느14 19 .

피시방 가면 미성년자를 그냥 써주는지 싼 찜질방 목록 시 이후에도 나가라고 하지 않는 피, , 10

시방 목록 등이 전국별로 쫙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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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같이 만나서 방 얻고 살았던 애들은 어땠어 유효기간이 있는 친구라고 해야 하( ?)

나 유효기간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유효기간이요 처음 살 때는 몰랐는데요 점점 서로 할 일 바. . ,

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는 거에요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을텐데 더 이상 친구 같다는 느낌이. .

안 들 정도 겉모습만 친구 속은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서로 필요해서 찾는 친구 필요할. . ( ?) . .

때만 찾는 친구 아름이 같은 경우는요 개인 플레이에요 혼자 계속 하는 스타일이구요 혜림이. , . ,

는 혼자하기 싫어서 옆 사람이랑 같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걔는 혼자 하기 싫어서 저를.

계속 데리고 다닌 거죠 그래서 계속 문경 함안 이런데 같이 다닌 거야 네 그럼 걔가 가자고. ( ?) . (

해서 같이 다닌 거야 네 걔가 가자고 그래서 그래 아무생각 없이 갔어요 친구들이랑 있을?) . . , . (

때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니 남자 돈 진로 돈 이야기요 이렇게 하면 팁을 많이 받는다? , , ?) . .

나는 이렇게 해서 팁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요 혜수. < >

부천에서 한 달 일하고 부천 와서 언니들 만나고 부천 언니들 있잖아요 맨날 술 먹고 부천, . . .

지하상가에서 일하던 언니들인데요 그쪽에서 옷 같은 거 사다가 알았어요 날마다 끝나고 술 먹. .

고 그때 제가 도와줬었어요 지하상가에서 맨 처음 친해지고 그러다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맨. . . .

날 핫초코 사다주고 그러니까 나더러 박카스라고 그리고 그 언니들이랑 친해지고 나니까 날마.

다 술 마시고 날마다 나이트 가고 그럼 니가 아르바이트를 한거야 그냥 도와준 거라니까요. ( ?) .

지하상가에 옷 사러 왔다가 친해져 가지고 그래서 영등포 같은데 나이트 가서 놀고 지은. . < >

때로는 쉼터에서 만난 친구와 친해져 쉼터를 퇴소하고 또 다시 가출생활을 시

작한다 혹은 쉼터에 머무르면서 잠시 지방에 있는 집에 다녀온다고 해 놓고 친.

구와 함께 일주일 정도 몇 군데 다방을 돌며 돈을 벌어 오기도 한다 선불금을.

땡겨 받는 형식으로 미리 돈을 받은 뒤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인접 지역

으로 도망가서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가급적 먼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시 다른

다방에서 같은 일을 벌인다.

아 제가 이번에 한번 무단 퇴소를 했었는데요 올해 월에 입소를 했는데 몇 일 안 되서 여, . 6

기 있는 아는 언니가 자기네 집에서 무슨 재배를 하는데 같이 가서 하자고 그 언니가요 꼬셨어.

요 몇 명을 갔단 말이에요 무슨 재배 호박이요 그 말에 집이 어딘데 경주인가 그래가, . . ( ?) . . ( ?) .

지구 한 명은 여기서 선생님이랑 싸우고 나가고 저랑 동생은 도망을 간 거에요 뭐라고 꼬시. (

디 하루 일당 준다 아침 시에 일어나서 시까지 밖에 안한다고 그러면 만원씩 준데요 힘?) . 8 12 . 2 .

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안 힘들데요 자기네 엄마랑 아빠랑 일하는 데니까 근데 되게 어이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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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하루 일당도 안주고요 밥도 제때 제때 안주구요 집에 라면밖에 없구요 가시 같은데 다 찔. , , ,

리구요 저희는 처음에 돈 달라고 못 하겠는 거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나중에 다 해서 준데요. . .

그 말을 믿었죠 근데요 일주일 뒤에 그 언니가 너네 집에 가야겠다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 .

어이 없어가지고 뭐냐고 아빠가 무슨 일이 생겨서 너네 가야겠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만원을. . . 4

딱 주는 거에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주. . < >

조건만남 장기간 동거조건만남 장기간 동거조건만남 장기간 동거조건만남 장기간 동거,,,,

장기간의 가출을 반복하는 경우 지방 휴게소에서 일 했던 근주를 제외하고,

아르바이트가 주요 돈벌이가 된 경우는 없었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장기간의 가.

출인 경우 한 번씩 만나는 조건만남이 아닌 한 두 달 정도의 동거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쉼터에 들어온 후 그 남자와 동거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동거하던 남자가 군대에 입대 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그 여자.

아이를 인계하고 가기도 한다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 물주격에 해당하는‘ ’ . ‘ ’

남자가 방을 잡아주고 자신은 친구와 함께 물주가 돈을 끊지 않을 때 까지 머무

른다.

두 달 동안 그 남자 집에서 산거야 그 사람 자기 집 없고 여관 직장이 있어 그거 저거( ?) . ( ?) ,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물건 파는 사람 그럼 여관 하나 잡아 놓고 계속 같이 있었어 네 뭐했.( ?) . (

니 저 혼자 자다가 시에 와서 놀러 다녔다가 어디에서 영등포에서 놀았어요 뭐하고?) 12 . ( ?) . ( ?)

그냥 오락실에서 낮에는 밥 먹으러도 돌아다니고 그냥 영등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냥. . .

사람 만나고 그 영등포에 노숙자들 패거리 그 사람 원래 노숙자였어 네 다른 노숙자들이. . . ( ?) . (

랑 친해졌어 별루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근처도 안 갔어요 노숙자는 더러워요 그 남자랑?) . . .(

재미있었니 별루요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돈도 받았어 아니요 별로 돈 쓸 일이 없으니까?) . . ( ?) . .

처음에 얼마간 같이 있자고 그랬어 아니요 무기한 그냥 그럴려고 했는데 살 생각이 있었( ?) . . . (

어 네 그 정도면 좀 좋아했었나보다 아니 별로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다 동생이 연락?) . ( ?) . . .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자 그래서 희정. < >

한 달씩 같이 살고 그러면 연애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 그렇죠 한 달쯤 같이 살면 뭐( ?) . (

하니 자는 거에요 낮에는 자죠 그 사람들은 직장있고 넌 자고 네 그 집에서 청소도?) . ( ?) . ( , ?) . (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랬었어 네 소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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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은 언제 얻었었어 요번 년에 친구랑 돈줄 물줄을 잡았어요 그래서 고려병원 구로( ?) . . , . ,

고대 병원 근처에 거기 옥탑방 처음에 옥탑방을 잡아 줬는데 이불이랑 다 사서 잡아줬는데 아, .

침에 벌레가 나온 거에요 그래서 방 뺀다고 하루 반 만에 그러다가 돈줄이 딴 방 해줘가지고. . .

거기서 살다가 또 집 옮기고 소연. < >

이런 과정들은 어린 여자로서의 몸을 지닌 자신의 교환가치를 확실하게 확인

시켜 준다 아이들은 여자라서 돈벌기가 쉽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정작 남. ‘ ’ .

자와의 관계에서 혹은 손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토로할 때에는 성‘

질이 난다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이들에게 돈벌기가 쉽다의 의’ ‘ ’ . ‘ ’

미는 시간을 고도로 압축시켜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 일의 성격과 질은.

여전히 이들에게 힘든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 .

즉각적인 손에 잡히는 바로 결과가 내 눈 앞에 나타나는 종류의 일이다 바‘ ’ ‘ ’ ‘ ’ .

로 바로 손에 잡히는 돈을 쥐어주는 조건만남이나 성산업은 이들에게 단순한

일을 넘어선다 보다 장기적으로 삶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현재를‘ ’ .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마모 시킨다 이런 점에서 성매매는 단지 일이 아니. ‘ ’

라 이들의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쉼터에 들어온 뒤 그 시간들을 견디지‘ ’ .

못하고 나가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현재를 유예시켜야할 이유이다 현재를.

유예시켜 얻어질 수 있는 미래의 그림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보

다 낫지 않다면 현재를 참아야 할 필요는 굳이 없어진다.

사회적응 철들기로 정당화 되는 가출생활 구별짓기사회적응 철들기로 정당화 되는 가출생활 구별짓기사회적응 철들기로 정당화 되는 가출생활 구별짓기사회적응 철들기로 정당화 되는 가출생활 구별짓기/ :/ :/ :/ :

노동자 계층을 부모로 둔 십대 남자아이들이 세대를 걸쳐 어떻게 또 다시 노

동자 계층으로 재생산 되는지를 연구한 폴 윌리스는 다음과 같이 그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다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간파 다른 계층 부르주아 과의 구별짓. , ( )

기 부르주아 계층에 대한 비하와 노동자 정체성에 대한 강한 긍정의 경로를 통,

해 노동자 계층은 자신의 부모와 같은 노동자 계층으로 자신을 재생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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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노동자 계층 재생산에서 핵심 기제는 구별짓기와 긍정적 자기 동일시의 힘

이다 단순히 다른 계층을 비하하는 구별짓기에서 끝나는 것으로는 그나마 현재.

의 계층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그 계층이 긍정적으로 자신.

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계층 문화 계층적 정체성의 존재 여부이다 부르주아 계, .

층의 문화를 얌전이 문화라고 지칭하면서 자신들을 이와 대조적인 사나이 문‘ ’ ‘

화로 정체화 하며 자신을 노동자로 만들어 나간다’ .

인터뷰에서 만난 빈곤층 출신의 장기 가출 십대 여자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처

지에 있는 여자아이들과 자신을 구별 짓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

과 긍정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아이.

들은 자신의 현재 경험 위치를 다른 여자아이들과의 구별짓기에서 끝내고 있다, .

구별짓기를 통해 현재의 가출 경험은 정당화 되지만 여기에서 어디로 어떻게 나

아가야 할지의 문제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아이들은 철이 빨리 들었다 사회를. ‘ ’ ‘

알았다 집에 있을 땐 아무것도 몰랐다 등의 표현으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과’ ‘ ’ ‘ ’

자신을 구분 짓는다 실제로 이들은 사회가 철저한 경쟁관계라는 것 강해야 살. ,

아남는 다는 것 직업의 종류에 따라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 학력에 따라, ,

허용되는 일자리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은은 중졸의 학력으로.

는 평생 가야 아르바이트 자리나 전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런데 위의 영국 십대 노동자계층 남자아이들과 이 아이들과의 차이는 남들과의

구별짓기를 통해 새롭게 동일시 할 문화적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이 문제는 단지 정체성을 떠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내 삶을

기획하고 주관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성별화된 사회에서 남성들은 계급에 따라 긍정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다양

한 계급화된 정체성을 사회 문화적으로 제공받지만 여성들의 계급적 정체성은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된다 남성은 자신과 긍정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남성문화의 모델을 가지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계급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남성‘ ’

과의 관계를 상정할 것을 요구받는다 변화 하는 추세 속에서 여성들도 자신의.

직업을 통해 남성과의 관계없이 스스로 계급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육.

과 물적 자원에 노출되지 못한 십대 여자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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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래이다 성별화된 정체성의 문화는 남성들에게는 직업을 여성들은 직업을’ . ,

가진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상상하게끔 이끈다.

별로 후회는 없는데요 돌이켜 보면 그렇게 했었으면집에 있었으면 대학 갔었을텐데엄마랑. ( ) .

계속 살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생활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철도 빨리 든 거 같고. .

사회에 적응도 하고 사회도 좀 알고 차라리 난거 같아요 무슨 세상물정을 알았어 사람들이. . . ( ?)

살아가는 법 구체적으로 말해봐 어떻게 해서든 돈을 공짜로 얻지는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 ( ) .

다 시간도 돈이다 친구들 거의 다 진실된 친구는 거의 없다 이런 생각도 들구요 혜수. . . < >

학교 다닌 시간보다 사회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아요 사회를 느낀 시간 그래서 애들이랑 생각. .

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애들은 막 연예인들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니.

까 지은. < >

중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거랑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거는 급수가 다른 거 같아 네( ?) .

약간 중졸이면 홀서빙 이런 거 자격증 있으면 뭐 하겠지만 자격증 없으면 학교가 우리들에게. .

중요하다는 생각 안 해요 요새는 능력을 보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자격증이 더 많은데 대. .

학교 대학원 나왔다고 그런 사람 쓰잖아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나 급수.

는 똑같은데 어쩌면 초졸이나 고졸이나 머리에 든 거 따지면 초졸이 나을지도 몰라요 사회경험. .

이 있으니까 지은. < >

집 밖에 살면서 니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게 있니 집에 있을( ?)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근데 밖에 나와 보니까 세상이 먹고 먹히는 거. . .

약하면 잡아먹히고 말아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진짜 작은 물고기가요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잖. ( )

아요 지희. < >

가출하는 것이 더 나음 가출을 꿈꾸지만 실천하지 않음가출하는 것이 더 나음 가출을 꿈꾸지만 실천하지 않음가출하는 것이 더 나음 가출을 꿈꾸지만 실천하지 않음가출하는 것이 더 나음 가출을 꿈꾸지만 실천하지 않음3-3. vs3-3. vs3-3. vs3-3. vs

표 문화선택과 조건< -5>

이름 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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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가출 끝에 다다른 아이들의 결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중단된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미용기술 등을 익혀 장기적 미래에 대비

하는 경우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시간을 참기 어려워 다시 손에 잡히는 현실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부모의 심리적 지원과 기대 약간의. ,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후자는 부모가 집 나간 자신을 찾지도 않.

거니와 자신이 찾아도 너 알아서 잘 살라 는 상태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이“ ”

다 이는 비단 부모 개인의 성향과 자질에 국한된 문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어린. .

사회구성원에 대한 양육이 한 가족 그것도 성인 여성인 엄마의 역할이라는 모,

성에 기대고 있는 성별분업 사회의 제도화된 모성 역할이 계급과 만나 발생시키

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대들의 현재를 모조리 대학 진학 뒤로 미루는 대학만 가면이라는 유예문10 ‘ ’

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던 적이 있다 물론 이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비판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대에게는 현실을 유예시킬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이 가장. 10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원과 기대에 노출된 적 없이 자본주의의 돈이 제공하.

는 즉각적인 손에 잡히는 현재에 물들어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현재를 참거,

나 견디면서 관리할 수 있는 유예 능력의 부재가 문제가 된다 가족이 원하는‘ ’ .

성역할에서 벗어나 자본이 원하는 어린 대 여자아이의 역할로 옮겨간 아이들10

의 삶에서 문제는 장기적인 비전과 디자인 속에서 현재를 참고 견디고 유예시킬

수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주체적인 관리 능력의 상실이다.

교육현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탈학교와 대.

유예 문화

선택

지희
대학진학 목표로 검정고시

준비 시작
엄마의 경제적 지원

근주,

희정
미용학원 고등학교 진학/ 엄마의 기대 쉼터의 지원/

비유예

문화 선택
혜수

쉼터 퇴소 남친과 동거. .

조건만남 다시 시작

가족으로부터의 지원과 기대

없음

경계
지은,

소연
쉼터에서 미용학원 다님 남자친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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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적 교육 시스템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원 없는 계급에서 학업.

의 중단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 교육이 모든 사람.

들에게 자원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억압적이고 험난한 교육시스템을 견뎌야.

하는 필요성은 교육이 교환 가능한 자원이 된다는 기대가 있을 때 생겨난다 자.

퇴를 결심했던 이유에 대한 대답에서 그 시간을 참기가 힘들다 는 지은의 표‘ ’ “ ”

현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교 자퇴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계속 얽매여서 살았으면 맨 처음에는 검정고( ?) …

시 보지 말고 왔다갔다만 하면 되니까 그냥 다니자 그런데 년을 참기가 너무 힘든 거에요, . 3 .

자퇴한다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말리고 그런 거 없었어 연락이 안 되니까 중졸로 끝나면( ?) . (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그니까 나는 그 시간이 되게 싫었어요 내가 대입 검정고시 보던 못 보?) .

던 그냥 하자고 지은. < >

쉼터에 있을 당시 혜수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쉼터에 있을 당시 혜수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쉼터에 있을 당시 혜수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쉼터에 있을 당시 혜수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너 꿈이 뭐니 모델이었거든요 근데요 그게 좀 바뀌었어요 모델은 좀 힘들 거 같구요 뭐( ?) . , . . (

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너무 어려울 거 같아요 알아는 봤어?) . , . ( ?)

아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를 가고 그러는 게 너무 어려울 거 같아서요 그래서요 유. . ,

치원 교사나 간호사가 하고 싶은데요 둘 중에 어느 걸 할까 고민이에요 혜수, . < >

혜수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촌오빠와 연락이 되면서 그로부터 많은

조언을 듣게 된다 착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능하면 검정고시도 보고 대.

학도 진학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인터뷰 일.

주일 뒤 혜수는 다시 쉼터를 나갔다 남자친구를 만들고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

일은 하지 않았고 평소에 계속 연락하고 지내던 소위 물주들과 다시 연락을 하‘ ’

면서 돈을 받아 생활했다 자신도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 ’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보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고 놀고 싶은 것

들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돌려주는 현재를 택한 것이다 혜수에게는 현재의 재미를 포기하면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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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얻어지는 기회비용을 상상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했다 지은과 소연이는 혜.

수처럼 쉼터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미용교육을 계속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쉼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남자친구와.

의 관계이다 열심히 사는 남자친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도 바쁘게 무.

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현재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이들의 향.

후 진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반면 혜수와 함께 다방에서 일하다가 도망 나와 쉼터에 함께 온 지희는 혜수

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다 외동딸로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

의 기대와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자란 지희는 현재 엄마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

며 지내면서 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지희 엄마는 검정고시에 합격.

하면 일본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지희에게 이런 식의 물질적 지원은.

현재를 견디면서 관리할 지속적인 이유가 된다 누구에게 떳떳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지희는 검정고시 이후의 구체적인 인생 계

획표를 세워 놓은 상태이다.

제가 했던 일은 미성년자인 저로서는 합법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니까 어디 가서 명함 한 장.

못 내밀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명함 한 장 못 내밀어요 그리고 밤에 일해요 낮이 아. . .

니구요 제가 앞으로 하려는 일은 낮에 당당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제 이름 석자를 넣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일이고 어디 가서든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스튜어디. (

스가 하고 싶구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겠다 근데 그거는 해야겠다고 일단 지금은 공부해) .

야 겠다 스튜어디스 되는 경로 알아 일단 키는 됐고 라식 수술도 해야겠고 공부로 따지면. ( ?) .

대학 나와서 항공운항과 이런 거 나와서 토익 점 이상 맞고 기본 외국어 할 줄 아는 거 하600 ,

나 있으면 되고 이미지 메이킹 학원 같은 거 있더라구요 그거 다니려구요 되게 구체적으로 많, . .

이 알아봤어요 지희. < >

그러나 가출을 하여 쉼터에 있는 친구들과 가출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 나은‘ ’

친구들이 접근 가능한 미래의 내용은 다르다 한마디로 가출을 해보았자 자신에.

게 떨어질 이익이 없다는 판단은 그들이 합리적 주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가출은 그들에게 지겨운 공부라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도망갈 하나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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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답답함을 참을 경우 더 큰 미래가 존재한다는 기

대 확신 지원은 그들로 하여금 가출을 실행하게 하지 않는다 다음은 가출에, , .

대한 생각과 가출을 유예하는 조건을 비교해보았다.

표 유예문화선택의 내용과 조건< -6>

이름 내용 조건

유예

문화

선택

관수
공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

도 유지
부족한 것 없음

형민
자신의 미래는 개척하기 나름이라고

생각

강남에 거주하며 아하 청소,

년 센터에 다님

이해
공부가 잘 되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짐
모녀관계 신뢰감 높음

진이
어른들 말은 들어야 편함 성적이 나와.

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

지금 문제 일으켜봤자 좋을

것 없다는 인식

혜미,

현주

공부는 재미없지만 중간 정도 성적 유,

지 대학은 꼭 가야한다고 생각함.

공부만 하면 학원비 용돈 등,

풍족

민지
대안학교를 다니며 검정고시 준비 하.

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고 있음

엄마와 사이 좋음 대안학교.

에 만족

특히 관수에게 가출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작동한

다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부모와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가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가출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을 역이용하는 대들의 전략일 수10

있다.

친구들끼리 가출이야기 많이 하지요 가출한 친구도 한반에 명이나 되구요 그러나 저는 그. 2 .

럴 필요가 있나 생각해요 그들은 왜 가출했다고 생각해요 친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소문. ( ?) ,

에 의하면 한 놈은 자신의 깡을 보이려고 했다는 말도 있어요 한 놈은 공부하기 싫어서 흠 부, .

럽기도 해요 그 용기가 부럽지요 그러나 그 이후를 생각하면 한심하기도 해요 가출 생각해, . . (

본 적이 없어요 왜 없어요 나도 아빠가 이유 없이 야단치면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 .

어 가출할까 생각해요 얼마나 아빠가 슬퍼할까 생각하면 갑자기 힘이 난다구요 관수. . < >

관수의 가출은 앞에서 이야기한 가출과 그 내용이 다르다 관수가 생각하는.

가출이야말로 어른들이 걱정하는 충동적인 가출일 수 있다 그러나 관수는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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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즉 가출.

을 꿈꾸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계산 때문이다.

가출로 인한 집에서의 갈등 학교에서의 갈등을 예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출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가출을 생각해 본 적.

이 있다는 형민의 이야기도 자원이 없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가출과는 그 맥락

이 다르다 결국 그들은 가출하지 않는다 청소년 뿐 아니라 자원과 기대를 가진. .

대 여성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자신에 대한 관리능력 그리고 엄마와10 .

의 신뢰관계에서 가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엄마와는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엄마는 친구들 엄마와는 달라요 무조건 저를 믿어주시고. . .

고민이 있으면 먼저 엄마생각이 나요 이렇게 믿는 엄마나 친구가 있으면 왜 가출을 하겠어요. , ?

이해< >

아빠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출을 해보기도 한 민지가 결국 깨달은 것은 가출이

자신에게 별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며칠 친구 집에서 있었는데 결국 집에 갔어요 원래 공부는 취미 없고 이상한 소문내는 그, .

친구 때문에 결국 학교 그만두고 속상해서 집을 나갔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나.

가요 엄마 속상해했지만 결국 집에 와서 곧 검정고시 시험 준비할 거에요 그 일 때문에 아빠? , . .

에게 맞고 지금도 술 먹으면 학교 그만 둔 것을 속상해하지만 난 내 일을 이룰 거예요 그것이, . (

무엇인데요 요리사 미용사 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구요 민지?) , . < >…

대안학교에 다니는 민지는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다 자퇴하고 대안학교에 다.

니면서 좋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민지는 현재의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어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행히 민지는 엄마와도 자주 통화하면서 자신의.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대안학교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다, .

또한 가출의 가능성이 현재의 삶의 문제를 미루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가출.

이라는 달콤한 가능성은 진이에게는 새로운 미래이다 영화를 찍으며 레즈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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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꿈꾸는 진이는 답답한 현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꾸준히 저,

축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새로운 미래.

를 꿈꾸는 진이는 차곡차곡 가출 출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꿈을 가진 진‘ / ’ .

이에게 현재의 가출은 별로 의미가 없다 괜히 문제만 일으킬 뿐이다. .

나의 꿈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흉내만 낼 거에요 나의, .

기쁨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레즈비언도 최근에 알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저는 친구랑 살 것. , .

이구요 한동안 고민도 했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체육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좋. , .

아하는 선생님인데 좋은 책도 권해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학교 선생님 안 같아요 정말, , , .

훌륭한 분 앞으로 년만 잘 있을 거에요 대학은 가야하니까 대학준비하구요 꼭 좋은 대학 갈. 2 . ,

필요 있나요 진이? < >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야한다는 현주도 공부하기 싫어서 가

출도 생각해봤지만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어딘가로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지만 그 후 살 생각을 하면 그래도 집이 낫다는 것이다 익, .

숙한 공간으로서의 집은 공부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그 집에 있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나를 먹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부는 시켜준. .

대요 엄마는 내 밥벌이는 해야 한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자로 잘 크기를 원하지요 그것이. . (

무엇인데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남자를 고를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예쁜 것 여드름은?) .

대학가서 없애준다고 했고 키는 라서 조금 작지만 몸매는 나쁘지 않으니까 공부만 조금하면162 ,

괜찮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왜 가출을 하겠어요 여자가 가출해봤자 갈 데가 뻔하지 않아요. ? ?

가출한 애들은 그렇고 그렇고 현주, . < >

관수나 형민과 달리 현주가 가출하지 않는 이유는 좀 달랐다 가출해봤자 별.

볼이 없다는 것은 비슷했으나 여자가 가출하면 뻔하다 는 이야기는 이미 이 사“ ”

회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현주나 혜.

미는 자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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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고 가출 이후의 여자의 삶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가출 이후 몸을 자, .

원으로 이용하겠다는 혜선과 다른 점은 직접적으로 몸을 매매하지 않는다는 것

돈을 벌기 위한 매매는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럴 필.

요가 없는 현주나 혜미의 조건 때문인지도 모른다.

가출을 생각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친구들은 집이라는 안정된 조

건 엄마 부모의 지원 가족의 기대뿐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 ,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조건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유예.

시킬 수 있는 조건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의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동일시할 수 있는 문화적 과정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노.

력을 하면 이 세상의 많은 자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친구들 그리고 그‘ ’ ,

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의 조건으로서 키 외모 보통이상의 학력 집안 조, , ,

건을 갖춘 친구들은 굳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규범에 저항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다 미래에 대한 희망들이 자신의 현재의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으로 작동.

한다.

집에서 하라고 하는 공부만 웬만큼 유지하면 별 어려움이 없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돈을 벌, .

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공부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공부를 썩 잘하, .

지 않는 것이 걱정이지요 형민. < >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과 쉼터에 있는 친구들의 고민은 근본적으로 다

르다 가족의 기대 계층적 조건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성별차이도 때로는 가. , ,

시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 다른 대들을 대라는 범주로 묶어내어 분석하. 10 10

는 것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을 대로 묶어낼 수 있는 공통점은 있다 문화자10 .

본의 차이 기대의 차이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는 너무도 다른 조건에 있는 그들, ,

이 공통적인 것은 어른과 다른 문화를 가진다는 것이다 동시에 어른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강박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물론.

부모의 기대가 많을수록 그 압박감은 심했지만 쉼터에 있든 아니든 그들은 어른

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긴장감을 가지면서 어른과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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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현실적응전략도 보이며 어른들의 규.

범을 그대로 순응하는 것도 같지만 끊임없이 어른들의 생각과 규범에 도전하며

다른 생각을 꿈꾸고 있다 결국 이러한 대의 가능성의 성장과 실현은 그들의. 10

각각의 지점에서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애정과 이해 그리고 그들의,

도전과 협상이다 그래서 이 사회의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 그리고 일상의 즐거. ,

움이 어떻게 생존전략이 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같이 탐색하는 것

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대와 만나기 위해서는 상담지원자들도 지속적인. 10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 이는 상담지원자의 정체성과 삶을 재구성해야 하는 성장

과정이다.

다음은 만자의 메일이다.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치마가 펄럭여서 치마를 잡았더니 뒤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자기가 짧은 치마 입고서는 치마를 잡냐고 하시는 거예요 .ㅠㅠ

바람이 불어서 치마가 올라가는데 어떡해요 ㅠㅠ ㅋㅋㅋ

치마를 입고 싶어도 어른들이 모라하시네요 ㅠㅠ

버스를 탔는데 일반자석에 자리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마침 구두를 신어서 발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 ...

할머니 한 분께서 요즘 애들은 윗사람도 못 알아보고

어른이 계시는데 덜컹 자리에 앉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ㅠㅠ

할머님은 노약자석에 앉아계셨는데..

윗사람도 못 알아본다고 하시니 좀 그래써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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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4.

본 연구는 먼저 가출을 했거나 하고 있는 대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10

욕구와 경험이 놓여진 맥락을 살펴보고 그들의 거리 생활에서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맥락화 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교사례로서 직. ,

접적으로 가출은 하지 않았지만 가출을 일상의 패턴 또는 취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가출을 기획하기도 하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는 다양한 지점,

의 대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가출의 의미를 고민해보았다10 .

대들에게 가출은 대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의미화10 10

되는 실천행위이다 어떤 대에게는 새로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생존전략으. 10

로서 어떤 대에게는 부모와 협상할 수 있는 협상카드로 선택되어지고 어떤, 10 ,

대에게는 환상 속에서만 가능한 자신의 현재의 생활을 유예시킬 수 있는 달10 ,

콤한 카드로서 위치 지워진다 뿐만 아니라 젠더에 따라서 가출을 결정하게 되.

는 맥락들이 존재한다 이는 그들의 삶의 조건들이 대라는 세대의 문제로만은. 10

해석될 수 없는 젠더 계급의 문제들이 경합하는 다양한 지점에 놓여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새. 10

로운 방향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획일적 잣대로 대를 바라봐서는 안 된10

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즉 거리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 개별적인 위. 10

치를 고려하여 그들의 현재의 진단과 함께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가출의 의미를 고려하여 이미 가출한 대와 가출을 생각하는 대를 구분10 10

하여 각각의 집단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대가 삶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모델 제시와 함께10

진심으로 너의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는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일대.

일의 비밀스러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한시적이나마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구성하는 것은 가출한 대가 다른 삶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뿐만10 .

아니라 마음을 못 잡고 새로운 꿈을 찾느라 거리를 배회하는 대들의 현재와/ 10

미래의 삶의 거점으로서 본 프로그램이 위치 잡을 수 있다면 기존의 어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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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식상한 프로그램이 아닌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대들이 많이 활‘ ’ 10

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본 연구의 한계는 브릿지프로그램의 분석과 재구성이라는 목적아래 브릿

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대의 현실과 욕망 분석에 대한 선행/ 10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본 연구가 가출에 초점을 맞춘 것은.

브리지 프로그램에 꼭 가출한 대만 오는 것은 아니지만 브릿지프로그램의‘ 10 ’

최초 목적 뿐 아니라 거리상담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가출을 중심으로 한 대10

의 접근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브릿지프로.

그램은 가출실행 가출기획에 대비한 거리상담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대의 위치에 적합하게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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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은 유효 가능 한가( ) ?

김옥순 수원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전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장( , )

들어가는 글1.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는 년부터 년까지 라1997 2003 CYC(Cyber Youth Cops)

는 청소년 정보감시단의 활동을 시행하여왔다 이들 청소년 감시단은 여름방학.

동안 정보 라는 캠프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여 왔다 어느 해인지 쏟아지Camp .

는 소낙비 속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소낙비를 피하고.

난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

름대로 독특한 즐거움이 있는 듯 계속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많았음을

그날 저녁에나 알 수 있었다 캠프에 참가하였던 여학생 들 중 몇 명이 이날 캠.

프에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하면.

내리는 소낙비에 하얀 티셔츠가 몸에 착 달라붙어 자신의 속옷이 비쳐지는 가운

데 진행된 프로그램은 참가한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눈요기 감이었을지 모르지

만 자신들에게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때의 경험은 본인에게 청소년활동에서 양성평등적 활동이란 과연 무엇인가

를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한국청소년문.

화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청소년문화포름의 년도 여름호에서는 여성청소년2005 ‘

의 삶과 정책을 지상좌담회의 이슈로 정해 다루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

그동안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가 미천한 본 발표자에게 본 세미나에 있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발표를 주최 측에서 맡기지 않았나 생

각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밝혀두지만 여성이면서도 미혼이라고 하는 점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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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기혼자보다 더한 불평등적 삶을 살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기혼자들이 겪는 불평등적 삶에서 조금은 비껴 설수 있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솔직하게 양성평등에 대한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다 그래서 논문 곳곳에서 이론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점과 잘못된 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해 먼저 관심가지고 많은 연.

구를 하셨던 선배 분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가르침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

청소년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이 과연 유효 가능 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 첫째 양성평등적 관점. ,

이라 할 때 평등적 관점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청소년에 대해 사회? ,

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관점은 무엇인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이 바로 그것인?

데 이러한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구해질 때만이 본 글이 궁극적으로 목적,

하는 청소년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의 답을 유도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적 관점이란2. ?

양성평등에 대해 발표된 많은 자료에서 평등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양성평등의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의 자료들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통계자료와 함께 이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해석할 수 있

는 많은 학자들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더욱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논의에서.

모든 통계자료는 성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한 사회적 현상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시되어 있어 같은 여성으로서 이러한 글들에 접하면 접할수록 사회적 불평등

에 대해 비분강개하게 되어 평등의 개념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성찰을 할 기회

를 잃어버리기 쉽다.

평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차이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차이 속에서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사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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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사고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회 구성원.

각자는 차이에 대한 수많은 변수들을 자신 나름대로 조합하여 평등을 개념화한

다 따라서 평등이란 개념은 생태적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평등을 논의하는 개인.

의 사회적 위치 속에서 조합되어 탄생한 상대적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평등의.

이런 속성에 대해 마이클 왈쩌1)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이해된 평등이란 배반을 위해 숙성된 이념이다 이 이념에‘ .

충직한 사람들조차 그들이 평등을 지향하는 운동을 조직하자마자 그리고

권력 직위 및 영향력을 서로 분배하자마자 바로 평등을 배반한다, .’

평등이란 인간사회에서 필연적인 분배 혹은 보상의 문제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적 없는 개념이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의 역사를 분.

배를 둘러싼 집단간의 갈등 역사로 보기도 하고 혹자는 분배의 기준을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팽팽한 두 이론의 맞섬에도 불구하.

고 우리는 모든 인간이 같은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고 있다 또한 태어난 환경 그 자체도 모든 인간에게 있어 유사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인간이 지닌 차별적 능력을 무시한 채 단순한 평등주의에 입각하.

여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할 경우 모든 이에,

게 주어진 균등한 배분은 또 다시 개인의 능력 차에 의해 불균등한 재생산을 초

래할 수 있는 경우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과연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

하는 평등인지에 대한 주장도 사뭇 다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등을 논의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여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점이 될

것이고 만일 인간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면 차별적인 능력에 따라 보상,

받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차별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

1) 마이클 왈쩌 정원섭외 옮김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의 영역들 철학과 현실사. 1998, , - - , ,『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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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것인가라는 점에서 또 다시 자신의 생각을 정리

하여야만 한다 또한 보상의 측면이 아닌 기회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능.

력에 따른 차등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 평등인지 아니면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

인 평등한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정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등한 기.

회의 제공이 반드시 평등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등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다양한 변수들이 조합되어 나온 경우의 수 만

큼이나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양성평등의 관점도 유사하게 정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집단간의 비교를 통한 차이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양성평등이란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이 가지는 차이에 대한 문제들이 사.

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함을 밝히고 사회적 정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

들어진 개념일 것이다 그런데 성에 의한 집단간 구분지음에 있어 그 집단의 내.

부에서 조차 또 다른 중심변수에 의해 다양한 집단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 있

어 양성평등이란 다원적 측면의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쉬운 예로 여성 집단 내.

에서도 연령층에 따라 남성 집단과 비교된 불평등의 차이는 현격히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남성 집단과 달리 여성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나이와 외모 외모. (

도 일종의 능력으로 범주화될 수 있겠으나 에 의해 남성 집단에 비해 불평등한)

보상을 받을 경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희진은 가부장. “

제 사회에서 젊고 예쁜 여성은 억압받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 집단“ .

내의 이런 차이도 결국은 남성에 의해 여성이 타자화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청소녀 성매수 원조교제 는 나이가 어리다는 여성적 자원과 나이가 들면( )

서 뒤따른 돈이라는 남성적 자원의 교환이다 몰성적 시각에. (gender blind)

서 보면 이는 평등한 교환이며 합의된 거래이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

면 차별이고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이다 성별사회에서 여성적 자원과 남....

성적 자원은 동등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여성적 자원인 몸은 소멸하는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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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 자원이지만 남성의 자원은 그렇지 않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분류된 타자이다 남성의 몸과 다르다는 것이 여성.

억압의 근거가 되는 성차별 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재성은 언제나 몸으로 환

원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몸의 경험을 근거로 형성되는 여성의 정체성은...

남성중심사회가 부여한 것이지만 남성은 행위 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

성을 획득한다 그러므로 남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몸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몸의 기능과 상태 나이 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 )

슨 일을 하는지에 의해 형성 된다2).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이 타자화 될 때 여성과 남성이 가지는 차별적 능

력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우월성과 열등성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성.

평등의 개념이란 성에 의해 구분된 집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이가

한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집단을 타자화하지 않는 그래서 각 집단의 차이,

가 우열의 척도로 비교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정하게 평가되어야 함을 이상적인

조건으로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단 두개의 영역 속에서.

평등에 대한 개념이 전개되는 양성평등의 개념은 비록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하위영역별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연령 소득 교육 등과, ,

같은 여타부분에서의 평등에 비해 조금은 덜 복잡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도 있

다.

한국사회의 청소년3.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시기에 대한 연령은 대개 법적 근거에 의해 구

분되어 왔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세부터 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에. 9 24

속한 인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과는 다르게.

아동복지법은 세 미만의 연령층에 속한 인구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자18 ,

2)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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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을 모두 수용할 경우 세부터 세 미만의 인구 층은 아동으로 그리고9 18 18

세부터 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인구는 청소년으로 해석되는 기이한 현상에24

봉착하게 된다 이런 기이한 현상에 민법을 적용시키면 민법은 세 미만을 미. ( 20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시기는 세 이전인 미성년의 청소년시기와) 20

세부터 세에 해당하는 성년의 청소년시기를 모두 포함하게 되어 일반적으20 24

로 심리학 분야에서 청소년기‘ 3)라 명명하여 논의되는 심리적 특성에서 상당부’

분이 맞지 않는 성인의 시기도 함께 포함하게 된다.

법적인 근거에 의한 청소년시기 구분보다는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더욱 강력

한 구분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학제적인 구분이 될 것이다 일.

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구분된 학교교육제도는 아동의, , ,

연령층은 초등학교 학령층으로 청소년의 연령층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

는 학령층의 인구로 청년을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령층의 인구로 구분하고 있다, .

이러한 학제적 구분에 의해 노혁은 아동을 초등학교 저학년의 연령층으로 청소,

년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학생 연령층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면․
서 청소년의 연령층을 세에서 세로 보고 있기도 하다12 19 4) 본 논문에서 필자는.

청소년이란 학제적인 구분에 의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령층의 인구로․
가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관점을 전개하고자 한다.

청소년에 대해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닌

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숙한 존재로 보는 것. ,

이 일반적이다 많은 교육관련 문서나 자료에서 청소년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

로 대우하고자 하는 시도는 발견할 수 없다 비록 하나의 인격체로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있다하더라도 글 전체가 의도하는 바는 청소년들이란 성인

으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연령층으로 완전하지 못함을 가정하고 있다.

3) 심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청소년의 시기는 생물학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세 이후로부터 성인13

초기에 접어드는 세까지의 시기를 청소년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21 .

들어 나타나고 있는 아동들의 생물학적 조기 성장은 과 그 밖의 학자들에 의해 추정된 청소Hall

년기의 특성이 나타나는 연령층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있어 기존에 심리학에서 논의되던 청소년

기에 대한 연령의 수정은 불가피한 형편이 되어가고 있다.

4) 노혁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2002, , , p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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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는 성인들의 존재를 완전함으로 가정하는 것이 된다 실제적으로 청소.

년들과의 대항구도에서 성인들은 비록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스

로 자신이 완전한 인격체라는 것을 거의 최면에 가까이 주지시킴으로써 성인으

로서의 권위를 지키려고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자신의 몸을 중심으로 여성의 몸을 타자화시켜 다

양한 형태의 억압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 집단은 자기들 집단을 중심으

로 청소년 집단을 타자화 하여 억압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미숙함을 평가하는.

준거는 모두 성인에게 있다 성인과 같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미숙한 존재.

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과는 그 어떤 면에서도 평등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다.

한국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두 번째의 특성은 청소년들이란 성인들의 보

호와 육성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 객체로 보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물론 청소.

년을 미숙한 존재로 보는 첫 번째의 특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미숙하기 때문.

에 보호되어야할 존재가 청소년이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

는 성인들에 의해 정해진 길로 선도되어 자라나야 하는 존재가 청소년인 것이

다 성인들에게 이들 청소년 개개인이 지닌 주체자로서의 능동적 에너지는 무시.

된다 대신 성인들 자신이 만든 육성의 틀 속에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가로 청소.

년들의 개인적 능력이 평가되는 것이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없는 존재.

들이기에 청소년들에게 선택의 권리는 없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이란 단 한.

가지 성인들에 의해 주어진 기회에 적응하여 생존하든가 아니면 부적응자의, ,

길을 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뿐이다.

한국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세 번째의 특성은 청소년집단을 무성적인 집

단으로 치부하면서 동시에 성적인 것을 강요하는 이율배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성인들은 청소년시기가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

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들이 가지게 되는 성적인 호기심에는.

지나친 우려를 보내거나 혹은 성적인 그 어떤 형태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나치리

만큼 엄격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성이 강조되는 태도를 가진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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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적인 집단으로 청소년들이 존재하기를 강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미숙한 성에 매매 한다 성에 관한한 이처럼 혼동된 성인들의 태도 속에서 청소.

년 집단은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생존전략을 만들어낸다 김영옥은 이를 순진. ‘

한 미성년과 노련한 성년의 이중가면극을 능수능란하게 연기해낼 수 있는 능’ ‘ ’

력을 성인들이 키워주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지금의 십대는 성을 금기시하는 기성세대의 도덕적 엄숙주의와 성은 좋

고 유용한 것이라는 소비 자본주의 시대의 선정주의 세례를 받으며 자라났

다 더구나 생산보다는 소비가 금욕보다는 쾌락이 물질적 현실보다는 재. , ,

현된 이미지가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한 현 사회 체제 내에서 이들은 순진한

미성년과 노련한 성년의 이중 가면극을 능수능란하게 연기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가면극에 특히 능통한 사람들이 바로 십대여성들이다5).

청소년 집단에서 연기되는 가면극이 십대 여성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남성 청소년들도 이중적인 성의 잣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

성인들과 함께 있을 때 남성 청소년들은 무성적인 집단속의 일원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래들과 함께 있을 때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은밀하게 자

신들의 성을 실험한다.

청소년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은 유효 가능 한가4. ( ) ?

이상에서 지적된 한국사회가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을 통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은 유효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평등적 관점은 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5) 김영옥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 재현과 현실사이에서 청소년문화포럼 한국청소. 2005, : ‘ ’ ?, ,「 」

년문화연구소 년 여름호 통권 호, 200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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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그 어떤 측면에서도 배양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집단을 타자화 할 경우 자신과.

다른 차이는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못한 열등한 성질로 평가되고 결국 평등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다른 집.

단의 위에 위치 지운다 자신과 타집단을 우열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다 성인. .

집단은 청소년의 집단을 자신과 같이 완전하지 않은 집단 즉 미숙한 집단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결정짓고 있다.

평등의 문제가 타자화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청소년 집단과 성인.

집단에 있어 모든 사회적 권력은 성인 집단으로부터 나온다 청소년 집단에게.

주어진 권력이란 소비자로서의 권력밖에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이 소비 집.

단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조차도 성인으로부터 분배받지 못할

경우 그들의 권력행사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집단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적 관점을 가질 수 없다.

최근 들어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변화의 요구는 년의 역사도 되지 않았다. 10

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강조된 문화력 문화국가 문화강대국 등등 소. , ,

위 문화라는 언어 코드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문화소비자의 청소년 그리고 그것,

을 문화창조자로서 전환시키기 위한 청소년 바로보기와 같은 개념들에 의해 청

소년에 대한 시각은 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단히 고무적인 변화로 보인다.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지 피상적인 현상일 뿐 그 내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

여다보면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성인 중심적이다 청소년 집단.

을 문화소비자로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을 문화창조자로 규정하는 것 모두가 다,

성인 집단의 개념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그저 만들어가는 것 일뿐이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소비자가 될 수도 있.

고 창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동조도 비판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

문화를 지켜볼 수도 있다 청소년 집단을 문화소비자로 규정하여 소비라는 용. ‘ ’

어에 의해 빈둥거리며 놀고먹는 듯한 무기력감을 청소년 집단이 갖게 한 것도,

그리고 갑자기 문화창조자로 규정하여 창조하지 않으면 사회에 역적이 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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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느낌으로 주눅 들게 하는 것도 실상은 모두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

이다 성인들이 문화소비자 문화창조자라는 용어로 청소년들에 대한 개념을 바. ,

꾸자고 운동하기 이전에도 청소년 집단의 문화를 존재하고 있었고 청소년들은,

그 속에서 문화를 소비하기도하고 창조해 내기도하고 실험하기도 하는 등 자, ,

신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

성인들만이 같은 것을 놓고 이리보고 저리보고 하는 형상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에 대한 시각변화는 동반자적 관계6) 라는 개념(partnership)

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인심을 쓴 듯하다 그. .

러나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파트너를 하겠다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성인들이 지,

네들 끼리 우리의 파트너로 너희들을 인정 하마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

든다 청소년들이 성인들 보고 파트너가 돼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

파트너가 되겠다고 수긍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파트너인지가 정,

확하질 않다.

아마티아 센은 평등에 대한 접근은 능력의 접근이어야 하며 능력의 접근은,

성취할 수 있는 자유와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다7) 아마티아 센의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에 대한 평등의 관점이 가능할 수 없.

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 청소년 집단에게.

성취할 수 있는 자유는 학교교육 속에서만 주어지고 있다 학교교육 속에서 다.

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다 청소년기는 대학을 준비하는 혹은 대. ,

학에 들어가는 학문적 성취만을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 대규모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제도가 이러할 진대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주

어지는 성취를 위한 자유의 양과 질은 어떠할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가고도 남을

일이다 한마디로 한국사회의 청소년 집단에게는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종류와.

양과 질에서 대단히 제한적인 사회인 것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그나마 주어졌다하더라도 평등을,

6) 년 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위원회가 제출한 제 차 청소년 육성기본 계획은 청소년 정2003 11 3

책의 전략으로 주류화 지역화 차별화 그리고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다, , , .

7) 아마티아 센 이상호 이덕재 옮김 불평등의 재검토 한울아카데미. 2002, , , , p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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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접근을 위한 또 하나의 지표인 기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한국사회의 그

어느 성인 집단에서도 청소년 집단에게 완전한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 문화적.

창조자로서의 청소년 집단에 대한 기대는 문화를 창조하는 집단으로 청소년 집

단이 기능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문화를 창조,

할 수 있는 능력을 청소년 집단이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집단은 평등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집단이 되지 못하

는 것이다.

청소년 집단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러할 진대 청소년 집단,

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특히 청소년 집단을 무성적인.

집단으로 치부하며 그들의 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성인들 시각에서,

양성평등적 관점은 존재할 수 없다 여성부의 출범과 함께 최근 들어 한국사회.

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인지적 관점 혹은 양성평등교육등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에 힘입어 그동안 청소년분야에서 거의전무하다시피 하였던 성과 관련된 담론

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성 일탈행위를.

중심으로 한 담론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보자는 시도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년 분야에서 성과 관련된 담론은 시도되는 그 순.

간부터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혹은 청소년의 성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이론적 배경으로 흡수된다 그리고 성인 남성 집단이 조금.

더 인심을 쓰면 고정된 성역할 철폐에 대한 남성청소년들의 이해확대의 이유로

소급되어 근본적인 평등의 중심변수의 하나로 혹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본 요소로의 깊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도 현실이다.

제 언5.

평등의 문제는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불평등의 문.

제는 제한된 기회와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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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자유의 문제이다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사이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따라서 궁극적으로 여성 청

소년과 남성 청소년에게 주어진 평등하지 못한 자유의 문제다 물론 여성 청소.

년이건 남성 청소년이건 대한민국의 청소년 집단으로 그들이 가지는 자유의 양

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이 가지는.

자유는 불평등하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평등하지 못한 자유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도 해내지 못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삶이 전형적인 틀 속에서

경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 활동가들이 그. , ,

리고 청소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예전과 비교하여 청소년 활동이 다양화

되어 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만 할 과제이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은 결코 성인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청소년들로부터 청소년 문화에서 배어 나와야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

지도 성인들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무엇인가가 성인에 의해 주어져야 한

다고 생각한다 권력의 가진 자에 의한 기회의 배분을 강조하는 것이다. .

같은 맥락으로 양성평등의 활동이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적 관.

점이 과연 성인에 의해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성인에 의한 청소년의

간섭을 아닐지를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관점을 강요하는 간섭을 할 것 아니.

라 불평등한 자유의 종류와 양 그리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

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청소년 집단을 보다 평등하게 대우하는 성인의

태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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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과‘여성’,‘평등’에 관한 문제와 대안

우옥영1) 수락중학교 교사( )

들어가며1.

학교에서 여성과 평등의 문제를 화두로 만들어 내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여

러 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학교현장과 여성 평등에 관한 문제와 대안이. ‘ , ’

라는 이 글의 제목이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에 비해 너무 거창한 느낌이 없지 않,

지만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 차별의 몇몇 단면이라도 공유할 수 있고 그래, ,

서 작은 변화를 위한 문제제기라도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발제자가 경험

한 몇 가지 상황과 그에 대한 생각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여교사의 삶과 평등2.

상대적으로 배려 받는 여교사상대적으로 배려 받는 여교사상대적으로 배려 받는 여교사상대적으로 배려 받는 여교사ꡒꡒꡒꡒ ꡓꡓꡓꡓ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교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개 를 훨씬 상회한50%

다2) 그러나 학교 업무의 이상을 과연 여교사가 담당하고 있는가 하고 묻. 50%

1)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장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 key21@unitel.co.kr

2) 개 시도교육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 초등학교 교사 만 명 가운데 여교사 만16 , 14 9894 10

명으로65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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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고개를 저을 것이다 대다수의 여교사는 임신하는 순.

간부터 일단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려우며 출산 후에는 육아 등으로 인,

한 피로 때문에 기본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여교사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거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업무를 가

능한 감면해 주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을 남교사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인간적 배려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고 그. ,

런 배려조차 받을 수 없는 많은 타 직종의 여성들을 고려할 때 그나마 매우 다

행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배려의 댓가와 소외배려의 댓가와 소외배려의 댓가와 소외배려의 댓가와 소외ꡒꡒꡒꡒ ꡓꡓꡓꡓ

그러나 그 결과가 여교사들이 상대적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음을 공히 인정하게 되고 그만큼 점점 더 학교 내 의사결정 과,

정에서 영향력을 축소하게 되도록 구조화된다면 이는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명

백한 차별이다 특히 학교가 교장 교감 부장 평교사로 권위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 - -

있고 상급자가 매기는 근무평정 점수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며 그 순서에 따라, ,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여교사들이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승진은커녕 학교 일도 감.

당하기 힘들게 십 수 년을 지내는 사이 상대적으로 학교에서의 업무 부담은 클,

지 모르지만 가사로부터 자유로운 남교사들은 대신 보다 넓게 학교의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승진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교장 교감, . ,

등 관리직에 있는 여성비율의 저조함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3)

여교사에 대한 사회의 슈퍼우먼 기대와 실제여교사에 대한 사회의 슈퍼우먼 기대와 실제여교사에 대한 사회의 슈퍼우먼 기대와 실제여교사에 대한 사회의 슈퍼우먼 기대와 실제ꡒꡒꡒꡒ ꡓꡓꡓꡓ
언론에 발표되는 각종 실태조사에서 배우자와 며느리 감으로 여교사가 위를1

3) 한국여성개발원 전국 초등학교 교감 중 여성의 비율은 교장의 비율은, 1999, 7.1%, 5.6%,

통계청 초등학교 여성교원은 평교사 중 교장 중, 2004, 79.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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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해 왔던 저간의 사정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에서 하는 교육활동은 다.

른 직업에 비해 고상하고 덜 힘들 것이라는 가설 학교가 시 전에 파하고 여, 5

름 겨울 방학도 있고 하니 시간이 일정하게 확보된다는 조건 따라서 가정과 직, ,

장 생활 양자를 공히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이다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토대가 빈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그에 대한 내면화는 여교사들을 다른 여성들보다 확고한 슈퍼우먼 콤플,

렉스에 빠지도록 몰아간다 결혼 살림 시댁 육아로부터 직장생활에 이르기까. , , ,

지 고스란히 완벽하게 감당해야 할 몫으로 떠안은 여교사는 자기 성장과 평등의

욕구를 부정하는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적 메커니즘 속에 갇힌 채 고통스럽지만

그 어느 쪽도 제대로 잘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제대로 자각하고 객관적으로 바.

라볼 수 없다면 고통은 배가 된다.

교사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성 차별교사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성 차별교사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성 차별교사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성 차별ꡒꡒꡒꡒ ꡓꡓꡓꡓ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또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를 추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규 교육활동은 물론 교사의 삶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남교사와 여교사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남녀 차별을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킨다 높은 사람 주도성을 행사하는 사람 사. < , ,

회를 넓게 보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은 남자의 모습 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육, > , < ,

아와 가사에 관심이 많고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여성의 모습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교사들이 아이> .

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와 그 관심사를 보면 남교사의 경우 사회적인 이슈, ,

성취 군대이야기 친구 사랑이야기 등 사랑과 야망 이 주 소재가 되고 있는, , , , (?)

반면 여교사들은 주로 키우는 아이들 이야기 빨래 쇼핑이야기 등 가사와 육아, , ,

에 대해 언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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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필요차별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필요차별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필요차별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필요ꡒꡒꡒꡒ ꡓꡓꡓꡓ

최근 여교장 할당제 도입 등 이러한 차별을 줄여보려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에 대한 대책,

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또 교장 주로 남자 이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에 절대적 권, ( )

한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없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만드는 위험한 기제,

가 될 수도 있다.

여학생의 학교생활과 그리고 평등3.

차별은 없다차별은 없다차별은 없다차별은 없다????ꡒꡒꡒꡒ ꡓꡓꡓꡓ

학교의 여학생들에게 성차별이 존재하는지 물으면 십중팔구는 잘 모르겠다거

나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 최근 들어 남녀 간 차별의 관.

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남학생은 번부터 앞. ‘ 1

번호 여학생은 뒷 번호를 메기던 관행도 시정되고 있고 교육과정상 노골적으, ’ ,

로 일하는 아빠와 가정을 지키는 엄마로 표현되던 글과 그림도 줄었으며 남학‘ ’ , ‘

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로 굳어있던 교복에 대한 규정도 여학생도 바지를 입, ’

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의식하지는 못해도 몸과 마음이 불편을 느끼는 차별의식하지는 못해도 몸과 마음이 불편을 느끼는 차별의식하지는 못해도 몸과 마음이 불편을 느끼는 차별의식하지는 못해도 몸과 마음이 불편을 느끼는 차별,,,,ꡒꡒꡒꡒ ꡓꡓꡓꡓ

그러나 사람들이 별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에서도 여학생의 몸과 마음이 불편을 느끼는 차별 혹은 규정상으로는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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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데 실제로는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과정 특히 교과 속에서의 차별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아이들 속에 누적되고 은연중에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문제

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널리 이루어져 왔던 바. 4) 교과서의,

글이나 그림을 분석해 본 결과 중요한 인물 가운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5),

남성은 여성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며 직업적으로도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남자는 주로 사회적 책임을.

지거나 큰 과업을 성취하는 인물로 여자는 돌보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언급되고 직장에서 일하는 인물로는 남성을 가사노동은 어머니 여성 에게 집중, , ( )

되는 가운데 다른 가족 구성원이 보조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물론 예전.

보다는 차별적인 내용도 줄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경,

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교과서를 넘어 교사들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이들의 자유로운 영혼과 잠재력을 억압하,

는 차별이 되기 쉽다

남녀의 신체조건과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체육시간에 남녀가 똑같이 뜀틀을 넘고 축구를 하면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반복적으로 우월함을 확인하게 되거나 여자들이 신체활동

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남학생들은 운동장을 다 차지한 상태로 축(

구를 하고 여학생들은 주위에서 구경하고 박수를 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

다 특히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고 그 때마다 심신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여학생).

들은 더욱 신체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 들어 생리공결 처리가 가능해지기.

는 했지만 그러나 쉴 수 있다 해서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학생들의 생.

활주기와 신체조건의 차이 차별이 아닌 를 인정하고 그에 걸 맞는 프로그램 댄( ) (

스 요가 지압 등 을 별도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 ) .

4) 전국교사협의회 학교교육과 성차별 미래사. , , P 53 77『 』 ∼

5) 같은 책 제 차 사회 교과서에서 학년인물 수는 남자가 명 여자가 명 학년, 7 1 68 (85%), 12 (15%) 2

인물 수는 남자가 명 여자가 명68 (83.95%),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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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행되고 있는 학생 수련회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 특히 수련활동이 바닷가나 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 첨예하여 생리

에 걸린 여학생 수련회가 보통 일이므로 확률 상 전체 학생의 이다 은 아( 3 1/10 )

예 참여조차 하기 어렵다 대체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본 프로그.

램에 비해 부실하게 운영되기 마련이어서 생리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은 피임약 복용을 문의하곤 한다).

교복에 대해 살펴보면 여학생의 치마 그것도 정장에 가까운 교복치마는 사실,

활동적인 시기의 일상복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학생은 특히 몸이 따뜻해.

야 건강할 수 있는데 특히 한겨울에 치마는 냉기에 노출되기 쉽고 치마 안에(

팬티와 스타킹만 신는 경우가 많다 생리를 할 때는 축축하게 젖어서 더욱 좋지)

않다 학교의 난방 사정이 그다지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냉증에.

준하는 건강 이상을 초래할 소지는 매우 높다 복통과 생리통을 호소하며 보건.

실을 찾는 많은 학생들의 상태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학생도 바지를 입도록 규정을 만든 것은 뒤늦게나마 매우 반가운‘ ’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학생은 아예.

없거나 극소수인데 그 이유는 다른 아이들이 입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입기가 부,

담스럽고 원래 치마와 맞춤용으로 디자인된 상의 재킷이 바지와 잘 맞지 않으,

며 바지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아 입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 문만 나서면 바, (

지를 즐겨 입는 아이들인데 곧 복장규정을 고치라는 지침은 있었지만 그 지!). ,

침이 만들어진 기본 취지는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 지침이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부지침 아이들의 활동성 정서와 감각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

바꿀 수 있는 마인드와 예산 등 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는 학교의- .

의사결정권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 받

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여학생의 상의 역시 대부분 허리선이 들어간 흰색 블라우스로 때도 잘 타고,

브래지어도 드러나기 쉽다 또 면이 아니어서 더워서 아이들이 내의를 잘 입지.

않는 더운 여름에는 땀 흡수도 잘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허리선이 들어가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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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를 잠그게 되어있는 블라우스는 팔을 벌리거나 들어 올리면 단추사이가 벌어,

지거나 특히 가슴이 커지는 중고 후반에는 더 심해짐 배와 허리가 노출되는 등( )

활동에 불편감이 많고 보기도 민망스럽다 굳이 교복이어야 하는가 하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터인데 하여간 좀 더 편리하고 활동적인 평상복으로 바꾸려는,

마인드는 꼭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도 견디기 힘든 차별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도 견디기 힘든 차별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도 견디기 힘든 차별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도 견디기 힘든 차별,,,,ꡒꡒꡒꡒ ꡓꡓꡓꡓ

교사들 입장에서는 주로 수업시간에 교과 공부 위주로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

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너무도 견디기 힘든 말 못하는 숨은 차,

별들도 널리 존재하고 있다.

남학생들이 힘으로 여학생을 제압하려 하는 경우도 그 하나인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비교적 덜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여학생들이 말

의 조작으로 대응하며 역차별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중고생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각한 형태로 일방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소 문제성 있는.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이 역시 그렇게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남(?)

자아이들과 사귀게 되면 사소한 감정문제들이 순식간에 남학생들의 폭력적인,

힘의 개입으로 확대되고 보복의 악순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언뜻 표면적으로, .

여학생들끼리의 폭력이나 왕따 사건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 배경에 사실 남자,

친구나 그들의 또래모임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이성교제에 비해 이러.

한 경우의 이성교제는 성관계로 발전하는 일도 많고 얽혀진 관계를 정리하기도,

폭력이 개입되는 등 더 힘들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후유증도 보다 심각한 양상으

로 나타날 수 있다.

비록 미숙하기는 하지만 그냥 사랑하는 경험을 하는 아이들도 꽤 있다 교회.

에서 대학생 오빠와 혹은 학교나 학원에서 맘에 드는 친구와 상대의 마음은 정, (

확히 모르겠으나 본인으로서는 용감하고 진지하게 사귀고 책임지려 했던 아이)

들이다 그러나 성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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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이 낯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 한번 받지 못한 여학생들에게 다

가올 상황은 대개 뻔하다 적절한 주변의 지지도 없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를 감당해야 하고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기 쉬우며 가, ,

까운 타인들의 곱지 못한 시선과 그 모든 과정에서 입게 되는 심신의 상처를 견

뎌야 하는 것이다.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는 여자 아이들 그냥 부딪친 것뿐이라며 가슴을 만지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

는 남학생 때문에 속상한 여자 아이들 화상채팅에 호기심을 가졌다가 그만 악,

질적인 사람들에게 걸려서 협박을 당하며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곤 하는 여자 아

이들 용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돈 벌 곳을 찾지 못해 버디 버디에 성,

매매 신청자를 찾아 단돈 만원에 자기를 팔아넘기는 아이들 혹은 술집에서7,8 ,

서빙을 하고 와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아이들 공부에 묻혀 그들의 고민은 사...

소한 것으로 치부되고 드러나지도 못한 채 존재하지만 그리고 공부를 잘 못하,

는 아이들은 더욱 그들의 삶이 학교의 주변인이 되어 존중받지 못하기 일쑤이지

만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인권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과 꿈꾸어,

야 할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어른들이 다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러나 아이. ,

들에게는 심각한 형태로 곳곳에 널리 존재하는 차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차별이 아닌 평등의 대안 모색을 위하여4.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생 삶의 주기와 고민을 담아야교육과정 개정으로 학생 삶의 주기와 고민을 담아야교육과정 개정으로 학생 삶의 주기와 고민을 담아야교육과정 개정으로 학생 삶의 주기와 고민을 담아야ꡒꡒꡒꡒ ꡓꡓꡓꡓ

학교는 희망의 산실이어야 한다 아이들의 변화를 통하여 더 나은 사회로 변.

화하는 내일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은.

너무 입시 위주로 경도되어 있고 아이들의 변화는커녕 생활주기와 고민조차 제,

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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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돌아보고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서 겪게 되,

는 몸과 마음의 변화와 욕구들을 건강하게 드러내고 나누며 배우게 해야 한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국영수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의 삶의 철학과 기술을 가르치,

는 내용 자기존중과 의사소통 갈등조절과 분노조절 스트레스 해소 질병예방- , ,‧
과 건강 증진 성차별과 폭력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교육 등 을 체계적이고 통합, -

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인권 보건교과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한 교육에 대한 패, .

러다임의 변화 없이 성차별에 대한 교육은 현재와 같이 상급기관의 지침에 대한

보고용 면피용 교육을 넘어서기 어렵다 재량시간 편성도 본래의 취지대로 입( ) .

시교육을 제한하고 교사 간 수업시수 조정용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관행을,

탈피하여야 한다.

한편 성차별에 대한 각 교과서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현재 교육부가 논의 중인

주 일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상징5 ,

적으로 성차별 없는 날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종일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

교육과정 개정은 그 필요성에 대해 교육과정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관

료들 그리고 각 교과별 교사 교수 들을 설득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수를 시도해, ( )

야 할 것이지만 또한 온갖 이유를 내세워 아이들보다 기득권에 경도된 맹목적,

인 반대로 나서는 데 대해서는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한 적절한 압력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폭력과 차별을 해소하는 의사결정 학생회와 학교자치 도입을폭력과 차별을 해소하는 의사결정 학생회와 학교자치 도입을폭력과 차별을 해소하는 의사결정 학생회와 학교자치 도입을폭력과 차별을 해소하는 의사결정 학생회와 학교자치 도입을----ꡒꡒꡒꡒ ꡓꡓꡓꡓ

어느 사회에서든 차별이 유지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차별을 낳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가해자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차별을 통해,

누리는 기득권을 내 놓지 않으려 할 때이다 곧 차별은 폭력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만일 학교가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각각 서로 자신들의 목소리. ,

를 내고 소통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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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아마도 현재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불합리한 차별은 상당부분 발,

생하지 않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교육행정은 일제의 파시즘적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교육부 청 교장( )- -

교사 학생으로 내려오는 일방적이고 종적 의사소통이 우세한 반면 학교현장의- ,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권은 대단히 제한적인 구조를 유, ,

지해 왔다.

어떤 차별이든 차별이 널리 존재하는 토양은 그만큼 약자에 대한 배려가 빈약

한 철학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차별의 존재 역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성 속에 있다 따라서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학교가 아이들의.

아픔으로부터 철저하게 눈을 돌리는 일이 이대로 유지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

더 이상 교육당국과 어른들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그 눈높이로 아이들을 대변

하려 했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장할 수 있,

는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구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교사회 학생회. , ,

학부모회의 법제화와 학교자치 강화 권위적인 교장제도 개혁을 위한 교장 공, ,

모제 도입 등은 그 새로운 시작이며 널리 존재하는 성차별도 여성들이 구성원,

과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보다 인간적인 환경과 시설을여성에게 보다 인간적인 환경과 시설을여성에게 보다 인간적인 환경과 시설을여성에게 보다 인간적인 환경과 시설을ꡒꡒꡒꡒ ꡓꡓꡓꡓ

일단 사회 전체적으로 여교사의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학교의 차별적인 환경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평,

등하게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

만 가장 불평등한 환경의 사례로는 학교 화장실을 들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

같은 공간 내에 많은 소변기를 둘 수 있고 인당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도 여학1

생의 경우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남녀 화장실의 크기를 같게

만들고 있고 여학생들이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또한 여교사 휴게실 여학생 휴게실을 만들고 적절한 시설 따뜻한 온수 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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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온돌이나 열적외선기 비데 가리게 등 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남교사 휴게, , , ) .

실과 남학생 휴게실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사와 육아 등에 있어 여교사의,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생리구조가 주기적으로 일정한 휴식과 따뜻한,

안위가 건강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출산율 저하로 학.

생이 줄고 있어서 앞으로 공간 확보는 학교관리자들이 이에 대해 마인드를 가지

는가에 따라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공간이 없다면 보건실의 시설.

을 보다 확충하거나 보건실을 온돌방으로 개조하거나 전자파를 차단하면서 열-

을 내는 침대 등 교무실특별실의 일부를 파티션으로 가려서 활용할 수도 있- ‧
을 것이다 .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현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딱딱하고

찬 의자를 차갑지 않고 인체 구조에 맞게 편안한 의자로 바꾸도록 하면 좋을 것,

이다.

함께하는 연대로함께하는 연대로함께하는 연대로함께하는 연대로ꡒꡒꡒꡒ ꡓꡓꡓꡓ

우리 교육 행정이 종적구조로 경직되면서 발생한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교육문제가 교육청과 학교에만 갇혀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어렵게 되어 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삶의 공간이 학교와 사회를 넘나드는데 그 아이들의. ,

발달을 돕고 교육하는 일이 학교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실제로 오랫.

동안 교육당국과 학교관리자들이 입시 메커니즘 속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지 못

하였을 때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았던 많은 교육여성, ‧ ‧
청소년시민 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며 학교를 지원하고자 노력‧
해 왔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차별 속에 놓인 아이들의 요구를 올바로 읽고.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 환경, ,

개선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연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의 지자체 연.

계 강화 교사의 파견근무 순환근무제 도입 등 제도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 ,

야 할 일이다.





- 63 -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요성과 전략

김선옥 꿈특학교 교장( )

학업중단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1.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주로 학교에서 생활하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

으로 제공되는 많은 기회들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과과.

정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지식과 덕목 기술을 습득하며,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등을 통하여 많은 갈등을 경험하

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좌절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최근 교실붕괴라는 말이 일상적인 언어로 들릴 정도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이 무의미하고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가 사라지고 불안하고 긴장돼

서 학교에 못 가겠다고 하거나 학교에 가는 것이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학업중단청소년도 년에. 1

여명에 달하고 있다70,000 .

중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교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퇴청소년은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비행 질병 가사 또는 다른, , ,

이유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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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학업중단학업중단학업중단

표 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 현황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 ( , )․ 1)

연도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합계

중퇴생 중퇴생 중퇴생 중퇴생

1997 26,897 17,470 46,066 90,433

1998 26,989 18,905 43,212 89,106

2000 17,338 16,520 32,188 66,046

2004 13,276 10,485 17,145 70,962

한국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대단히 높다 년 초등학교 졸업자의. 2004

가 중학교에 진학하며 중학교 졸업자의 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99.9% 98.8%

다 일반계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은 이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도. 89.3%

가 된다61.9% .

그래서 한국의 경우 학업 중단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작다 년에 휴. 2004

학중퇴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을 보면 중학교 일반고0.7%, 0.9%,․ ․
실업고 고등학교 이다 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생의 수3.2%, 2.2% . 2004 ․ ․
는 총 만 명이다 중퇴사유로 볼 때 가정 사정이나 품행 학교생활 부적응 등7 . ,

주요 정책대상이 되는 중퇴사유 비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실업계71.8%,

고등학생의 경우 를 차지하고 있다96.8% .

학습부진학습부진학습부진학습부진

학습부진은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학습부진 청소년규.

1) 학교중퇴 정규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비행 질병 가계곤란 이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중에: , , ,

학업을 중단하는 것교육법전( 1995).

대안학교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

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조의( 6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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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추정한 결과 교과학습 부진학생2)은 다음과 같다.

학업중퇴의 원인2.

표 학교중퇴원인< -3> 3)

단위 명( : )

2) 교과학습 부진학생이란 학년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최소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1.

생 년도 학업성취도 표집 평가결과 교과학습부진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초. 2. 2002 1% 3. 6,

중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생의 경우 고 학년 것을 기초로 추산함3, 1 .

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편람 교육통계연보: . , 2000; , 2001․

표 교과학습 부진학생 규모 추정치< -2> ( )

단위 명( : )

구분 학생수 교과학습 부진 비율(%) 학습부진 규모 추정치( )

초등학생 4,116,195 4.0 164,647

중학생 1,933,543 7.3 141,148

고등학생 1,746,560 10.4 181,642

합계 7,796,298 487,437

연도 구분 합계 사망 질병 가사 품행 기타

1997

중학교 26,897 627 1,278 8,576 7,596 8,820

고등학교
인문계 17,470 415 1,691 7,749 2,282 5,333

실업계 46,066 567 1,088 16,640 12,635 9136

계 90,433 1,609 4,057 32,965 22,513 23,289

1998

중학교 26,989 463 1,199 7,853 8,391 9,083

고등학교
인문계 18,905 378 1,657 7,924 2,614 6,332

실업계 43,212 527 1,127 16,470 14,278 10,810

계 89,106 1,468 3,983 32,247 25,283 26,225



- 66 -

학업중단의 원인은 학교 가정 사회 개인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조사에 의하, , ,

면 가사 품행 부적응 등 가정원인과 개인원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퇴의 이유 중 가사와 부적응이 가장 큰 이유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업고 청소년의 부적응과 탈락이 두드러져 보인다 중퇴의 요.

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또래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 요인 등으로 구, , , ,

분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원.

인은 뇌 손상 신체적 결함 지능지수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심리적 원인을 살, , .

펴보면 중퇴청소년들은 자신감이 결여되어있고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결함이나

선수학습 등의 부족으로 학업성취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일찍부터 학습이외

의 관심을 찾으며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시

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어 하고 권위체계에 대한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교칙

등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신감이 결여되어있. ,

1999

중학교 19,481 484 1,078 5,099 1,137 11,503

고등학교
인문계 15,921 432 1,584 6,208 491 7,206

실업계 33,714 308 1,131 11,673 2,961 17,569

계 69,116 1,222 3,793 22,980 4,589 36,278

2000

중학교 17,338 341 832 4,086 848 11,231

고등학교
인문계 16,520 317 1,401 6,163 410 8,229

실업계 32,188 439 926 10,839 2,506 17,478

계 66,046 1,097 3,159 21,088 3,764 36,938

2001

중학교 19,079 287 851 4,382 787 12,790

고등학교
인문계 18,921 286 1,342 6,471 335 10,487

실업계 33,215 319 825 11,519 2,031 18,521

계 71,215 892 3,018 22,372 3,153 4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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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충동조절능력과 스트레스대처능력에 결함이 있으며 긍정적인 성인과의 유대

감이 약하고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자신의

것과 관련이 없다고 느낀다 또한 학교에서 거부당했다고 느끼며 학교생활의 성.

취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

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자율성 사회성 쾌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 ,

좌절이나 한계상황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구조화된 상황에서의 저항심과

반발심이 많다

가정환경은 청소년이 성공적인 정체감을 획득하고 성인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 사회적인 장소이며 학교생활의 적응은 가정에서의 영향에 기초한,

다 중퇴청소년의 가정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가 많고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계부모 편부모등의 구조적으로 결손 된 경우가 많으며 가족원, , , ,

간의 관계는 부부간의 불화 구타 편애 심한체벌 무관심 가족성원간의 적대적, , , , ,

부정적 감정의 표현 자녀에 대한 거절 잦은 고함 등이 보고된다 그리고 늦은, , .

귀가 알콜 중독 등의 부적절한 양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지.

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부정적인 부모 방관 방임 무관심한 부모 지나치게 엄격, , , ,

하고 권위적인 부모가 많다.

중퇴청소년은 중퇴가 되는 과정에서도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며 가

정적인 문제까지 열악함으로 인해 중퇴후의 가출 비행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

된다.

학업중단의 과정3.

청소년이 학업중단에 이르는 과정은 다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과

정이다 이러한 학업중단의 예방에 대한 시사점 및 중퇴후의 개입을 결정하는데.

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등 은 학생의 개인배경 가정의 교육적 지원 학교성적과 태도Ekstrom (19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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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학업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경로모델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각 개별 요인들과 학업중단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첫째 학업중단을 결정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배경으로 가족구조와 사회 경제적 지위 인종 지역, , ,

성별 등의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둘째 가정의 교육적 지원에서는 가정의 교육. ,

에 대한 지원이 다양할수록 학업중단을 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셋째 학교에서. ,

의 학업과 관련된 능력과 태도 면에서 학업중단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성적과 수

학점수 통제의 소재 등이었다 성적이 낮은 것과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것 통제, . ,

의 소재를 외부에 두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

의 학교 학업중단과 관련이 있었다 넷째 학교에서의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는. ,

수업을 빼먹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또 경찰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 학생의 경,

우 학업중단을 하기가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영역에서의 개별 요인들 중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 요인은 행동상의 문제와 성적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을 빼먹거나 징계를. ,

받는 것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와 부진한 성적이 학업중단의 결정 요인으로 나타

났다 학교에서의 행동상의 문제는 언어력이 떨어질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해 스. ,

스로 통제력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가정의 교육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 모가 자, ,

녀의 교육에 대해 기대가 낮은 경우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 부모가 관여하지 않,

을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영 은 사례를 통한 경험적 연구에 의해 청소년의 학교학업중단의 과(1997)

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학업중단청소년들이 보이는 외현적 행동이 위의 여섯 단계를 명백히는 드러

내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동의 이면에 위의 학업중단의 여섯 단계를 거치는 것,

으로 보여짐을 보고하고 있다.

단계는 가정 및 학교 내 성인 즉 교사와의 유대감의 결손에 나타나는 단계1 ,

로 성인들의 가치를 내면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항심을 갖게 되는 단계

이며 단계는 단계에서 내면화되었던 것들이 지각이나 수업태만과 같은 형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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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면화되는 단계이다 단계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가. 3

정이나 학교 밖의 또래 혹은 성인들과의 유대관계에서 경험하면서 또래의 가치,

관을 내면화하게 되고 나름대로 학교 밖에서 재미와 자신감을 얻어가는 단계이,

다 단계는 갈등이 고조되어 무단결석 가출 폭력 등의 문제행동이 표출되는. 4 , ,

단계이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가정이나 학교는 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통제 처. ,

벌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게 된다 단계는 단계에. 5 4

서 고조된 갈등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결별단계이다 비행으로 인한 명퇴이든. ,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자퇴이든 청소년들은 학교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학교 역시 학생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 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결별 후의.

생활단계이다 학업중단 이후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불확.

실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긴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

나 교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비행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허철수 는 학업중단의 일반적인 촉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청(1998) .

소년과 부모의 관계가 단절 애정결핍 가정에서의 소외 학교에서 부적응→ → → →

자존심 손상 열등의식 불량청소년과의 접촉 가출 및 장기결석 학업중단이, → → →

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을 크게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 .

우선 초기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 등 청소년이 소속된 생활장, ,

면에서 학업중단의 도화선이 되는 외적인 자극들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때 가.

치관 혼란과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표정이나 행동을 비롯한 생활 전반

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초기단계는 학업중단의 전조라는 입장에서 예방을 위.

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중기단계는 청소년이 소외감에 사로잡혀 이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방황을 하는 시기라고 한다 이때 초기단계의 심리적 방황이나 갈등을 외부로.

발산하기 시작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자구책의 일환으로, ,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위로를 찾고자 한다.

이때 바로 학업중단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가정이나 학교 등 기존집단에

대항하여 중도 탈락 성향이 있는 행위를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 마지막 성숙단.

계에서는 이제까지의 불만이나 갈등에 대한 반항이 학업중단 성향을 높이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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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변화하는 단계로 무단결석이나 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학업중단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고 한다.

유성경 등 은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학생 개인적 측면(1998)

과 학교 및 사회체계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생 개인적 측면에는 가정.

배경관련요인 학교에서의 행동 및 태도관련요인 학교 밖에서의 행동관련요인, , ,

개인의 심리 및 가치 관련 요인 등을 학교 및 사회체계 측면에는 학교체계관련,

요인 지역사회 및 사회제도관련 요인 등을 포함시켰다, .

이런 과정을 통해 학업중단을 경험 하게 되면 이후에 새롭게 기존학교에 재

적응하기란 매우 힘들다 새로운 접근과 방법론만이 청소년에게 새로운 길을 제.

시할 수 있다.

중퇴 후에 새로운 자립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 학교만이4. -

유일한 대안 자기 길 찾기를 위한 새로운 교육공간이 필요하다? - .

표 학교중퇴 이후 경험< -4> 4)

단위 명( : , %)

학교를 자퇴하는 청소년인 경우 자기의 대안적 학습욕구가 뚜렷하고 그것을

기존의 학교가 충족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기도한다 그

러나 아직도 대다수는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도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학교밖에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에 부적응하기 때문에 아무런

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조사: . 2002, .「 」

일없이보냄기타아르바이트배달서빙/ 비행검정고시준비복학 기술연마선도보호시설수용 계

빈도 229 146 132 56 32 62 58 86 801

비율 28.6 18.2 16.5 7.0 4.0 7.7 7.2 10.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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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만날 준비 없이 세상에 버려지듯 남겨진다는 것이다 이런 청소년에게는.

기존의 학교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한다.

대안학교란 기존의 제도교육에서 규정한 학교의 형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교육이념에 따라 새롭고 다른 교육이념을 실현하고자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업.

중단청소년은 자립을 위해 기존의 교육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아

이들이다 새로운 커리큘럼만이 학업중단청소년을 더 잘 도울 수 있다. .

중퇴청소년을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대안학교 검3

정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원등에서 계속적으로 진로 개척의 노력을 하려는 청소

년이고 두 번째 유형은 부적응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들

이고 세 번째 유형은 방치되어 가출상태에 있거나 유흥업소등에서 숙식을 해결

하거나 비행행동에 연루되어 있어서 진로개척의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이

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중퇴청소년은 현재의

삶을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고 따라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특히 빈곤가정이나 해체가정 폭력 학. ,

대 방임가정일 경우 학업중단 후에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나 비행에 노출되어 학교에서의 단순탈

락이 아닌 청소년기에 이루어야할 과업을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진로모색과 개척을 할 수 있는 대안

교육이 제안 되어야한다 그러므로 대안교육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경험을 통.

해 자아와 삶을 읽게 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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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흐름5.

그림 대안학교의 흐름< -1>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6.

청소년들이 갖는 위기의 문제들청소년들이 갖는 위기의 문제들청소년들이 갖는 위기의 문제들청소년들이 갖는 위기의 문제들1)1)1)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한국의 위기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규모와 위기수준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의 위기상.

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반학교일반학교일반학교일반학교
특수목적고특수목적고특수목적고특수목적고
자립형자립형자립형자립형
사립고사립고사립고사립고

도시형
대안학교

공영형
자율학교

사 회사 회사 회사 회

서울시서울시서울시서울시 교육부교육부교육부교육부

위탁형
대안학교

각종
학교

특성화
학교

표 한국청소년의 위기유형별 현황< -5> (2004)

위기 유형 청소년현황 자료출처 및 해당연도

빈 곤
총 만명 추정 차상위계층 청소년 포함93 ( )▪

기초생활 수급대상 청소년 약 만명- : 32

보건복지부 국민(2005).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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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적

위

기

상

황

세(10-24 )

비수급 소득빈곤층 만명 만- : 177 x 0.23 = 41

빈곤위험계층 만명 만- : 86 x 0.23 = 20

보건사회연구원(2005).

차상위계층 실태2004

조사 잠정추계.

이혼자녀 총 명 이상 만 세 미만150,010 ( 20 )▪

통계청 시도 및(2004).

이혼당시 미성년 자녀수

별 이혼

요보호

총 명 만 세미만9,393 ( 18 )▪

빈곤실직학대 미혼모- 4,265 / 4,004

비행가출부랑아- 581

보건복지부(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북한이탈

총 명1,706▪

세미만 명 세 명- 10 : 173 / - 10-19 :508

세 명- 20-29 : 1,025

’01-’04.6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외국인

노동자

자녀

총 명 만 세205 ( 6-14 )▪
교육인적자원부(2003).

집집계자료

소년소녀

가장
세대 명 만 세미만3,504 , 5,444 ( 18 )▪

보건복지부(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학대피해 건 만 세미만3,891 ( 18 )▪
보건복지부 아동2004.

학대신고전화

교

육

적

위

기

상

황

학업중단

총 명 중고생 명70,962 ( 40,906 )▪ ․
초등학생 명- (30,056 )

중학생 명- (13,276 ) 0.7 %

일반고 명- (10,485 ) 0.9%

실업고 명- (17,145 ) 3.2%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육통계연보 교(2004).

육부 국립교육평가원.

학습부진

총 명 추정487,437 ( )▪

만 세는 명( 12-17 322,790 )

중학생 고등학생- 7.3% / 10.4%

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육복지구현종합방안

연구

흡연

총 명 추정 만 세248,184 ( )( 12-17 )▪

남중 남고- 2.4% / 15.9%

여중 여고- 1.7% / 7.5%

국민건강증진연구소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국중고등학교(2004).

학생흡연실태조사

음주
총 명 추정 만 세 명2,594,473 ( )( 12-17 : 1,798,254 )▪

중 일반고 실업고- (30.0%)/ (69.1%)/ (71.3%)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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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적

위

기

상

황

가출

총 명 세 경찰청 접수 건수16,894 (9-20 )( )▪

가출경험자 총 명 추정 만 세: 303,993 ( )( 12-17 )▪

가출경험률- 8.5%

경찰청(2004).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성관계

경험

성 관계 경험자 추정 경험률141,760( )( 4%)▪

만 세( 12-17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자살

충동( )

자살자 총 명: 2,560▪

세 명 십만 명 당 사망률- 10-14 233 6.9%( )

남 명 여 명( 149 8.3% / 84 5.3%)

세 명- 15-19 870 26.9%

남 여( 605 35.9% / 265 17.1%)

세 명- 20-24 1,457 35.9%

남 명 여 명( 1,026 49.2% / 431 21.8%)

자살충동 경험자 총 명: 1,470,845▪

세 남 여- 12-14 19.00%( 15.73% / 22.34%)

세 남 여- 15-19 26.42%( 20.20% / 32.79%)

통계청(2003).

사망원인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년도 국민건강영양2002

조사

폭력

가해

폭력가해경험자 추정 경험률224,486( )( 6.1%)▪

만 세( 12-17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범죄

청소년

명 총 범죄 중 소년범죄 비율104,158 (2003) :▪

만 세 미만4.3%( 20 )

남 명 여 명- 86,381 (82.9%) / 17,777 (17.1%)

이 중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명- 29,015 (2003)

대검찰청 범죄백(2004).

서

장애인

총 명 추정159,047 ( )▪

세 명 장애출현율- 10-19 62,819 ( : 0.89%)

세 명 장애출현율- 20-29 96,228 ( : 1.37%)

보건복지부(2001). 2001

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사

회

적

위

기

상

황

폭력피해
명 추정 만 세150,884 ( )( 12-17 )▪

- 4.1%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범죄피해
총 명 만 세56,640 ( 7-20 )▪

남 명 여 명- 30,905 / - 18,872

대검찰청 범죄분(2004).

석 년 기준- 2003

성범죄피

해

총 명 연 세미만56,640 (2000-2003) : ( 19 )▪

남 여- 1.6% / 98.4%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신상공개대상 범죄자료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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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청소년들의 갖는 특성들학업중단청소년들의 갖는 특성들학업중단청소년들의 갖는 특성들학업중단청소년들의 갖는 특성들2)2)2)2)

나쁜 생활습관이나 비행①

도벽 습관적 거짓말 욕설 술 담배 거친 행동 폭력 지속적 시/ / / , / , / TV

청 중독 가출 성비행/ PC / /

정서발달이나 사회성의 문제②

불안하고 산만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
눈치를 본다 기가 죽어있다 자아긍정성이 떨어진다- . .․
감정조절이 잘 안되고 감정기복이 심하다.․
스킨쉽의 욕구가 있다 어리광이 많다- .․
잘 삐지고 싸우며 감정통제가 잘 안 된다.․
자기표현이 서툴고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서 신뢰관계형성이 힘들다.․
자기표현이 서툴고 문제해결력이 떨어진다.․
음식이나 물건들에 대해 욕심이 크다.․
공격적이다.․

실업률

만 세 인구 천명15-24 : 6,348▪

경제활동인구 천명- 2,200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1,981 / 220

경제활동 참가율 : 34.7%▪

실업률 세 세10.5% : 15-19 13.4% / 20-24▪

9.4%

통계청 청소년통계. 2005

인터넷

음란사이

트이용

총 명 추정 만 세1,928,374 ( )( 12-17 )▪

이용경험률- 52.4%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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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 학습부진,③

학습결손 긴 기간 동안의 학습의 부재-․
학습의욕저하 학교공부흥미 없다-․
학습능력부족 경제빈곤이 교육빈곤으로-․
학습장애 경도 정신지체 학습결손에 인한 학습부진- ,․
빈곤의 문제④

경제적 빈곤 교육적 빈곤 사회적 빈곤 경제적 빈곤 빈곤의 악순환- - - =․
주거환경의 열악․
신체발육저하 영양부족-․
학습비 부담의 어려움․
가정문제 가정해체 학대 폭력 방임- , , ,⑤

정신과적인 문제⑥

품행장애 행동장애( )․
우울증 은둔형 외토리-․
강박증 편집증,․
환청이나 망상․
대인관계 기피증․
사회부적응․
주의력결핍장애․
틱 장애․



- 77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7.

학교는 그만두었지만 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학교는 그만두었지만 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학교는 그만두었지만 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학교는 그만두었지만 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1) .1) .1) .1) .

청소년기의 학교로부터의 단절은 청소년들에게 학습권을 박탈함으로서 건강

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가장 큰 방해요인이다 학업중단은 청소년기에 얻어야할.

지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

제도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들을 다중위기에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그들은 학교를 나온 것이지 배움을 포기한 것

이 아니며 배우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다 잘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에 걸맞은 정확한 진단과

그들을 돕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학교밖 청소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기초해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체제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정확하게 진단 평가하고 상담 등 특히 교육적·

인 사례관리체제 필요하다 또 학교밖 청소년들은 위기의 수준에 따라 상담 외.

에 주거 등 생활지원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서, , ,

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을 확보. ,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밖 청소년 사회적 안전망의 현황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밖. ,

청소년 지원시설 및 지원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상담이나 보호시설. ,

은 미흡해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시설은 매우 적다 셋째 교육을. ,

받고 싶으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의 개발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다섯째, .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교에 적을 두지. ,

않더라도 청소년으로서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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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은 첫째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

터를 활성화 시켜야한다 해밀센터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등 둘째 도시형대안( , ). ,

학교를 좀더 활성화하고 확대하여야한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들의 상황진단 및. ,

욕구를 파악하는 다양한 자료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쉼터 등의 보. ,

호시설과 도시형대안학교 직업학교 상담실 교육복지우선지역 복지관의 청소, , , ,

년팀 등이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밖 청소년을. ,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발되고 보급되어야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배운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네트워크를 통해 배운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네트워크를 통해 배운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네트워크를 통해 배운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2) - .2) - .2) - .2) - .

대안학교에서 학업중단청소년을 잘 교육 보호 상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학, ,

습자원과 이 친구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자원을 잘 개발하고 동원하며 효율적으

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은 대개 개인적 자원뿐 아니.

라 사회적 자원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공적 사적 서비스와 학습자원을 연결하,

고 조직하고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족①

가족은 교육의 대상이면서 주체이다 청소년이 가정에서 교육과정을 잘 이.

수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친척의 참여가 필요하다 가족 형제 자매 친척. , , ,

등과 관계를 맺고 자원으로 활용하여야한다.

사회복지 기관 및 청소년기관②

지역의 시립 구립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관련기관의 연계망을 갖, ,

추고 있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교사는 각 청소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각각의 특성을 알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결

해야 한다.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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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검사하고 진단하고 치

료하는 자원이다 대안학교친구들 중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심리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하고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이 도

움이 된다 가족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청. .

소년 상담실 아동상담소 각종 심리치료기관 가족치료기관 정신보건센타, , , , ,

개인병원 의료협동조합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약국 등의 자원과 협력, , ,

관계를 맺고 각 기관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게 한다.

행정기관④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은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 ․ ․
수행한다 청소년증을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것부터 청소년. ,

에 대한 정보를 얻고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의 과,

정에서 행정기관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사법기관⑤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의 사법 기관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

교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사법적.

인 처벌이나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 있는 경우 청소년이 법적인 명령

을 원만히 수행하고 사법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활용하

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을 위해 법적 옹호가 필요한 경우에 법률. ,

상담 변호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 자원과도 연계를 구축하도,

록 한다.

교육훈련기관⑥

다양한 대안학교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등과 같이 청소년이, , ,

적응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을

연계하게 된다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보거나 특정한 기술을 배우거나 취업.

을 하고자 할 때 욕구에 적합한 기관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각종 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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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구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 둔다.

지역사회자원⑦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들은 모두 학습자원이다 공간에서부터 인.

력까지 청소년이 근거리에서 다양한 학습자원을 이용해 풍부하게 학습하,

도록 또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도록 하는데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되어야 한,

다.

자원교사 및 멘토 튜터,⑧

직업현장에서의 길잡이 교과과정과 생활지도 방과후 학습 등 다양한 곳에,

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고 대안학교에서 가장 잘 네트

워크 해야 될 자원들이다.

대안학교의 자원교사들은 전문강사들로서 각 부분의 뛰어난 전문가들이

교과과정의 질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자원교사를 어떤 사람을 발굴하고.

연결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이 결정되므로 좋은 강사를 구하는 것은 자원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 외 청소년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튜터도 중요하다 특히 학습결손이 있는 친구들에게 개별.

화된 학습을 보조해 주는 것은 학습의 동기화를 시키고 자기주도학습의 기

본을 갖추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사회를 학습자원화 하겠다는 모토아.

래 진로교과를 활성화시키는 학교에서는 멘토 발굴이 중요하다 사회 속에.

서 배운다는 것은 직업 현장 속에서 전문가에게 배운다는 것이다 멘토는.

현장길잡이 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을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배워 나.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다양한 현장의 멘토 발굴과 청소년.

들을 잘 지도 할 수 있는 멘토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앞으로 많이

개발하여야한다.

양성평등교육에 대하여양성평등교육에 대하여양성평등교육에 대하여양성평등교육에 대하여3)3)3)3)

나를 존중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자신을 존중함이 없으면 다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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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존중하거나 성역할 이전에 자신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차이와 차별을 이해하고 평등을 이해하는 것이 교육이 되어야한다.②

성역할에 대한 모델이 거의 없었고 긍정적인 성역할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③

다 특히 부성에 대한 경험이 부재 아버지는 엄하고 무섭고 말 안 통하. - -

는 사람

성역할을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④

주로 여자가 하는 일 빨래 아이 낳기 시장보기 가계부쓰기 집안꾸미* : , , , ,

기 청소 아이 키우기 명절음식준비, ,

주로 남자가 하는 일 지도자역할 수리 무거운 짐 운반 운전 경제적* : , , , ,

책임 자녀교육 돈 관리, ( )

남녀가 함께 하는 일 요리 설거지 집안꾸미기 못질 청소 아이 키우는* : , , , , ,

일 문단속 자녀의 교육 경제적 책임, , ,

남녀의 구분을 나누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힘의 차이 주로 남자는 경제* : ,

적인 일 여자는 남자의 뒷바라지와 궂은일 무겁고 위대한건 남자 가벼/ , /

운 건 여자 옛 어른들 때문에 힘쓰는 것 그렇지 않은 것들 남자는 회, , / ,

사 여자는 집안일/

부정적인 남성의 폭력성이 극대화 되거나 여성의 순종이 극대화된 경우( -⑤

남성의 권위주의 여성의 헌신주의 인 성 역할이 많다)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들한테 헌신적으로 뭐든지 줌 몸 마음 돈- / , ,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들한테 옷차림이나 행동을 규제함-

미디어 매체로부터 성역할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주로 사회에서의⑥

역할적인 성이 왜곡되어서 이해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형태로 학습되어

짐

성적접촉에 대한 자유분방한 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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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성교육①

한 학기 수업으로 성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인 성지식에 대한 교육을 하고

특히 양성평등에 관해서 교육실시 남성성도 중요하지만 여성성 교육중요,

시 함

특히 보살핌을 당한 경험이 적어서 건강한 여성성 부드럽고 따뜻한 보살(

핌 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긍정적 여성성에 대한 교육 중요) .

인권교육②

한 학기 수업으로 인권의 개념부터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인권실천행위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평등에 대한 접근을 포괄적으로 한다.

직업체험 직업체험수업에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 준다 남자만 하- .③

는 일 여자만 하는 일등에 대한 개념이 없다 반대되는 것들과 도전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여성 남자 간호원 여. - CEO, ,

성 남성요리사 여성 비행기조종사 남성 승무원, , .....

학교 안에서의 각종행사의 리더나 기획 임원역할에서도 남녀의 차이 없,④

이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킨다.

생활속에서의 선생님들의 역할모델 운전 청소 요리 설거지 무거운 짐- , , , ,⑤

나르기 등 선생님들이 남녀 구분 없이 역할 모델을 보여주며 아이들에게도

골고루 하도록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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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평등 정책 포럼

십대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은 가능한가?「 」

제 부2

성평등 실현을 위한 비젼과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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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의 비젼과 과제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의 의미1.

청소년정책이란 좁은 의미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실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청소년위원회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 , ,

건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등을 포함해서 유관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을, ,

대상으로 한 모든 정책을 일컫는다.

여기서는 범위를 좁혀 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정책을 중심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은 크.

게 활동정책과 복지정책 보호정책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활동정책은 문화예술 스포츠 등 청소년의 여가를 풍요롭게 하는 활동, , ,

봉사와 참여 여행과 국제교류 등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

한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복지정책은 빈곤과 가족해체 등 가족적 위기 범죄와 실업 등 사회적 위, ,

기 학업중단 등 교육적 위기 가출 폭력 약물 등 개인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 , , ,

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며 사회적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보호정책은 학교 지역사회 등 생활환경 방송통신과 영상물 인쇄물 등, , , ,

매체환경 청소년 성매수 등 성인사회의 유해요소를 감시하고 유해환경을 개선,

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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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이란 먼저 청소년정책에서 여성 청소년의 삶과 문화 욕, ,

구를 반영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개념화 할 수 있다 기.

존의 청소년사업과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성적 활동으,

로 개발 실시되어 오면서 기존의 남성중심의 사회관계를 반영하여 왔을 것이라,

는 가정 하에 여성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촉진하거나 촉진

할 수 있는 정책여건을 마련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성인지적 청소년이란 청소년정책 전반 모든 청소년사업과 프,

로그램에 있어서 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 즉 양성평등의식과 문화를 확,

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양성평등의식과 문화를 확산시켜나가는 것이다 남녀청소년들이 성.

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의식과 문화를 갖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사회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은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기획에

서 실행 이를 담당하는 청소년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의 의식 속에 반영되,

어 확산된다 이들이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에 기초해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입안. ,

추진하도록 사업과 체계를 마련해나가는 것을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의 개념은 서로 보완적이다 우선 여성 청. ,

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여성 청소년사업의 확.

대는 여성 청소년이나 여성청소년 연구자와 지도자 여성 청소년단체의 정책적,

영향력만큼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성차별.

적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여성 청소년의 자기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꼭 필요

한 사업이다 그러나 여성 청소년만을 위한 사업의 확대는 일정한 한계에 부딪.

칠 수 밖 에 없다.

청소년사업 전반이 양성평등적 가치관에 기초해 기획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남녀 청소년 모두의 가치관과 의식.

을 변화시키고 사회저변의 양성평등의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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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영역< -1>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의 비전2.

여성 친화적 활동기회 제공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역량강화여성 친화적 활동기회 제공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역량강화여성 친화적 활동기회 제공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역량강화여성 친화적 활동기회 제공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역량강화1)1)1)1)

여성 청소년의 역량강화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 분 영 역 관련시설 및 활동 관련성인

여성 청소년

을 위한 사업

확대

청소년활동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 ,

인권 참여 봉사 교류 문, , , ,

화활동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복지

쉼터 공부방 비정규학교, ,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

상담시설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상담사 동반자, ,

비정규학교 교사

청소년보호

유해매체 유해업소 등 생활,

환경 유해약물 성매매 성, , ,

폭력 학대 등 유해행위 유, ,

해매체 성폭력,

유해환경감시단원

사법경찰관리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

사업기획단계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프로그램

실행단계

지도사 상담사 사법경찰관, ,

리 유해환경감시단원의 양,

성평등의식

지도사 상담사 사법경, ,

찰관리 유해환경감시단,

원

사업평가단계
사업평가기준에 양성평등기

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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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여성 청소년의 역량강화< -2> 영역

여성 청소년의 역량강화는 여성 청소년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인식하고 사회문화에 내재해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감

소시키려는 노력 여성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의식의 증진 여성 친화적 문화의, ,

창조와 보존 미래지향적인 직업훈련과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개인적으로 건강,

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성과 지도력을 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청소년의 역량강화는 여성 청소년에게 부합하는 여성 친화적인 다양한,

활동기회의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존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도.

와 만족도를 분석할 때 대부분 남성 청소년에 비해 여성 청소년의 만족도가 낮

다 많은 경우 통성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여성 청소년 친화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또래여.

영역 내용

개인적 역량강화

자아존중감ㅇ

긍정적 자아상ㅇ

자신의 필요와 관심에 대한 인지ㅇ

정의감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인식과 같은 정의감:ㅇ

사회적 역량강화

인간 간의 상호작용능력ㅇ

협상능력ㅇ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능력ㅇ

정치적 역량강화 여성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의식 참여,ㅇ

문화적 역량강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버리고 긍정적 이미지 창조ㅇ

남성 본위의 문화에 대한 대안적 문화로서 여성 친화적 문화를 창ㅇ

조하고 여성 문화보호를 위한 공간과 여성 지향적 미디어 창출

여성 친화적 표현의 증진 즉 미디어 통계와 자료 등에서 여성의, ,ㅇ

가시성을 증진하고 여성의 권리 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

경제적 역량강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진로와 취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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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친구들과 활동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결과 여자들만 있어서 참 편안하고 좋‘

았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여성 청소년들이 여성 친화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삶과 욕구를 반영한

여성 친화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요청되고 있다.

양성평등한 청소년지원체제 확립양성평등한 청소년지원체제 확립양성평등한 청소년지원체제 확립양성평등한 청소년지원체제 확립2)2)2)2)

그 동안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은 통성적으로 다루어져 오면서 기존 문화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기획하는 담당공무원 청소년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

진행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청소년에 대한 연구자 등에게 성인지적 관점,

이 부족할 때 청소년사업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청소년연구물과 청소년에 대한 통계적 자료 들 중에는 성별

차이를 다루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여성 청소년에 대한 현황파악 및.

여성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 청소년을 직접 접촉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등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청소년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그대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성인지도자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년도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을 분석해 보면 총사업비는 차가 억원2005 1 20 ,

차가 억원으로 총 억원이었다 이 중 여성 청소년 관련 사업은 차 공모2 13 33 . 1, 2

사업 총 개 중 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를 차지하고 있다 개 사업에123 9 7.3% . 8

투입된 사업비는 총 억 백 십 만원으로 전체 공모사업비 예산의 를 차지2 2 5 6.1%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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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 중 양성평등관련 사업< -3> 2005

주관단체명 사업명 사업대상 및 내용
사업비

천원( )

한국걸스카우트

연맹

소녀에서 여성으로 -

여성 청소년 초경파티
여성 청소년 소그룹운영/ 17,000

사 청소년을 위한( )

내일여성센터

탁틴 청소년‘ ’

성문화운동

남여 청소년/

청소년성문화운동으로 마당극

사전교육 및 순회공연

40,000

사 한국성폭력( )

상담소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청소년을 위한

으랏차차 호신대작전
여성 청소년 호신도장 및 캠프/ 20,000

한국여성민우회

청소년 성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성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심포지엄
20,000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안티 성폭력을 위한

대들의 물결10

남여 청소년 청소년성폭력에 대한/

토론회 및 다큐멘터리제작 축제,
30,000

수서청소년수련관
청소녀21C

청소년양성평등 국회
남여청소년 양성평등 모의국회 등/

17,000

진해

기적의 도서관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적

역사문화조성을 위한

영상자료제작

독립운동가 유관순-

영상자료 제작 및

청소년대상 교육
30,000

용인여성상담소

성매매 피해청소년

자아성장 인간관계, ,

사회적응 멘토링,

프로그램

청소년성매매전문상담원교육

성매매피해청소년훈련워크숍
18,500

사 광주( )

여성의 전화

건강한 성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사연수
교사와 성상담 전문인 교육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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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성교육 성매매 성폭력 등 청소년 성교육 관련 활동이, , 3

건 교사와 상담원 등 성인지도자 교육이 건 양성평등문화 관련이 건 여성, 2 , 3 ,

청소년의 신체적 보호역량강화가 건이다 성 관련 교육뿐 아니라 여성 청소년1 .

의 통합적 임파워먼트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며 성상담 지도자 뿐 아니라 교사,

청소년지도사 경찰 공무원 등 청소년을 지도하는 성인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

사업이 필요하다.

성차별 없는 성장여건 조성성차별 없는 성장여건 조성성차별 없는 성장여건 조성성차별 없는 성장여건 조성3)3)3)3)

인터넷 광고 잡지 드라마 등 온갖 매체와 지역사회 생활환경은 여성을, , , TV

상품화하는 왜곡된 이미지와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확산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를.

이러한 매체와 지역사회 생활환경에 있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여건을 조성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간행물윤리원회. , ,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방송통신매체 및 인쇄매체 공연 등의 심의에 있어 성 차,

별적 표현 여성의 인권을 해치는 표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 업소 등에 있어서 여성 청소년의 인권을 해치는 고용관행 여성의,

성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부는 전시 및 진열행위 등에 대한 규제기준 등이 여

성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성인과 지역사회 대상의 유해환경 규제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리와 유해환경감시단원 등에 대한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또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체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을 구조적으로 정화하고 지역사회를 여성 청소년,

들의 성장과 발달에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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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의 과제4.

여성 청소년정책의 활성화 과제여성 청소년정책의 활성화 과제여성 청소년정책의 활성화 과제여성 청소년정책의 활성화 과제1)1)1)1)

여성 청소년을 위한 전문단체 기관 육성(1) ( )

여성 청소년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단체의 육성,

이 필요하다 향후 한 사례로 소개할 미국의 와 같이 여. Girls Incorporated.

성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는 단체는 청,

소년과 교육 전반에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전진기지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다.

여성 청소년동아리 지원(2)

여성 청소년들은 여성들만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중에 여성자신들에게 고유한 관심과 과제를 논의하고 활동하며 리

더십을 키울 수 있다 여성 청소년의 고유한 관심사와 과제를 축으로 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성인지적 청소년 연구조직 결성 및 지원(3)

기존의 청소년연구물과 통계자료에는 성별에 대한 분석이 선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취사선택되는 경향이다 여성 청소년을 다룬. .

연구물이 없고 청소년정책관련 각종 통계에서도 성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현재 여성 청소년은 청소년정책에 있어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Black Box'

와 같다 여성 청소년을 청소년정책의 한 영역으로 정립하고 가시화하기 위해서.

는 성인지적 청소년 연구조직이 결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지

원이 필요하다.

여성 청소년정책의 실행체계 촉진여성 청소년정책의 실행체계 촉진여성 청소년정책의 실행체계 촉진여성 청소년정책의 실행체계 촉진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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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업 또는 여성사업 중 일정 비율을 여성 청소년사업 또는 양평(1) ( ) ,

등한 청소년 지원사업에 할당

여성 청소년은 여성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청소년사업 중.

일정 비율을 여성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할당한다 년 현재 청. 2005

소년육성기금 중 여성 청소년관련 사업은 수준이다 성관련 교육 뿐 아니6-7% .

라 여성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 , , ,

량강화 사업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 등에 이상을 할당하려는 정, 20%

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청소년을 위한 지도자교육(2)

여성 청소년의 통합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성인지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

도가 필요하다 청소년분야의 주요 지도인력은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이다. .

년부터 년 까지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표 과 같다1993 2003 < -4> .

표 청소년분야 국가자격 취득인원 급별 성별< -4 > ( / )

표 을 보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인원은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

약 여명 많다 그러나 급자격증의 경우 남성이 배 이상 많다 청소년상담사70 . 1 2 .

의 경우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청소년분야 전문자격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수여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의 성별 차이에 대.

해서는 조사결과가 없어 알 수 없는 상태로 있다.

구 분 해당 연도
급1 급2 급3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청소년

지도사
1993-2003 710 330 2,648 3,002 1,526 1,727 4,884 5,059

청소년

상담사

2003-200

4
11 113 28 348 47 338 86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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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친화적 청소년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은 아무래도 여성 지도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여성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여성 청소.

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여성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여성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여성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3)3)3)3)

여성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과 고용①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미용 요리 등 전통적 직업영역 이외에 정보화와 과학기술 분야. ,

등 새롭게 출현하는 직종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정책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알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여성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ㅇ

여성 청소년에게 민간부문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취업과 지도력을 발휘

할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고 격려 고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과,

여성 등 전문직 종사자간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CEO

여성 청소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ㅇ

여성청소년의 창업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성인의 멘토링과 지원

문화예술 스포츠활동,②

여성 청소년의 삶의 문화적 지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위주의 ,

정적 활동위주의 여가활동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청소년이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인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의 개발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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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스포츠활동ㅇ

스포츠 활동은 여성 청소년으로 하여금 폭력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등 자신감과 당당함 등을 육성시키는 활동이다 어려서 운동을.

안 해보던 여성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갑자기 운동을 하기는 어렵다 스.

포츠를 여성 청소년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교육해야 한다.

글쓰기활동 등 여성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지원ㅇ

글쓰기 활동은 자기실현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고 이후 자신의 삶에 대

한 주도권 확립을 목표로 실시한다.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동아리활동의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역량을 키우도록 촉진한다.

소비생활 경제교육,③

소비자본주의 발달로 충동구매 강박구매 등 소비행동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어려서부터 수입 지출 소비와 저축 등 기본적인 금융 및 재정관리. , ,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연령별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같은 단체가 개YWCA

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④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분석 평가할 수 있도,

록 하는 힘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잡지 각종 광고 뮤직비디오 등 각. , ,

종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여성이미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오늘날의 여

성청소년들이다 여성 청소년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미디어의 여성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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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각.

종 미디어가 여성에게 쏟아내는 메시를 평가하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바도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

을 활용하여 학교 청소년단체 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 , ,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디어 교육을 여성 청소년들이 제작하는 프로. TV

그램 등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더욱 발전적일 것이다.

시민의식과 리더십개발⑤

일반적으로 여성 청소년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은 편이다.

여성이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자 지도력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청소.

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활동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청소년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ㅇ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들과 여성 청소년이 파트너가 되어 지도력과 사회운

동 능력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지역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의사결정과.

정에의 참여 경험 있는 지도자들과의 협력경험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여성 지도자 모델 개발ㅇ

여성 청소년들이 모델링 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는 작업을 실시

한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국내외 여성지도자 모델을 찾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고 표현하는 활동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

이며 이러한 결과를 출판하여 보다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육성ㅇ

여성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자원이자 공공의 이익을 이끌 사람 그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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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지도자로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현안을 찾아내고 이.

를 설득과 조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참여하

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여성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능력과 책임감을 탐색할 수 있다.

영성과 생활기술교육⑥

조기 성경험과 임신 약물 가출 폭력 다이어트 등 여성 청소년의 안전과, , , ,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 노출된 여.

성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및 정체감이 낮고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문제별 대응방안을 찾기보다 여성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영

성교육과 함께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생활기

술을 습득시키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평가체계 정립성인지적 청소년정책 평가체계 정립성인지적 청소년정책 평가체계 정립성인지적 청소년정책 평가체계 정립4)4)4)4)

청소년정책과 사업이 여성 청소년을 배려한 양성평등적인 것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업평가기준에 양성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의 실천을 위하여4.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의 실천을 위해서는 청소년분야에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정책영역이 자리 잡아야 한다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여성가.

족부도 국가청소년위원회도 다루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년 월에 계, . 2005 4

획된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1)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양성평등 지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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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확립이 하나의 과제로 채택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논의된 세부과제는 첫째 청소년 양성평등 문화 및 의식의 확산이, ‘ ’

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양성불평등 타파 캠페인 전개 청소년 부모 청. , , ,

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전국의 학교 청소년단체시, , ․
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모범사례 발굴 보급 등의 사업이 제안되었다, .

둘째 양성평등에 기반 한 청소년 진로교육 및 취업교육 확대이다 청소년 양, .

성평등 직업선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자매,

결연제도의 도입운영 등의 사업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제안된 바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책과제로서 추진된 바

는 없다 이것은 청소년분야에서 이러한 관심을 조직하여 추진하려는 추동력이.

약한 때문이다 여성 청소년의 삶과 문화 이들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물. ,

도 부족하며 청소년활동이나 복지에서 여성 청소년의 욕구가 어느 정도로 충족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앞에서 제안한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까 한 두 페이지의 정책제안을 낸다고 하여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기대하?

기는 어렵다 본인은 여성 청소년정책의 시작을 위하여 여성단체 여성 청소년. ,

단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 여성 청소년지도사나 상, ,

담사 여성 청소년 연구자 등 현장과 연구자가 모두 참여하는 여성 청소년단체,

연합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합회를 통해 여성 청소년과 이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필요성 방향 정책과제의 개발 이의 추진을 위한 실천 및, , ,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조직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발표나 회의로만 끝난다면 여성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실현

과 여성 청소년의 는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Empowerment .

1)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정책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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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미국의 여성 청소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사례 미국의 여성 청소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사례 미국의 여성 청소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사례 미국의 여성 청소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1:1:1:1: 2)2)2)2)

는 미국의 여자 청소년들이 더 강하고 현명하며 대담해질Girls Incorporated

수 있게 돕는 청소년 비영리단체로서 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특히 적절, 55

한 환경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녀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녀들이 성공적이고 독립적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프로그램의 지향을 보여주는 소. Girls Inc. 「

녀권리장전 은 여성 청소년들이 남녀 고정관념에 저항할 권리 독창적이고 열‘ ,」

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권리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롭게 노력하며 성공을 자랑,

스러워할 권리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수용하고 인정할 권리 자신감을 갖고 안, ,

전을 누릴 권리 흥미를 느끼는 직업과 경제적 독립을 준비할 권리를 갖고 있음, ’

을 천명하고 있다.

소녀 권리장전[ ]

소녀들은 자기답고 남녀 고정관념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소녀들은 독창적이고 열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소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롭게 노력하며 성공을 자랑스러워 할 권리를 가진, ,◦

다.

소녀들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수용하고 인정할 권리를 가진다.◦

소녀들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소녀들은 흥미를 느끼는 직업과 경제적 독립을 준비할 권리를 가진다.◦

프로그램은 센터 학교 교회 지역사회센터 등 전국 곳곳에서 제공Girls Inc. , , ,

되는데 센터의 대다수는 저소득 지역에 위치하여 방과 후 주말 여름, Grils Inc. , ,

방학 동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한다 소녀들의 요구에 대해 정책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소녀들이 부딪치는 비판적 문제와 관련하여 미디어교육을 실,

2) 위 사례는 김영지 선진국형 수련거리 개발기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인용한 것임(2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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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며 소녀들이 긍정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어떻게,

자신들 스스로와 공동체의 권익을 옹호할 것인지 가르친다 또한 소녀들이 위험.

을 감수하고 육체적지적감정적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연구에 기반,․ ․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특히 부설기관인 위치에서 다양한 조, National Resource Center(Indianapolis )

사 및 연구개발 정보서비스 훈련 등을 제공하며 의 자료를 출판보, , Girls Inc. ․
급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 자료뿐만 아니라 포스터 엽서 기관이미지, , ,

상품 등을 다양하게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나 부모 등 성인들이 여.․
성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성정형화 된 관점과 마인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는데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소녀들의 권(Tip) , ‘

리를 지지하기 위한 팁 가지 당신이 기업이나 지역사회 리더로서 소녀들의15 ’, ‘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지 소녀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도록10 ’, ‘

돕기 위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등 짤막하면서도 의미 있는 팁 자료들은’

한국의 여성청소년 관련 자료 개발에 좋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는 활동 킷 으로 소녀들이 혼‘Know your Rights - Action Book for Girls’ (Kit) ,

자서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신체 이미지 지역사회 활동 경력 건강한 위기관리 자기. , , , ,

발견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는 소녀권리장전의 내용을. ‘I know my Rights’ ‘ ’

담고 있는 포스터이다 같은 그림의 작은 엽서도 발간되고 있다. . ‘Strong,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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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녀들이 복잡하고 억압적인 세and Bold : Empowering Girls for Life Book’

계에서 가능한 이른 시기에 소녀의 자아를 분명히 하고 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검증된 기술과 성공담들을 제공한다.

의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수학과 과학 교육 대 임신과Girls Inc. SMARTSM( ), 10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미디어 문해교육 경제교육프로그램 스포츠참여활동, , , ,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폭력금지 리더십개발프로그램 등의 분야, ,

에 다양한 세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은 파일럿프로그. ,

램을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 보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 ․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프로그램들은 전국 개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고 훈련된 전문 직1000

원들에 의해 수행된다 프로그램 분야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

GI Operation SMART◦

과학 수학 기술 분야에서 여성들의 재능과 흥미를 키워주기 위한 프로: , ,

그램

GI Preventing Adolescent Pregnancy◦

소녀들이 조기임신을 피하는 방법과 그 이유를 인식하도록 지원 소녀들: .

의 의사소통기술을 촉진하고 기초건강교육을 제공하며 네 가지의 연령,

별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위해 계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

GI Media Literacy◦

여성들이 미디어 내용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고 미디: ,

어의 범위와 힘 그리고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

록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GI Project Bold◦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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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GI Economic Literacy◦

세 경의 여아들에게 금전 관리와 투자를 포함하여 기본 금융관련 개념: 6 ,

들을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

동료설득GI Friendly PEERsasion ( )◦

소녀들이 알코올 담배 화학약품 기타 마약과 같은 해로운 물질들을 거: , , ,

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위한 프로그램

GI Sporting Chance◦

소녀들이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 기회를 탐구하고 건전한 모험의 좋은 점:

을 경험해 봄으로써 운동과 체육 기술들 협동적경쟁적 정신 건강관, , ,․
리 모든 스포츠에 대한 흥미 등을 갖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GI Discovery Leadership◦

리더십 재능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창조하면서 소녀들이 선택한: ,

지역사회 활동에 소녀들과 여성들이 파트너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사례 독일 여성 청소년의 날사례 독일 여성 청소년의 날사례 독일 여성 청소년의 날사례 독일 여성 청소년의 날2 : (Girls' Day)2 : (Girls' Day)2 : (Girls' Day)2 : (Girls' Day)

프로그램 배경①

지난 여 년간 독일 정부가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20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의 직업선택이나 직장에서의,

능력 발휘 과정에는 남성의 경우와는 다른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부.

여성은 비서 간호사 미용사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에 적합하다고 인, ,

식되어 온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그러한 직업을 가질 경우 남.

성들과 경쟁해야 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학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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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수한 학업성적을 지니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실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공

평하지 못하며 인적 자원의 낭비와도 직결된다.

여러 통계가 증명하고 있듯이 여성의 지적 능력과 학습 능력은 결코 남성

에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일정 분야에서는 뚜렷하게 남성보다 우월한 능

력을 보이기도 한다 종단연구로 매년 실시되는 권위 있는 독일의 조사결.

과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의 진학률은 이미 남자 청소년의 진학률을 넘어,

서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을 보는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에 달Abitur 54.8%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학과선택이.

나 직업분야 선택에 있어 전형적인 여성적 경향을 보이고 있어 취업시장에

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제약조.

건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최근 들어 독일의 산업계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이는 경험자를 우대하는 고용 관행이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업을 처음 가지려 하는 젊은이 중 여성 인력을 적절,

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회사가 여성 인력 활.

용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들이 미리 남성과의 경쟁을

기피하거나 남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본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식으

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산업 현.

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도록 하고 실제 일을 할 경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

보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프로그램 내용 및 특징②

여성 청소년의 날은 직업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학년 여성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직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5 10～

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에 맞추어 관련 지식과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성의 경우 그 시기보다 앞서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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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엿보도록 해야 스스로가 가진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직업을 가지지 않을 나이의 여성 청소년들도 이 프로,

그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편견을 불식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직업 선택 과정을 추진,

토록 하며 남녀가 평등하게 기회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일한다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직업의식과 직업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 청소년의 날은 기업 대학 사회단체 학교 등 많은 기관이나 단체의, , ,

협력에 의하여 추진되는 행사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확대라는 공감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사업을 사.

회적인 공동 인식의 바탕 위에 각 단체와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하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주최기관

으로서 참여하는 기업이나 단체에게도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기관.

들은 지금까지의 여성 인력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고 실질적으로 유능한 젊은 여성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

게 되었다 다른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이 후원기업이나 단체와 같은 스폰.

서들에게는 이미지 상승효과 등 추상적인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반면 여성,

청소년의 날 프로그램은 스폰서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

다준다 이는 단기간 내에 이 프로그램이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 심화되는. ,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청소년의 날은 참가자만을 겨냥한 행사가 아니며 전체 사회를 대상으

로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남녀평등사회의 실.

현을 강조해 온 역사는 길지만 진정한 평등 달성을 위한 수단은 부족한 현

실에서 동 행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며 향후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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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과③

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사회적 반2001

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년에. 2001

처음으로 개최될 때에는 개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이 공39 , , ,

동으로 주최를 하였으며 명 정도의 여성 청소년들이 참석을 하였다1800 .

지역적 규모의 작은 기업들과 더불어 폭스바겐 지멘스 하노버 대학, , ,

구 등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Fraunhofer Society( GMD Science Center)

큰 규모의 회사나 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각 학교는 적극적으로.

동 행사를 홍보하였으며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의 경우 학교를 결석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언론은 동 행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사. ,

회적인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총 건에 달하는 기사를 통해350

동 행사를 소개하였다 신문뿐 아니라 와 라디오 방송에서도 뉴스프로. TV

를 통해 동 행사를 소개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 행사에 대한 평가 과정이.

있었는데 참여하였던 교사나 학생 기업인이나 전문가 모두가 동 행사가,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평을 하였다 여성 청소년들은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느꼈던 직업이나 학과가 자신들에게도 적합할 수 있음을 알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기업이나 단체들은 여성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보,

다 적극적인 자세로 여성 인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게 된 것으

로 나타났다.

년의 제 차 행사는 첫 번 행사의 성공에 힘입어 상당히 큰 규모로 확2002 2

대되었다 전체 주제는 첨단 기술과 경영 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 으로. “ ”

결정되었으며 여개의 관련 행사가 조직되었다 만 명 이상의 여성 청100 . 4

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켰으

며 여성단체를 포함하여 많은 사회단체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 프로그램,

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총 개 단체가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83

갖추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행사를 계기로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 지.

원은 범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행사부터는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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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여성 청소년들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웹 사.

이트에서는 직업관련 정보 외에도 학부모나 교사 학생의 견해를 게시하도,

록 하였다 웹 사이트의 방문횟수는 년 월에만 만 번을 상회하였. 2002 4 1040

고 총 만 번을 기록 사회적인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언론의 관심2510 , .

은 더욱 증폭되어 여개의 관련 기사가 생산되었으며 방송에서도3400 , TV

동 행사를 상세히 다루어 시간 이상을 할애하였다 독일의 교육부는 동6.5 .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각 학교의 교장들에게,

동 행사에 적극 참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년의 행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학교들이 동 행사기간2003 .

을 휴교일로 정하여 학생들의 참가를 권장하였다 전체 주제는 여성 청소. “

년들의 미래 로 결정되었고 약 만 명의 여성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직업에” 8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였다 지역차원의 지원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

하여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고용촉진 사무소 여성단체 학교 등이 협력하, , , ,

여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년 월 일에 개최될 예정인 네 번째 행사에서는 기술관련 기업 대2004 4 22 ,

학 및 연구소들이 여자 청소년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실험실 사무실 및. ,

작업장 등이 실습사례로 여자 청소년들에게 공개되어 기술관련 직업이 흥

미로울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과의 개인 면.

담을 통해 여자 청소년들은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넓혀갈 수 있다.

여성 청소년의 날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

었으며 여성의 직업선택과 관련된 제약이나 불합리성을 상당 부분 해소시

킨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대학 사회단체 등이 공동 협력하여 여성 청소. , ,

년의 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온 이래 기술 분야와 관련된 직업이나 학과

선택에 있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프로.

그램을 통해 얻은 실제적 경험을 통해 여학생들은 공학이나 생명공학 혹은

전산 및 전기 등과 관련된 학문이나 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청소년의 날이라는 행사를 통해 기술 분야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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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직원 및 관리직을 접촉할 수 있게 되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결국 여성 자신이 가진 역량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평등한 주체세력으로 풍요로운 미

래세계를 설계할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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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위한 진로정책과 청소년 정책과제

신선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양성평등 진로정책의 배경1.

철학적 신념철학적 신념철학적 신념철학적 신념1)1)1)1)

모든 국가 정책은 일종의 공권력 행사로서 그에 합당한 가치판단이나 철학적

신념에 기초한다 양성평등 진로정책은 진로개발에 제한을 가하는 모든 성차별.

적 혹은 성편견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남녀 모두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현,

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들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

침하는 철학적 신념은 평등의 원리와 공화주의적 인재양성 논리로 구분해 볼“ ”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평등의 원리가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데 비하여. ,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는 공화주의적 전통에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

인다.

성차별이나 성편견으로 인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교육기회

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교사나 학부모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진로에 관.

한 기대와 후원에 차이를 보이는 것 특정한 성에 대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나 교육경험을 제한하는 것 남학생이 대부분인 학교나 학과에서 여학생들이 소,

외되는 것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고교 졸업자의 진학률이, .

를 상회하고 한 자녀 가정이 늘어가고 있어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80%

자체에 대한 성차별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교육경험의 질적 측면에서 성차.

별은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남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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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자 학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 따라,

진로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대학생의 경우 기업체 실습 연구개발, ,

활동 등에서 여학생이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공화주의적 인재양성 논리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각계각층에서 고루“ ”

등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차 세계대전 이후 중등교육의 대중화 과정에서 나타, 2

났다 이 논리는 평등의 원리 자체가 아니라 국가발전에 근본적인 목적을 둔다. .

공화주의적 정치가들은 기존의 소수 엘리트 중심의 중등교육에 반대하지만 그,

이유를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불평등에서 찾기보다 소외계층이나 집단으로부

터 얻을 수 있는 인재의 상실에서 찾았다 예를 들어 국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첨단 기술인력이 남성들로만 구성되어있다고 가정할 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

는 여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동질의 첨단 기술인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결과,

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이라고 본다 평등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개혁적 혹은 좌파적 성격을 갖는다면 공화주의적 인재양성 논리를 주장하는 사,

람들은 중도보수 혹은 우파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경제적 배경사회경제적 배경사회경제적 배경사회경제적 배경2)2)2)2)

우리나라의 진로정책에서 양성평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

이다 년도에 여성부가 신설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여성교육정책과가 설치. 2001

되면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양성평등한 진로정책이 강조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 이슈화에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

령화저출산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작․
용하고 있다.

최근의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향후 년이면 생산가능인구10

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첨단 고급인력과 저임금 생산인력을 중심으로 본격적

인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주엽 외 장창원 외 선진( 2005, 2005).

국의 경험을 볼 때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인력의 추가공급은 농촌인구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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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 활용 외국인 인력 수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

는 더 이상 유출될 농촌인구가 없는 형편이고 외국인 인력 수입에도 소극적이어

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정책대안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로 년 전인2005 50.1% 15

년의 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여성 경제1990 47.0% .

활동참가율은 국가의 평균은 덴마크나 스웨덴의 경우에는60.2%, OECD 60.1%,

에 달한다 세 이상의 여성인구가 약 천만 명이고 그 중 경제활73.0%, 76.2% . 15 2

동인구가 약 천만 명이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에서 국가 평1 50% OECD

균인 로 끌어올리려면 여성 백만 명이 추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야 한60% 2

다 신세대 여성 청소년들은 교육포부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직업세계에 진.

출하고자 하는 비율도 높다 그러나 여성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성평등한,

진로지도나 진로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기존의 노동시장이 남성 중심으로 움직여왔으므로 여성들은 직업세계에,

진입하는 단계부터 이후의 경력개발과 승진에서 남성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흔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고용평등 정책과.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

성 청소년들이 성차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조기에 진로준비와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 취업자는 특정 직군 교사 공무원 간호사 일반 사무직 판매직 등, ( , , , , )

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전문관리직 진출이 매우 적으며 남성에 비하여 생산, ,

직을 더 기피한다 이처럼 여성이 특정 직군만을 선호하고 다른 직군에 관심이.

없거나 기피하게 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향상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따.

라서 양성평등한 진로지도를 통하여 여성 청소년들이 기존의 여성 지배적인 직

업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는 직업과 남성 지배적인 직업에도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 분야는 가장 최근에 급격한 발전을 보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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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동 분야 취업자의 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록20% ( ).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인간관계 근로시간 노동의 조직 직업에, , , ,

대한 가치판단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직장 문화를 변화시킨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양성평등한 직업 문화를 창조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 또한

양성평등한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의 일이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 선택의 차이2. 1)

전공 선택전공 선택전공 선택전공 선택1)1)1)1)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단계까지 진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가 대학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 진로가 갑자기 세분화되는 편이다 그런데 대학 진학 후 진로 유.

연성이 낮아서 전공을 바꾸기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용이하지 않다 또한 직업.

세계에 진출한 경우에도 노동의 유연성이 낮기 때문에 직종 변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대학의 전공과 선택과 첫 번째 일자리 선택은 이후의 진.

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

여러 선행연구들이 여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여성 지배적 전공(female-dominated

field)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엄격한 표본설계를 거.

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오은진신선미 는 국. (2005)․
가적 차원에서 중등교육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

1) 여러 선행연구들이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선택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조사대상과 조사 도구

가 서로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하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전공선택과 직업선택으로 나누어 최근의.

주요 결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2) 최근에는 대학이 복수 전공 부전공 학부제 운영 등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최대, ,

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직업세계에서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화되면서 이직과 전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복수전공자 부전공자 이직자 전직자에 대한. , , ,

불평등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은 교수 채용 시 학사부터 박사까지 전공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공 적합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학문 간 서열화가 심하기 때문이.

다 최근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중도 진로변경이 쉽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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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제 차 한국교육 고용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경향을1 -「 」

재검토한 바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현재 여대생의 전공계열별 분포를 보면 사회계 가 가장 많은데, (26.4%) ,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예체능계 전공학과를 희망하는 비

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표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이 여학생이 예체( -1). 1/3

능계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 여학생은 사회계와 교. ,

육계 대학 진학을 가장 희망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예체능계 다음으로.

교육계를 희망하는 여학생이 가장 많다 셋째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이공계에. ,

진학하고자 하는 여학생 비율은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14.2%, 12.2%,

고등학교 로 현재 전체 여대생 대비 이공계 여대생 비율 보다 훨씬15.1% , 23.7%

낮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이공계에 진학하는 여학생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의 경우에도 현재 대학생에 비해 중등학교 학생들.

의 이공계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이 전체적으로 월등히 낮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학생들이 인문 사회계열에 집중되었던 현-

상이 예체능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통계연보의 졸업생 취업현황.

을 분석해 보면 동 분야의 신규 여성인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취업현황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주 일제 근무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스포츠 여가활동 관련. 5 ,

산업이 발달하면서 예체능계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

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희망대로 이 예체능계. 1/3

대학에 진학한다면 이들 모두가 관련분야의 고용기회 확대 효과를 누리기는 어

려울 것이다.

표 중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대학 희망 전공계열< -1> 3)

3) 분석대상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중등학생 전체임 현재 대학생 자료는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고등교육기관 전체전문대 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능대학 각종대학 자료임( , 4 , , , , ) .

자료 한국교육 고용패널 년 원자료 교육통계연보: - 2005 ; 2004.

단위( : %)

중등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전공계열
현재 대학생*

남학생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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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직업선택직업선택직업선택2)2)2)2)

진미석 은 자신의 선행연구 에서 수집한질문지조사(2001) (1998a, 1999a, 1999b)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직업에 대한 편, ,

향된 선호도를 재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중학교 여학생의 가 교육계. 23.4%

직업을 가 미용패션계 직업을 선호하였고 남학생은 기술공학계, 14.4% ,․ ․
와 경영사업계 직업 을 가장 선호했다 유사한 경향이 일반계 고(15.1%) (9.8%) .․

등학교에서도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교육계 의료계 미용디, , ․
자인계에 집중되어 있고 남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컴퓨터 관련직 기술공학, , ․
직 교육계 관료법조계 직업이 많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여학생은 교육, , . ,․
고객서비스 사무직을 남학생은 전문기술직과 기능직을 선호한다, .

한상근 등 의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개교의(2001) 141

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업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라 인기 있는 직업11,082

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여학생들은 교육계 미용 디자인 요리. , , - -

계 의료계 직업을 선호하고 남학생들은 기술계 교육계 관료 법조계 직업을 선, , , , -

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진미석 등의 일반계 고등학교 연구결과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중학생 일반고 실업고 중학생 일반고 실업고 남학생 여학생

인문계 8.2 6.7 2.5 14.8 10.5 5.7 7.1 15.3

사회계 17.9 28.1 12.9 9.6 24.8 21.6 24.5 26.4

교육계 7.4 11.2 1.8 17.3 21.2 12.4 2.6 9.6

공학계 19.0 25.7 48.5 3.4 4.0 7.0 42.6 11.2

자연계 15.8 9.7 6.2 10.8 8.8 8.1 10.1 12.5

의약계 16.9 6.4 3.7 11.0 11.6 15.5 4.2 9.1

예체능계 14.8 12.2 24.4 33.1 19.1 29.7 8.9 15.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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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무숙 등 은 초등학생이 희망하는 장래 직업을 조사하였는데 역시 성(2003) ,

별로 직업 선호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여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 의사 한의사 약사 예술계 직업에 집중되어 있고 남학생이 선호하는 직업, - - , ,

은 스포츠계 직업 학자 과학자 연구자 경찰 군인 의사 한의사 약사 법조인 등, - - , - , - - ,

좀더 여러 군에 분산되어 있다.

이상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의 직업 선호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의 선호도가 높은 직업으로 보고된.

교육계 미용패션계 의료계 디자인계 직업 혹은 서비스직 사무직 등은 통상, , , ,․
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직업이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편중 현상.

을 확인할 뿐 그 이유를 밝히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 진미석 의 연. (2001)

구에 따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직업의 사회적 측면

이나 경제적 측면을 덜 중요시하고 자아실현의 기능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남, .

학생은사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거나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래서 혹은 돈을 벌‘ ’ ‘ ’ ‘

기 위해직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직업관의 차’ .

이가 남녀 학생의 직업 선호도 차이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분석하지는 않았

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 선호도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

업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여 이를 연구진이 임의적으로 구분한 직업범주로 나

누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 혹은 중앙고용정보원이 사용하고 있는 분류 방식OES

에 따라 나누고 이에 대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descriptive) .

이러한 방식으로는 직업 선호도의 성차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하기

어렵다.

이에 신선미민무숙 의 연구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직업지도 를 바탕(2004) 「 」․
으로 남성 지배적 직업군 과 여성 지배적 직업군 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 ” “ ”

고 초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군이 선호하는 교과 성역할 의식 거주지역에, , ,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검증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여학생은 성역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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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선호하는 교과에 따라 희망하는 직업군에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고 남학,

생은 오직 선호하는 교과에 따라 희망하는 직업군에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의의는 있으나 다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재분석하였으므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

다 앞으로 보다 좋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전략을 고안하고 적용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성평등한 청소년 진로정책의 동향3.

국내 동향국내 동향국내 동향국내 동향1)1)1)1)

교육인적자원부는 여학생 진로 다양화를 위하여 초중등학교용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정철영 외 민무숙 외( , 2002 ; , 2003 ;

신선미 외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사연수도 실시하였, 2004),

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혹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이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프.

로그램을 포함하는 양성평등 시범학교 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민무숙 외“ ” ( 2003).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등학교의 진로교육체계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반화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 권한이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으로 전환된 후로는 시범학교에 참여하는 학

교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시키고 이미 과학기술분야,

의 진로를 선택한 여학생들이 전공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로 및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WISE (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있다 본래 과학기술부가 시작하였으나 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교육. 2005

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멘토링 등과 같이 여학생과 여성과학.

기술자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자 시작된 것

으로 전국의 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각, 10 WI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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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화여자대학교,

거점센터의 경우 멘토링 멘토링 포함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실험(e- ), “

실 여중생 과학캠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참여 과학캠프 물리캠,” “ ,” “ ,” “

프 등이 있다” .4)

외국 동향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외국 동향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외국 동향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외국 동향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2) :2) :2) :2) :

프랑스는 입학시험보다 진로지도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다양한 진로로 배치하

고 있으므로 진로지도 시스템5)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년대 초반부. 1990

터 여학생의 진로를 다양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

술계와 직업고등학교6)에서 여학생들이 회계 비서 차 산업 관련 전공과에 집, , 3

중되는 현상이 매우 강한데 이들의 취업 이행 성과가 좋지 못하다 따라서 여학.

생들이 이 분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인력 수요가 있는 과학

기술분야로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의 양성평등 진로정책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프랑스 교육부는 고용 연대부 농림부 여성권리 평등국 등 관계부처와, - , , -

년 월 일에 교육체제 안의 남녀 기회평등 증진 협약2000 2 25 “ ”7)을 체결한 바 있

다 이 협약에 따라 모든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은 매년 제출하는 기관 운영실적.

보고서에 남녀 학생의 진로 및 취업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균,

형을 시정하기 위한 목표 수치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진로 및 취업현황 분.

석결과는 학교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배포한다 각 학교.

의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전국적인 학생 진로 및 취업관련

4) 거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ISE (http://www.wise.or.kr 참조) .

5) 프랑스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진로지도와 진로정보 제공 시스템을 잘 갖추고, ,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6)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계열은 크게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되지만 프랑스의 고등학교 계열은 크

게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로 구분된다, , .

7) 프랑스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 www.education.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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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분리 통계를 지방 교육청의 진로정보국 은 해당 지방의 진로취업, (SAIO) ․
관련 성별분리 통계를 제공한다.

둘째 교육과 고용에 관한 양성평등 자료를 생산배포하고 자료 설명회를, ,․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진로정보센터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앙과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각 지방마다 직업과 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생산과 배포를 담당하는 기구들을 가지고 있다 중앙 기구의 명칭은.

국립직업교육정보사무국 이고 지방 기구의 명칭은 지방직업교육정보사(ONISEP)

무국 이다 또한 생산된 정보를 학생학부모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DRONISEP) . ․
고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진로정보센터 가 지역 교육청마다 설치되어 있다(CIO) .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중등학생 대학생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 ,․
과 고용에 관한 양성평등 자료를 생산배포하고 있다.․
셋째 개별 학생들의 진로배치에 앞서 진로선택의 성차를 고려하도록 한다, .

프랑스 중등학교 학생의 공식적인 진로결정은 학년위원회 라“ (conseil de classe)"

고 하는 기구에서 이루어진다 이 위원회는 최종 진로결정 시점에서 학급단위로.

개최되며 해당 학급의 수업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 학부모 대표단 학생 대표단, ,

이 참여한다 년 월 일자 교육체제 안의 남녀 기회평등 증진 협약 은 모. 2000 2 25 “ ”

든 학년위원회가 진로결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로선택의 성차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료는 국립직업교육정보사무국.

과 지방 교육청의 진로정보국 이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다(ONISEP) (SAIO) .

넷째 성차가 뚜렷한 전공분야 졸업자의 취업실태 추적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널리 홍보한다 프랑스에서도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학생의 성비가 심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전공분야가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교육부는 각급학교 졸업생에.

대한 추적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격연구센터 에 성차 불균형이 심한(CEREQ)

대표적 전공분야에 대해 추적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도록 하였다 이 졸업생.

추적조사는 년 차에 실시되었는데 조사규모는 명으로 중등학교 이2003 (2 ) , 54,000

상 졸업자 중 비진학자8)를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 분석 대상 전공분야는 컴퓨터.

8) 모집단은 명으로 추정하였다7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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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신기술 전자 전자기술 자동화장치 회계 경영 재정 농식품 비서( ), - - , - - , ,

학 의류 직물 심리 사회학 등 개 분야이다, - , - 7 .

다섯째 여학생들의 진로를 미래의 유망 직업과 산업분야로 유도하기 위하여, ,

여성과 과학 에 관한 정보제공 캠페인 활동 전시회 개최 여학생을 위한 과학“ ” , ,

기술상 시상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과 과학 캠페인. “ ” 9)은 개 주6

제를 선택하여 각 주제별로 전시용 대형 포스터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국의

학교를 순회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개 주제는 각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여. 6

성 과학자 여성 개척자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과정 여학생의 학업성취 여성과, , , ,

직업 여성과 사회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 .

업이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상(prix de la voc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des filles)10)은프랑스여성권리 평등국- (Service des droits de femmes

에서 주관하며 과학 기술 직업 계열 고교 학년 여학생들이 계et de l'égalité) , , , 3

속해서 과학기술분야의 진로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과.

시상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실시되며 수상인원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인, 1

당 상금은 유로이다 상금보다는 수상경력이 향후 여학생의 취업에 큰 도움800 .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자들은 가정환경 학업성적 학교장 추천서 앞. , , ,

으로의 직업계획 혹은 교육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학생이 전체 정원의.

를 초과하는 분야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40% .

여학생을 과학기술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학교 단위로 과학기술인과 만남의“

시간 을 운영하기도 한다 중학교는 고등학교 최종 진로선택을 개” . Monséjour 6

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컴퓨터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년 학생 명 남학생, 4 27 (

명 여학생 명과 동 분야의 여성기술인 명을 초대하여 교육청의 과학교육13 , 14 ) 3 ,

정책 담당자가 주관하는 만남의 장을 가졌다 학생들은 컴퓨터 분야의 수준 높.

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진로선택 경험에 관한 질문도 했다 후자의 예로는 지, . “

9) 프랑스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 www.education.gouv.fr

10) 국립직업교육정보사무국 인터넷 홈페이지 : www.onise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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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업이 중학교 때 생각했던 직업인가 몇 년이나 공부를 했는가 그렇게 많?” “ ,

이 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가 직업을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 학교?” “ ?” “

다닐 때 수학을 잘 했는가 등이다?” .

마지막으로 보르도 지방 교육청은 한 중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

이 진로선택에 관한 연극공연11)을 하였다 이 학교는 도시 지역의 환경이 좋은.

학교인데 이 지역 여학생들의 진로선택 경향은 상당히 전통적이어서 공학이나,

생산시스템정보화 등의 선택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적다 연극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명의 학생 집단이 친구 교사 학부모들에게 진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8 , ,

서 만든 희극 작품이다 모두 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한 개는 여학생과. 6

남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토론 장면을 포함한다 지원된 예산은 유로이. 2,052

며 역사지리 교사 명이 자원하여 학생 지도를 맡았다, 1 .

양성평등한 진로지도를 위한 청소년 정책 과제4.

여성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의 문제점여성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의 문제점여성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의 문제점여성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의 문제점1)1)1)1)

앞에서 소개한 양성평등 진로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성 청소년 진

로교육 및 진로지도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진로발달 단계별로 여성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청소년의 진로편중 현상은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 이.

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초중등학교 현장의 진로지도는 다양한 전공과, ․
직업세계 탐색보다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자기이해 흥미와 적성 파악 가 주를( )

이루고 있다 올바른 진로개발과 진로선택을 위해서는 자기이해에 더불어 전공.

과 직업세계의 다양성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양자 간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다, .

둘째 여성 청소년의 공학계 전공 및 직업 기피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진로,

11) 보르도 지방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www.ac-bordeaux.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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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물론 진로지도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커리어, .

넷과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에서 전공과 직업에 관한 정보 를 구축하(KNOW) DB

고 있으나 성별 분리통계 등의 미흡으로 여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체,

계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

셋째 진로지도와 그에 필요한 상담 정보제공은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 청소, , ,

년 단체와 시설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문화관 등 교육방송과 같은 언, ( , ),

론매체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참여는 매우 미미하다 청소년 개.

인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공동의 노력이 요

구된다.

청소년 정책 과제 제언청소년 정책 과제 제언청소년 정책 과제 제언청소년 정책 과제 제언2)2)2)2)

청소년 단체와 시설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진

로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직업과 전공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널리 실시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별로 관련 분야의 직업과 전공에 관한.

진로교육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더,

라도 모든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서 진로탐색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문화탐방 프로그램에서 향토역사가 문화재 복원 전문가 민속공예가 디자이, , ,

너 등의 직업을 생태학습 프로그램에서 생물학자 환경문제 리포터 등을 독서, , ,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소설가 극작가 기자 등의 직업을 경험해 보는 활동을 할, ,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그러한 분야의 직업인 혹은 전공자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도 있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을 갖추고 있는 수련기관에서는 진.

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진로정보.

센터에서 운영하는 에는 초등학생용중학생용 직업사전 정보통신Careernet , ,․
문화 환경 관련 직업의 세계 등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만한 자료들이 있어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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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청소년.

진로지도 자료는 주로 학교 교육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 등이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흥미 있는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료의 유형은 책자 팜플렛 시청각 자료. , ,

등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발된 자료는 청소년 정보망을 활용하여 누구.

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전국의 청소년상담센터의 진로상담 사례분석을 통하여 여성 청소년들의,

주요 상담사례별로 양성평등한 상담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성 청소.

년들이 진로발달 단계별로 겪는 어려움의 내용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개발하,

여 상담지도 실천에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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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주요 산업 및 직업분야 취업자의 성별교육수준별 분포< -1> ․

자료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 재분석: 2003 ․

표 주요 산업 및 직업분야 분류기준< -2>

남성 취업자 여성 취업자 전체

취업자전문대졸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고졸이하

지식기반산업 39.4 19.8 25.5 15.3 100.0

교육서비스업 32.5 6.2 52.7 8.6 100.0

문화산업 47.2 17.9 27.2 7.8 100.0

법무 회계서비스업- 40.7 8.7 25.7 24.9 100.0

의료업 23.9 5.0 46.7 24.3 100.0

직업IT 51.5 31.5 6.4 10.7 100.0

구 분 주요 산업 분류번호

지식기반

제조업

핵연료가공 컴퓨터 및 사무용품 기기 반도체 및, ,

기타전자부품 제조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 ,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 의료용,‧
기기 제조 측정시험항해 및 기타정밀기기 제조, ,‧ ‧
항공기 우주선 제조‧

표준산업분류

221, 233, 242, 243, 291, 292,

293, 294, 300, 321, 322, 323,

331, 332, 333, 341, 342, 343,

353, 371, 372

지식기반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 ,

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시장조사 및 경영,

상담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과학, ,

및 기술서비스업 영화산업 방송업 공연산업 기, , , ,

계장비수리업

표준산업분류

642, 651, 659, 660, 671, 672,

721, 722, 723, 724, 729, 731,

732, 741, 742, 743, 744, 745,

746, 749, 761, 762, 763, 764,

765, 801, 802, 803, 804, 809,

851, 852, 861, 862, 871, 872,

873, 881, 882, 883, 889, 921

교육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특수, , , 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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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학교 및 외국인 학교 기타 교육기관, 801, 802, 803, 804, 809

직업IT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

너 제도사캐드원 멀티미디어기획자웹기획자포, ( ), (

함 전자공학기술자 내선전공 외선전공 컴퓨터), , , ,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설비 조작원 전- , ,

기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전자제품 제조장치 조작,

원 전기 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컴퓨, - ,

터공학기술자 엔지니어 통신공학기술자 엔지니( ), (

어 컴퓨터시스템설계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 - ,

개발자시스템소프트웨어엔지니어 응용소프트웨( ),

어개발자응용소프트웨어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

관리자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및 개발자 컴퓨터, ,

보안 전문가 웹개발자 엔지니어 시스템 운영, ( ), -

관리자 컨설턴트 방송장비 및 수리, IT , (h/wtjfcl

원 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원 통신케이블 설치), ,

및 수리원

중앙고용정보원 직업분류

143, 855, 856, 864, 1911, 1912,

1921, 1922, 1931, 1932, 1939,

1950, 1961, 1962, 1970, 2011,

2012,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1, 2032, 2033

문화산업
영화산업 방송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도서관, , , ,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 -

표준산업분류

871, 872, 873, 881,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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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학교밖 십대여성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김성경 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론1.

우리 사회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가족해체 경제문제 및 공교육의 약화 등의,

문제는 청소년의 가정이탈과 학교이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밖 및 학교,

밖 청소년1)들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소수가 아닌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년 현재 가출청소년의수는 명으로추정되며 년말 현재 학업2002 303,993 , 2004

중단 청소년의 수는 명이고윤철경 외 또한 년에 아동복지시설40,906 ( , 2005), 2005

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명으로 나타난다 보건복지부671 ( , 2006).

아직 성인지적 접근에 따른 통계는 완전하지 못해 일부 통계만 현재 성별 분

리된 통계로 생산되고 있어 가족밖 십대 여자 청소년과 학교밖 십대 여자 청소,

년의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단지 년 현재 경찰청에 신고접수. 2004

된 가출청소년 세 세의 수는 파악되는데 여자 청소년 명 남자(9 ~20 ) , 9,741 (57.7%),

청소년 명 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이 보다 많이 가출한 것으로 드러7,153 (42.3%)

난다 통계청 이러한 경향성은 미국에서도 동일해 남자 청소년의 가출자( , 2005). ,

보다 여자 청소년의 가출자가 더 많아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의 유형 중,

를 차지하는데 반해 여자 청소년은 가출이 비행의 유형 중 를 차지하5.2% 20.4%

여 여자 청소년들에게 가출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Zaplin, 1998).

가족밖 및 학교밖 청소년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다양한 지, , ,

1) 본 원고에서는 가정밖 학교밖 십대 여성 청소년을 현재 우리나라 정책대상을 적용하여 가출여, ,

성 청소년 학업중단 여성 청소년 시설퇴소 여성 청소년 성매매피해 여자 청소년으로 조작적, , ,

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은 문제 중심의 분류이며 이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복합적. ,

문제를 갖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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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년 월 성매매피해여성에. 2004 10 ‘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 ,

서는 올 월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3 , ․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를 구축하여‘ (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올 월 아동복, 5 ‘

지시설 퇴소 예정 아동 자립지원 확대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밝힌 바 있다( ) ’ .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과거 정책에 비한다면 매우 선진적이며 종합적인 정책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대상의 설정과 접근방식으로 인해 중.

복성과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현행 정책들은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정밖 및 학교 밖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는

십대 여자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부처의 자립지원정책의 현,

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밖 및 학교밖 십대 여자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 성평등적이고 성인지적 접근

의 가능성 및 대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 자립의 영역 및 자립지원정책의 영역2.

청소년 자립의 개념 및 자립의 영역청소년 자립의 개념 및 자립의 영역청소년 자립의 개념 및 자립의 영역청소년 자립의 개념 및 자립의 영역1)1)1)1)

자립생활은 자신에게 편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속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계를 가지는 자기충족적 이고 독립적인 생활(self-sufficient)

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independent living) (Maluccio, 1990).

즉 개별적 독립이라는 의미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상태를ㆍ ㆍ

의미한다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 ,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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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자립기술은 일상생활기술 건강일상생활기술 건강일상생활기술 건강일상생활기술 건강,,,,

관리기술 주택관리 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기술 진로 기술 돈 관리 기술관리기술 주택관리 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기술 진로 기술 돈 관리 기술관리기술 주택관리 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기술 진로 기술 돈 관리 기술관리기술 주택관리 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기술 진로 기술 돈 관리 기술, , , ,, , , ,, , , ,, , , , 등

여섯 가지의 하위기술영역이 포함된다 노충래( , 2001).

에서 개발한 자립생활기술 사정 및 평가도구인Casey Family Program

는 네범주 세 세ACLSA(Ansell-Casey Life Skill Assessment) (8~10 , 11~14 , 15~18

세 세 이상 의 연령별로 발달단계에 따른 생활기술을 측정함으로써 아동 및, 19 )

청소년의 자립기술정도 및 준비지표를 제공하였다(D. Ansell, J. Morse, & K.

에서는 자립생활의 영역을 다음 가지로 나누고 각 영역Nollan, 2001). ACLSA 6

마다 여러 기술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첫째, 일상생활기술일상생활기술일상생활기술일상생활기술은 영양섭취 식단계획 시장보기 식사준비 상차림 주방, , , , ,

청소 가정관리 가정의 안전관리 등이 포함된다, , .

둘째, 주택 교통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주택 교통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주택 교통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주택 교통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 ,, ,, , 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

면서 필요한 주거영역의 기술이다.

셋째, 돈 관리기술돈 관리기술돈 관리기술돈 관리기술은 현재와 미래에 아동이 건전한 재정적 결정을 할 수 있도

록 돕는 기술로써 돈 저축 세금 신용 예산 지출계획 그리고 소비기술이 포함, , , , / ,

된다.

넷째, 자기관리기술자기관리기술자기관리기술자기관리기술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로써 개인위생 건강 술 약물과 담배 그리고 성 이 포함된다, , , , ( ) .性

다섯째, 사회성 발달기술사회성 발달기술사회성 발달기술사회성 발달기술은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로써 개인적 발달 문화인,

식 의사소통 그리고 관계 등이 포함된다, , .

여섯째, 직장 및 학업기술직장 및 학업기술직장 및 학업기술직장 및 학업기술은 아동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성취하고 관심분야의

직업을 추구하는 능력이며 직업계획 취업 결정하기 그리고 공부하기 등이 포, ,

함된다.

자립생활 지원 정책영역 미국의 지원정책자립생활 지원 정책영역 미국의 지원정책자립생활 지원 정책영역 미국의 지원정책자립생활 지원 정책영역 미국의 지원정책2) :2) :2) :2) : 2)2)2)2)

2) 이태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의 자립지원정책의 실제와 방향 정립 미국과의. 2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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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탁보호자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책영역(1) ‘ ’

미국은 년 위탁보호자립에 관한 법률 을1999 ‘ (Foster Care Independenace Act)’

제정하면서 자립프로그램의 명칭을, ‘John H.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으로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Program' , .

연방정부는 위탁보호에서 독립생활로 전환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①

각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한다 연방정부는 이 독립생활프로그램을 위.

한 보조금 총액을 과거에 비해 배로 증액하고 이 보조금은 주로 다음과 같2 ,

은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취업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제공•

대학교 등 진학 준비•

일상생활 훈련•

약물남용 방지•

혼전 임신 방지•

예방적인 건강 활동•

후견인과의 교류 등.•

위탁가정을 떠나는 세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도움을 지원18~21②

한다 이 청소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식비 지원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 재원의.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위탁가정으로부터 막 벗어30% ,

난 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의료보호 제도를 연장18, 19, 20 (Medicaid)

하도록 하고 있다.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 주정부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한③

다 종전 법에서 규정한 바와는 다르게 반드시 세 이상이 될 때만이 아니라. 16

다양한 연령대에서라도 자립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그리고 자,

립을 성취하는 각 단계에 처한 아동에게 또한 주정부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비교 한국아동복지학회 제 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아동복지학회 을 정리. 15 , , pp. 101~126「 」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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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관할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주정부는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규정

하였다.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연방정부.④

의 보건인간서비스부 는 주정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의 성과들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대상 청소년들의,

수혜여부를 추적하는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 이 프로그램. DHHS

을 지키지 않는 주정부에 대한 벌칙 및 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절차를 국

회에 제시하고 또한 보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주정부는 유사한 서비스를 위.

해 마련된 다른 재원들과 공조하여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정부의 자립지원프로그램 테네시주 를 중심으로(2) : (Tennessee)

청소년의 자립생활로의 이행 지원①

테네시주 아동복지과는 발달론적으로 볼 때 적절한 인생기술 을 획(life skills)

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 대하여 그에 대한 사13

정을 행하며 이를 기초로 아동과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자립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는 데에 이용한다 이때 사용할 사정도구로는. Casey-Ansell Life Skill

를 사용한다Assessment .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서비스 제공,②

아동복지과는 청소년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취업기술을 교육시키고 실습을

제공할 회사와 학생을 연결시킴으로써 그의 고용관련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넓힌다 청소년은 이러한 직업훈련 중에는 장학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 .

교습서비스를 행하며 그가 적절한 등급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 외에 특별.

한 학위를 갖고 졸업하거나 교육적으로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활용되는 프

로그램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이 긍정적이며, ,

생산적인 학교경험을 갖게 하는 지방학교 프로그램 등과 연계도 실시한다.

상급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의 진학 지원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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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과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청소년에게 책 등록금 이사비 등, ,

을 제공한다 또한 상급학교 프로그램 중에 있는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

도록 후원자를 연결하며 또한 또래지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관심,

이 있는 학교와 연계를 맺어 이들을 지원한다 또한 테네시학사학위신탁.

의 협조로 가정위탁 청소년이 거주지(Tennessee Baccalaureate System Trust)

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일명 프로그램 상승 재능탐색 학생. TIORS ( - -

지지서비스 등 가지가 혼합된 프로그램 을 통해 가족 중 상급학교에 진학하3 )

는 최초의 학생이 되는 청소년을 지원하게 된다.

후견인 또는 지지적인 성인의 개인적 정서적지지 제공,④

아동복지과는 모든 청소년이 자립에 필요한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필

요로 한다는 이념 아래 후견인 또는 지지적인 성인을 연결하도록 한다, .

세 퇴소청소년에게 재정적 지원 주택지원 상담 고용지원 교육18~21 , , , ,⑤

지원

세에 해당하여 위탁가정을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그 지역18~21

의 자립준비프로그램을 먼저 제공받도록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거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독립 아파트 또는 하숙•

지도 및 감독을 제공하는 아파트•

어른이 있든 없든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하는 가정•

어른 또는 또래가 방을 같이 쓰는 아파트•

독립적인 생활 기술을 제공하도록 꾸며진 특별 위탁가정•

인의 성인과 다수의 퇴소 청소년이 사용하는 가정1•

과도기적인 공동생활가정•

쉼터•

보조금이 지급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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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자 청소년 자립지원정책 요소(3)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법부에서 성매매 여자 청소년이 탈성매매에서 벗어나,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COCJP, 1991).

서비스 지원outreach•

긴급전화서비스 지원•

생애전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쉼터 지원•

상담서비스 지원•

약물치료기관 설치•

자립생활준비프로그램 제공•

직업교육 및 훈련 지원•

교육지원•

건강교육 지원•

자기보호프로그램 지원•

한편 미국 청소년사법부,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에서는 비행 여성 청소년이 탈비행하여 사회적응하고 자립Prevention : OJJDP)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 성인지적 서비스‘ (Comprehensive

가 성공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미Gender-specific Service)’ (

국 청소년사법부, www.ojjdp.ncjrs.org).

성인모델이 될 수 있는 전문가팀•

성인지 프로그램으로 훈련된 인력•

발견 및 접근서비스•

교육지원 학교교육 지원 및 십대여성의 일상생활기술 지원 성교육 등: ,•

사회적 기술 지원 십대 여성 청소년이 강점과 사회적 기술 학습 지원:•

자기보호기술 자기주장기술 자아존중감증진 임파워먼트 훈련 등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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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으로서 긍정적 발달 지원•

문제해결 기술 인간관계 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여성의식- , , ,

에 예민하기 등 지원 강점 및 잠재력 발견(womanhood) ,

관계형성 기술 지원•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가족밖 학교밖 십대여성 자립지원정책의 실태3. ,

우리나라에서 가족밖 학교밖 십대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가청소년,

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이 관여하고 있다, , , ,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자립지원정책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자립지원정책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자립지원정책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자립지원정책1)1)1)1)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가정밖 및 학교밖 십대 여자 청소년의 자립지원정책의

대상은 가출 여성 청소년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가출 여성 청소년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가출 여성 청소년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가출 여성 청소년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자.

립지원정책은 년 월부터 시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2006 3 ‘ ․
강화 기본계획에 따르며 다음 그림 과 같은 체계도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 < -1> .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

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를 구축(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net)”

한 종합지원정책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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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정책 체계도< -1>

여성 가출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정책(1)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다음 그림 와 같은 지< -2>

원체계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즉 가출청소년 자립지원정책은. 상담서비스 보상담서비스 보상담서비스 보상담서비스 보,,,,

호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와 학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호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와 학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호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와 학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호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와 학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 이 주요 정책이다.

그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가출청소년 지원연계 체계도< -2> 3)

3) 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강화 기본계획: , 2006, .｢ ․ ｣

가

정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일반학교 / 대안학교 지원

직업교육지원

상담서비스 주거보호서비스

대안학교

직업교육

(폴리텍대학 / 학원)

학

교

가출

학업중단

가

정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일반학교 / 대안학교 지원

직업교육지원

상담서비스 주거보호서비스

대안학교

직업교육

(폴리텍대학 / 학원)

학

교

가출

학업중단

서비스 기관 종류서비스 기관 종류서비스 기관 종류서비스 기관 종류
심리상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학업지원 교육청 대안학교: , ,․
검정고시지원 등

진로취업지원 직업전문학교: ,․
고용안정센터 취업정보센터 등,

의료 건강 병원 국립의료원, : , ,․
보건소 정신의료지원단 등,

가출 관련가출 관련가출 관련가출 관련 CYS-netCYS-netCYS-netCYS-net

발견,
연계

학업
지원

여가 및
문화

진로취
업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청소년

보호
서비스

의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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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서비스는 개 시도에 설치 운영중인 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시도 청16 ․ ․
소년상담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청소년상담활동과 함께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자활 치료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또한 개 시, , , 121 ․
군구에 설치 운영중인 청소년상담센터를 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초․
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서비스는 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출청소년에게 안

전한 보호환경을 제공하고 당면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전문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위기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

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년 현재 전국에 청소년쉼터는 개. 2005 3

일시쉼터 시간미만 개 단기쉼터 개월 이하 개 중장기쉼터 등 총 개(24 ), 33 (6 ), 12 43

소4)가 있다 이 중 여자청소년만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쉼터는 총 개소 남자. 21 ,

청소년만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쉼터 개소 남녀청소년 모두를 서비스대상으로12 ,

하는 쉼터 개소이다 청소년위원회10 ( , 2005).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전문학교 고용안정센터 취업정보센터 등 노동부에서, ,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학업지원서비스는 대안학교 등 교육인적자원부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검정고시학원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여성 가출청소년 자립지원정책은 여자 청소년을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쉼터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그 외 남녀 동일하게 지원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학

업지원서비스로 볼 수 있다.

여성 학업중단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정책(2)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다음 그림 과 같은< -3>

지원체계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학업중단 청소년의 명단을 제공 받

거나 학업중단 청소년 본인의 요청을 받아 적절한 상담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

4) 개소 중 수원청소년쉼터일시단기중장기 하라쉼터일시중장기 안산자유세대청소년쉼터43 ( / / ), ( / ),

단기 중장기 목련청소년쉼터일시중장기 등 개 청소년쉼터가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 /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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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대안학교나 직업훈련 학교에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

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은 상담서비스 취업지원서비상담서비스 취업지원서비상담서비스 취업지원서비상담서비스 취업지원서비,,,,

스와 학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스와 학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스와 학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스와 학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이며 세 유형의 서비스의 제공기관은 가출청,

소년 지원기관과 동일하다.

여성 학업중단청소년의 자립지원정책은 특별히 없으며 모두 남녀 동일하게,

지원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학업지원서비스이다.

그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연계 체계도< -3> 5)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정책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정책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정책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정책2)2)2)2)

보건복지부의 가정밖 및 학교밖 십대 여자 청소년의 자립지원정책의 대상은

시설퇴소 여성 청소년시설퇴소 여성 청소년시설퇴소 여성 청소년시설퇴소 여성 청소년이며 주요 정책은 년 월부터 시행하는 아동복지시, 2006 5 ‘

설 퇴소 예정 아동 자립지원 확대 추진대책이다 이 정책은 건설교통부 교육인( ) ’ . ,

적자원부와 협동하여 다음 그림 와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정< -4> ,

리하면 퇴소아동 주거지원 확대 대학진학 및 학자금 지원 확대 자립지원서비, ,

5) 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강화 기본계획: , 2006, .｢ ․ ｣

발견
서비스

학업
지원

여가 및
문화

진로취
업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 기관 종류서비스 기관 종류서비스 기관 종류서비스 기관 종류

심리상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학업지원 교육청 대안학교 검: , ,․
정고시지원 등

진로취업지원 직업전문학교 고: ,․
용안정센터 취업정보센터 등,

여가 및 문화 청소년수련관 등:․
발견기관 학교 교육청 등: ,․

청소년

학업중단 관련학업중단 관련학업중단 관련학업중단 관련

CYS-netCYS-netCYS-netCY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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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강화 자립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및 의료급여 지원 시, , ,

설 내 자립준비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보건복지부( , 2006).

보건복지부의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설퇴소 여성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은 여자.

청소년을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센터에서의 보호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

는 남녀 동일하게 지원된다.

그림 보건복지부의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정책 체계도< -4>

퇴소아동 주거지원 확대(1)

퇴소아동의 영구임대주택 및 그룹홈 입주자격 부여 건교부( )①

전세자금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퇴소아동 포함 건교부( )②

대학진학 시설아동 기숙사 배정 우대 교육부( )③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보건복지부( ) ( )④

자립 생활관 이용기간 최대 년에서 년으로 변경 세 세까지- 3 5 : 24 25→

기존 아동복지시설 중 시설유휴 공간이 있는 경우 지역의 퇴소아동수를-

가

정

아동양육시설 /

그룹홈

주거보호서비스

자립준비프로그램

자립지원센터

자립생활관

임대주택/독립거주

성인그룹홈

대학기숙사

자립청착금 지원

학자금지원

의료급여지원

가정없음 시설퇴소
가

정

아동양육시설 /

그룹홈

주거보호서비스

자립준비프로그램

자립지원센터

자립생활관

임대주택/독립거주

성인그룹홈

대학기숙사

의료급여지원

가정없음
가

정

아동양육시설 /

그룹홈

주거보호서비스

자립준비프로그램

자립지원센터

자립생활관

임대주택/독립거주

성인그룹홈

대학기숙사

자립청착금 지원

학자금지원

의료급여지원

가정없음
가

정

아동양육시설 /

그룹홈

주거보호서비스

자립준비프로그램

자립지원센터

자립생활관

임대주택/독립거주

성인그룹홈

대학기숙사

의료급여지원

가정없음
가

정

아동양육시설 /

그룹홈

주거보호서비스

자립준비프로그램

자립지원센터

자립생활관

임대주택/독립거주

성인그룹홈

대학기숙사

자립청착금 지원

학자금지원

의료급여지원

가정없음 시설퇴소
가

정

아동양육시설 /

그룹홈

주거보호서비스

자립준비프로그램

자립지원센터

자립생활관

임대주택/독립거주

성인그룹홈

대학기숙사

의료급여지원

가정없음
가

정

아동양육시설 /

그룹홈

주거보호서비스

자립준비프로그램

자립지원센터

자립생활관

임대주택/독립거주

성인그룹홈

대학기숙사

자립청착금 지원

학자금지원

의료급여지원

가정없음
가

정

아동양육시설 /

그룹홈

주거보호서비스

자립준비프로그램

자립지원센터

자립생활관

임대주택/독립거주

성인그룹홈

대학기숙사

의료급여지원

가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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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 자립생활관을 추가 운영

자립생활관 운영을 단순 숙식제공에서 취업상담지원 및 생활지도 프로- ․
그램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추가 명 배치(1 3 )→

대학진학 및 학자금 지원 확대(2)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소년 소녀가장 등에 대한 대학입학 지원 확대교육부, ( )① ㆍ

각 대학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교육부( )②

시설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포함 대학 학자금 지원 확대교육부( ) ( )③

자립지원센터 운영 확대 및 효과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3) ( )

자립지원센터 개소 의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및 인력을 확충 명 하(16 ) (1 2 )① →

고 서울경기지역 등 수요집중지역 중점지원, ․
자립지원센터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대상자 확대②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③

연계협력체계 구축 강화 지방노동사무소 취업알선센터 사회복지관: , , ,․
직업훈련원 아동직업훈련시설 종교단체 기업체 각종 사회단체 등과 연, , , ,

계

자립지원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4) ( )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아동복지법에①

신설 추진

주거 취업 학자금 생활지원 및 상담 정서지지 후원 등 사후관리 자립: , , , , ,

지원사업 추진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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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복지부 지자체 및 의료급여 지원 추진 복지부(5) ( , ) ( )

자립정착금 지원금액 증액 추진 지자체( )①

자립정착금 지원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지자체( , )②

퇴소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퇴소 시 일시지급 또는 일정기간:

내 단계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퇴소아동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선

퇴소아동에게 일정기간 동안 의료급여 지원 검토③

시설보호기간 동안 실질적인 자립준비대책 추진 복지부(6) ( )

시설에 있는 동안 아동 발달단계별 초중고 및 아동 특성에 따른 자, ( )① ․ ․
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보건복지부 지자체 시설( , , )

아동복지시설 개소 에 자립지원 전문인력 인을 배치하여 아동입소부(277 ) 1②

터 퇴소하여 자립 시까지 자립전담 지원 및 사후관리 아동복지법시행령, :

개정 추진

시설아동 및 퇴소아동에 대한 인 기술 갖기 운동 전개 및 지역사회1 1 1:1③

인사 등의 결연을 통해 상담정서지지 및 후원 추진․
그림 보건복지부의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시스템< -5> 6)

6)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아동 자립지원 확대 추진대책: , 2006, ( )｢ ｣

ꊲ 대학 진학 및
학자금 지원 확대교육부( )

주거 지원 확대ꊱ
건교부( )

시설퇴소 아동시설퇴소 아동시설퇴소 아동시설퇴소 아동

실질적인 자립지원실질적인 자립지원실질적인 자립지원실질적인 자립지원

취업상담 등ꊳ ․
자립지원서비스
강화 복지부( )

자립지원 법적ꊴ
근거마련복지부( )

ꊶ 시설내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복지부( )

ꊵ 자립정착금 및
의료급여 지원확대
지자체 복지부( , )

시설퇴소 및 대학진학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43 -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정책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정책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정책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정책3)3)3)3)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가정밖 십대 여자 청소년 관련 자립지원정책의 대상은,

성매매피해 여자 청소년성매매피해 여자 청소년성매매피해 여자 청소년성매매피해 여자 청소년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 그림 과 같이 성매매피해자, < -6>

지원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성폭력 피해, , ,

여성 신용회복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 2006).

그림 여성가족부의 성매매피해 여성청소년의 자립정책 체계도< -6>

성매매피해 여성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1)

성매매피해 여성 청소년 지원시설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 청소년( ㆍ

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이 있다 그 중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 , .

여성의 종합적인 직업재활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과 공동작업장 등 사회적 일자

리를 지원하는 시설이며 그 외 일반 청소년지원시설과 그룹홈은 성매매피해, ㆍ

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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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보호시설이다.

표 성매매피해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1> 7)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2)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 법률의료 지원, ․
등을 통해 감금성매매강요 등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등에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상담기관으로 년 월2005 12․
현재 총 개소가 있다29 .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사업 실시(3)

성매매업소 집결지 자활지원사업①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여성의 사회복

귀와 나아가 집결지 정비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년 월 현재 전국2005 12 9

개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사업으로는 위주의 상담활동과 제반 질병 및 심리치료 등 지원하Out-reach

며 탈업소의 장해요인 해결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진학 포함 등을 통한 취업, , ( )

7) 자료 여성가족부 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2006, 2006｢ ｣

시 설 별 시설수 대 상 보호기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 /

청소년지원시설)

38 성매매피해 여성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년 월1 (+6 )

※ 청소년은

세에까지19

그룹홈 4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으로 지원시설의,

장으로부터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

되는 자 입소 개월 경과자( 3 )

일반지원시설

준용 최장 년, 2

자활지원센터 2 탈성매매여성 및 성매매피해여성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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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과정 지원하며 수입활동 중단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원 지원 종료와 동, ,

시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에 연계 유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②

직업훈련 이수 등으로 자활의지가 검증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으로 자립을 지원한다 사회연대은행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인 천만원 이내 지원되며 융자금은 년 거치 년 상환 조건이고 총 년 동1 3 , 1 3 , 4

안 사용할 수 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복권기금(4) ( )․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 복

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불금 등 채무.

문제 법적 해결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 ,․
한 직업훈련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한다.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및 취업안내센터 운영(5)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

위원회가 년 월 일 탈성매매여성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2005 3 16 ｢ ｣
하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업안내센.

터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인적부의 자립지원정책교육인적부의 자립지원정책교육인적부의 자립지원정책교육인적부의 자립지원정책4)4)4)4)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밖 가정밖 십대 여자 청소년 관련 자립지원정책의 대,

상은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업중단 여성 청소년학업중단 여성 청소년학업중단 여성 청소년학업중단 여성 청소년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에서는 이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안학교는 획일화되고 경쟁적인 한국의 공교육 현실을 타파하고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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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나 특성을 배려하는 전인적 교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이다.

이러한 대안학교의 가치와 효용을 인정하고 이를 공교육체계로 수용하고자 하

는 것이 대안학교 제도화의 목적이다 윤철경 외( , 2005).

대안학교는 년 월 현재 전국 개 대안학교중학교 교 고등학교 교2005 6 25 ( 6 , 19 )

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대안학교의 유형은 특성화학교 위탁형 학교, , ,

미인가 도시형 대안학교로 분류할 수 있다 년 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2005 3

의해 그리고 년 월부터 시행된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따, 2006 3 ·

라 대안학교가 각종 학교로 법제화됨에 따라 대안교육활동은 공적 지원과 보, ‘ ’

호를 받게 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고교뿐 아니라 초등 대안학교도 시도 교. ·

육청의 인가를 받은 뒤 국가로부터 제도권 학교와 같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의 자립지원정책노동부의 자립지원정책노동부의 자립지원정책노동부의 자립지원정책5)5)5)5)

노동부의 자립지원정책의 대상은 학교밖 가정밖 십대 여자 청소년에 국한하,

지는 않으며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모든 취업희망 청소년이다 따라서, . 직업직업직업직업

훈련을 받기 원하는 가출 학업중단 시설퇴소 성매매피해 여성 청소년훈련을 받기 원하는 가출 학업중단 시설퇴소 성매매피해 여성 청소년훈련을 받기 원하는 가출 학업중단 시설퇴소 성매매피해 여성 청소년훈련을 받기 원하는 가출 학업중단 시설퇴소 성매매피해 여성 청소년････ ････ ････ 이 모

두 그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교육사업을 제공하고 있.

으며 고용안정센터의 청소년취업지원관 사업 청소년워크넷 사업 등을 운영하, ,

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교육사업(1)

노동부는 년 월 공공직업훈련을 전담해 온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총2006 2

개 기관을 개 지역거점대학 개 특성화 대학으로 통합하여 개 한국폴리45 7 , 4 , 11 「

텍대학 으로 개편하였다 기존의 년제 학위과정을 담당하던 기능대학과 년제. 2 1」

기능사 양성이 주업무였던 직업전문학교를 권역별로 통 폐합하여 대형화하고·

지역분권화해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훈련사업 대상을 다양화하였다 아울.

러 주문식 훈련과정을 강화하여 국내 유일의 직업종합교육 훈련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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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개의 폴리텍대학은 개의 특성화대학 여자 바이오 항공 섬유패션 과. 11 4 ( , , , )

권역별로 한국폴리텍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제주 대구 경북~ ( , / , , , / , / ,Ⅰ Ⅶ

부산 경남 울산 대학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직업전문학교를 개 지역캠퍼스로/ / ) 19

명칭을 변경하여 중심대학장이 지역대학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노동부( ,

www.molab.go.kr)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은 과거의 직업전문학교의 과정이며 이,

중 기능사양성훈련과정은 지원대상이 만 세 이상의 취업희망 청소년이며 훈‘ ’ 15 ,

련기간은 주간 년 과정이다 지원내용은 훈련과정 연수생에게 교육비 실습재1 . ,

료비 식비 및 기숙사시설이 무료로 지원되며 우선선정 직종의 경우 월 만원의, 5

교통비 통학생에 한함 와 월 만원의 훈련수당 위탁학생의 경우 만원의 훈( ) 20 , 10

련비수당이 제공된다 한국폴리텍대학( , www.kopo.ac.kr).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중 한국폴리텍여자대학 전 안성여자기능대학 은 여성( )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다기능기술자 를 양성하는 교육관(technician)

계법상의 전문대학이며 년제 학위과정으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산업학사학위2

를 수여한다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능 성적과 학생부성적으로 선발한다 그리고 전.

공학과는 나노측정 모델링 디지털디자인 인터넷미디어 귀금속공예CAD&ㆍ ㆍ ㆍ ㆍ

패션디자인 등 개학과가 있다6 .ㆍ

고용안정센터의 청소년취업관 사업(2)

고용안정센터의 청소년취업지원관 사업은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탐색에 도움을 제공하고 실제 취업을 준비해야하는 청년층의 취업기술 향

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 ,

로 제공된다.

청소년취업지원관에서는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향상을 위한 진로상담 직업심,

리검사 직업적성 흥미검사 등 무료 실시 및 상담 클릭 취업 속으로 단기 취업( , ) , ' (

향상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집단상담프로그램)' , , (C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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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Career Asistance Program) .

년 현재 전국 고용안정센터에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2005 34 .

노동부의 청소년워크넷 사업(3)

노동부의 청소년워크넷 사업은 청소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포탈서비스이다 청소년워크넷은 년 월부터 개설되어 운영되On-line . 2005 7

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및 청년 등으로 나눠 일자리 정보, , , ,

를 지역별직종별연령별 등 상세한 일자리 정보를 알기 쉽게 게재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및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근로 관련 기본적 법령을

안내하며 전문 진로상담교사로 하여금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상담에 대해 사이,

버 상으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http://youth.work.go.kr).

가족 학교밖 십대여성을 위한 자립지원정책 유지 및 개선방안4. ,

가정과 학교에서 이탈한 십대 여자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

가려면 이들이 다시 가정 및 학교의 차적인 안전망으로 돌아가서 귀가 또는 복, 1 (

학 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과정을 밟아나가든가 아니면 가정과 학교의 안전망) ,

없어도 다른 보호체계를 통해 자립생활을 도모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최근 귀가나 복학할 수 없는 하지 않는, ( )

십대 여자 청소년들을 일탈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접‘ ’

근하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올해 수립한 정책은 과거에 비해.

선진적인 부처 합동의 종합적인 정책들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단지 개.

선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면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정책,

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인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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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자립지원정책의 확립종합적 자립지원정책의 확립종합적 자립지원정책의 확립종합적 자립지원정책의 확립1)1)1)1)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가족 학교밖 십대여성을 위한 자립지원정책,

에 최소한 다음 영역들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최소 영.

역으로 서비스대상별로 완전히 차별화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필요한 영역 예를, (

들어 법률서비스 지원 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첫째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첫째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첫째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첫째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둘째 상급교육기관의 진학 지원둘째 상급교육기관의 진학 지원둘째 상급교육기관의 진학 지원둘째 상급교육기관의 진학 지원,,,,

셋째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초의 주거비전세금 등 지원셋째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초의 주거비전세금 등 지원셋째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초의 주거비전세금 등 지원셋째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초의 주거비전세금 등 지원, ( ), ( ), ( ), ( )

넷째 자립기술 훈련 프로그램 지원넷째 자립기술 훈련 프로그램 지원넷째 자립기술 훈련 프로그램 지원넷째 자립기술 훈련 프로그램 지원,,,,

다섯째 의료서비스 지원다섯째 의료서비스 지원다섯째 의료서비스 지원다섯째 의료서비스 지원,,,,

여섯째 자립이전 생활시설에서 성인지적 프로그램 실시여섯째 자립이전 생활시설에서 성인지적 프로그램 실시여섯째 자립이전 생활시설에서 성인지적 프로그램 실시여섯째 자립이전 생활시설에서 성인지적 프로그램 실시,,,,

일곱째 자립이전 생활시설의 자립 후 사후관리 년일곱째 자립이전 생활시설의 자립 후 사후관리 년일곱째 자립이전 생활시설의 자립 후 사후관리 년일곱째 자립이전 생활시설의 자립 후 사후관리 년, (1 ), (1 ), (1 ), (1 )

여덟째 지역사회에서 멘터 지정 및 교류 지원여덟째 지역사회에서 멘터 지정 및 교류 지원여덟째 지역사회에서 멘터 지정 및 교류 지원여덟째 지역사회에서 멘터 지정 및 교류 지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평가 유지정책 수립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평가 유지정책 수립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평가 유지정책 수립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평가 유지정책 수립2) , ,2) , ,2) , ,2) , ,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호시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호시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호시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호시, ,, ,, ,, ,

설들 즉 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그룹홈 등에 대해설들 즉 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그룹홈 등에 대해설들 즉 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그룹홈 등에 대해설들 즉 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그룹홈 등에 대해, , , ,, , , ,, , , ,, , , ,

정부는 계속 지원하고 평가하며 유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정부는 계속 지원하고 평가하며 유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정부는 계속 지원하고 평가하며 유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정부는 계속 지원하고 평가하며 유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 ., , ., , ., , .

이 시설들은 모두 설립 초기시설들이며 서비스대상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

인으로 양육하고 자립생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별화와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들이다 이 시설들에 대해 계량적인 평가 예를 들어 보호청소년의 수 로는. ( , )

그 사회적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시설들의 중요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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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과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평가를 하고 유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자립준비프로그램 지원정책 확대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자립준비프로그램 지원정책 확대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자립준비프로그램 지원정책 확대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자립준비프로그램 지원정책 확대3)3)3)3)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은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은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은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은, , , ,, , , ,, , , ,, , , ,

그동안 부족했던 자립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느라 보호시설 및 상담그동안 부족했던 자립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느라 보호시설 및 상담그동안 부족했던 자립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느라 보호시설 및 상담그동안 부족했던 자립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느라 보호시설 및 상담

소 설립 에 집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들 시설 및 상담소에서 수소 설립 에 집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들 시설 및 상담소에서 수소 설립 에 집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들 시설 및 상담소에서 수소 설립 에 집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들 시설 및 상담소에서 수(hardware) ,(hardware) ,(hardware) ,(hardware) ,

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sofrware) .(sofrware) .(sofrware) .(sofrware) .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기를 이행하는 과정 이고 대부분 청소년(transition) ,

들은 가정과 학교의 지원 아래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수행되지만 가족밖 학교, ,

밖 십대여성들은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해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보호시설과 상.

담소에서는 자립준비프로그램 이 수‘ (transitional independent living program)’

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에 대.

해 아동 발달단계별 초중고 및 아동 특성에 따른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 ․
을 확대하는 정책을 올해 수립한 것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타 부처의 보호시,

설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취약 십대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확대노동부의 취약 십대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확대노동부의 취약 십대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확대노동부의 취약 십대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확대4) (YES)4) (YES)4) (YES)4) (YES)

가정밖 학교밖 십대여성들과 같은 취약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노동부는가정밖 학교밖 십대여성들과 같은 취약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노동부는가정밖 학교밖 십대여성들과 같은 취약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노동부는가정밖 학교밖 십대여성들과 같은 취약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노동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YES: Youth‘ (YES: Youth‘ (YES: Youth‘ (YES: Youth

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Employment Service)’ .Employment Service)’ .Employment Service)’ .Employment Service)’ .

현재 우리사회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 체계적인 직업지도직업교육 부족 노동, · ,

시장 인프라 취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랜 취업소요기간 개월 등 구조적(11 )

요인으로 청년실업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부 이러한 현실에(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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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정밖 학교밖 십대여성들과 같은 취약 여성 청소년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일자리 경험이 부족하므로 계획 없이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자립에 실패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에 따라 단계 경력준비단. (YES) 1 (

계 개월 단계 경력개발단계 최대 년 단계사후관리단계 개월 등을 통, 3 ), 2 ( , 1 ), 3 ( , 3 )

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의 적극적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

성인지적 프로그램 지원정책 수립성인지적 프로그램 지원정책 수립성인지적 프로그램 지원정책 수립성인지적 프로그램 지원정책 수립5)5)5)5)

가정밖 학교밖 십대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보호시설을 성별로 분리한 것가정밖 학교밖 십대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보호시설을 성별로 분리한 것가정밖 학교밖 십대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보호시설을 성별로 분리한 것가정밖 학교밖 십대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보호시설을 성별로 분리한 것,,,,

청소년쉼터 그룹홈 자립생활관 등과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정책 외에는 성청소년쉼터 그룹홈 자립생활관 등과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정책 외에는 성청소년쉼터 그룹홈 자립생활관 등과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정책 외에는 성청소년쉼터 그룹홈 자립생활관 등과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정책 외에는 성( , , )( , , )( , , )( , , )

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성중립적인 정책을 수립해 왔다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성중립적인 정책을 수립해 왔다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성중립적인 정책을 수립해 왔다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성중립적인 정책을 수립해 왔다(gender-neutral) .(gender-neutral) .(gender-neutral) .(gender-neutral) .

자립의 목표가 사회적응이라면 앞으로 개별 십대여성들의 상황과 필요를 잘자립의 목표가 사회적응이라면 앞으로 개별 십대여성들의 상황과 필요를 잘자립의 목표가 사회적응이라면 앞으로 개별 십대여성들의 상황과 필요를 잘자립의 목표가 사회적응이라면 앞으로 개별 십대여성들의 상황과 필요를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반영하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반영하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반영하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

현재 성매매피해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 상담소에서 여성주의상담이 이뤄지

고 있으나 아직 성인지적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정밖 학교밖 십대여성들이 십대 남자 청소년에 비해, ,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의 경험률이 매우 높으며 여자 청소년 집단,

의 비행의 재범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가정에서의 학대로 나타나

고 있다 유성경 이소래(Funk, 1999 ; Chesney-Lind, 1989 ; , , 2001).

따라서 성인지적 프로그램 즉 여성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성과는 다르게, ‘

경험하는 발달과정을 고려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

도록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며 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태도를 바꾸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윤옥경’ ( ,

미국 청소년사법부 의 여성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성인지서비스2002). (OJJDP) ‘

과 같은 선행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프(Comprehensive Gender-specific Service)’

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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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정책 수립전문인력 양성정책 수립전문인력 양성정책 수립전문인력 양성정책 수립6)6)6)6)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는 자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는 자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는 자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는 자, , , ,, , , ,, , , ,, , , ,

립지원정책에 전문인력 양성 관련 내용이 미흡한데 앞으로 전문인력을 사회립지원정책에 전문인력 양성 관련 내용이 미흡한데 앞으로 전문인력을 사회립지원정책에 전문인력 양성 관련 내용이 미흡한데 앞으로 전문인력을 사회립지원정책에 전문인력 양성 관련 내용이 미흡한데 앞으로 전문인력을 사회,,,,

복지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성매매방지 상담원 등과 같은 자격 외에 훈복지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성매매방지 상담원 등과 같은 자격 외에 훈복지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성매매방지 상담원 등과 같은 자격 외에 훈복지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성매매방지 상담원 등과 같은 자격 외에 훈, , ,, , ,, , ,, , ,

련 양성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기준으로 한 전련 양성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기준으로 한 전련 양성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기준으로 한 전련 양성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기준으로 한 전,,,,

문인력 자격기준과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문인력 자격기준과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문인력 자격기준과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문인력 자격기준과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윤철경 외 는 선 선발 후 연수나 선 연수 후 선발안을 검토하되 연(2005) - -① ②

수과정은 관련자격증 소지자와 임상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의 트랙

으로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관련 부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법령에 전문인력의 자격 뿐 아니라 연수과정에 대한 내용 및 연.

수과정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 실질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정책이 포함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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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들에게 다가서는 다양한 접근

거리상담을 중심으로- -

최자은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

십대 가출과 거리상담1.

가출은 청소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이슈이다 이는 우.

리 사회가 십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일차적인 환경은 가정이며 어떠,

한 이유로든 그 녀들이 가정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문제적 상황이자 동시에 보/

다 더 심각한 차 비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따라서 가출이 모든2 ,

청소년 문제의 출발점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러 연구조사에.

서 십대들의 이상이 가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이들의 가2/3 ,

출이 점차적으로 습관적이면서 만성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

하고 있다 거리상담보고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내용이 보고되면서 십(2004 , )

대 가출에 대한 접근방법은 조금씩 예방과 위기개입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십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리상담은 이러한 십대 가출에 대한‘ ’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가출한 십대들은 매우 심한 위기에 처하지 않고는 도.

움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지원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

존의 소극적인 기다리는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그 녀들을 찾아가( ) /

는 방법이 필요하며이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 (outreach

을 활용하고 있다program) .

아웃리치프로그램은 서비스 기관의 실무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기관이 아닌 현장 즉 길거리로 나,

가서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내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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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외 는 아. James (2001)

웃리치 프로그램을 위기인구층 찾아가기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 ,

오기 싫어하거나 서비스를 찾지 않는 십대에게 위기개입서비스를 가져다주는

좋은 전략으로 소개한다 특히 가출한 십대들의 경우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예상.

치 못한 어려움을 혼자 겪기보다는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더

나은 조건의 생활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김향초( , 2005).

우리나라에 주로 알려진 가출청소년 대상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모델은 미

국 보스톤의 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동진료‘Bridge over Troubled Water. Inc'

차량을 운행하면서 거리를 배회하는 십대들에게 건강관리 위기상담 생존을 위, ,

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는 가출청소년 부랑인 임신한 십대. Intrater(1991) , ,

및 십대의 부모를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일리노이즈주의 네온거리센터

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매매 성적 정체감 약물남용(Neon Street Center) , , , , HIV

감염 십대 임신 갱 등과 관련된 위기를 감소 음식 거주지 건강보호 교육 구, , , , , , ,

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인영( , 2001).

우리나라 거리상담의 실시배경 및 현황2.

김향초 는 우리나라의 거리상담이 크게 가지 영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2005) 2

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 중심의 길거리 선도보호활동이다 거리를 배회하는 십. ‘ ’ .

대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 및 관공서의 공무원 지역,

사회 주민들이 유흥가 번화가 공원 역 등의 우범지역 또는 유해환경지역을 순, , ,

찰해서 십대들을 발견하면 시간 이내에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부모24

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시설 등으로 의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활동은 십대들이 무조건 귀가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

고 그 녀들이 왜 집을 나왔는지 귀가보다 더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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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십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쉼터가 중심이 된 민간차원의 거리상담이다 쉼터에 대한.

홍보부족과 가출청소년의 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쉼터로 찾아오는 십

대들이 많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실상 쉼터 서비스를 홍보하는 취지 하

에 시작되었는데 년부터 서울 청소년쉼터를 비롯한 일부 쉼터 실무, 1997 YMCA

자들이 주로 방학 중에 십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로 직접 나가서 주변을 배

회하는 십대들을 만나 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입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발

견될 경우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

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민간기관 자체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거리

상담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프로그램 컨텐츠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년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브2001 ‘ ’ “

릿지프로젝트 를 마련하여 거리상담프로그램을 체계화 정례화(Bridge Project)” ,

하기 시작했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는 거리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

었던 기존의 쉼터와 파트너십을 형성 예산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동할 거리상,

담가들을 양성하였다 개월 동안 동절기인 월 월은 날씨의 영향으로 미실시. 9 ( 1 ~3 )

보라매공원 여의도 동대문 쇼핑지역과 같은 십대 밀집지역에서 매주 회 밤, , 2 ,

시부터 새벽 시까지 심야거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명의 거10 2 . 20~30

리상담 활동가들이 상담 성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홍보물품 수첩 정보제공용, , ( ,

소책자 전화카드 등 및 먹거리 등을 십대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십대들, )

을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십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후 브릿지프로젝트 는 공공민간기관들의 거리상. “ ” ․
담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브릿지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년째인 올 한 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이루5 ,

어지고 있는 거리상담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서울 청소년쉼터 노. YMCA ,

원구청소년쉼터 이상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지원 금천청( ),

소년쉼터 구로청소년쉼터 신림청소년쉼터 이상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지원( ), ( )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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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의도 동대문 보라매공원 노원역 등에서 주 회의 야간거리상담을 실시, , , 1~2

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다 또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브릿지프로. ‘

젝트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이동의료지원사업을 보완’ ,

년부터 응급처치 및 투약 건강검진 등을 제공했고 청소년담당관에서는2004 , ,

년에 대형버스를 활용 주 일 지역별로 순환 운행하는 이동거리상담을 시작2005 , 5

하는 등 거리상담의 규모 형식 내용 등이 급격하게 성장 확대되었다 아래 표, , , .

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리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1).

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리상담 운영내용< -1>

1) 단 이 내용은 각 기관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년 현재 내용과 다소 차2006

이가 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자료는 년 브릿지프로젝트 운영계획 이동청소년쉼. 2006 , 2005

터 사업보고서서울시립이동청소년쉼터 거리상담 보고서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임( ), 2004 ( ) .

구분 운영목적목표․ 운영

장소
운영횟수 주요프로그램

서울

YMCA

청소년

쉼터2)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정보와 위기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가출충동을 가진 청소년에게 전문상담을 제공

하여 가출을 예방함.

성인들에게 청소년이 관심 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리는 인식전환의 기회를 제공함

여의도

/

동대문

월 월4 ~12

주 회( 2 )

상담 성 진로 신용- ( , , ,

아르바이트 정신건강, )

교육 성 아르바이트- ( , ,

의사소통 응급처치 음주, , ,

쉼터)

홍보활동-

먹거리 제공 이벤트- ,

노원구

청소년

쉼터

가출 배회 잠재적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

거리상담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주체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

록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 및 가출예방을 도모

함

노원역
월 월4 ~12

주 회( 1 )

상담 진로탐색 성격유형- ( ,

등)

교육 바디이미지 성역할- ( , ,

정신건강 진로, )

홍보활동-

먹거리 제공 이벤트 등- ,

신림

청소년

쉼터

가출청소년 위기개입상담을 실시하고 이들을

가정복귀 또는 시설로 의뢰함.

가출예방교육 및 성 약물 아르바이트 교육을, ,

실시함

여의도
방학 중

매일( )

상담 가출 가족 성- ( , , ,

약물 진로 취업 등, , )

홍보활동-

먹거리 및 의약품 제공-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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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 외에 수도권을 비롯하여 청소년 쉼터가 소재해 있는 지역 중심으로

거리상담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데 일례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는 사,

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올해 월 전국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거리상담3

사업을 공모 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동거리상담 및 해변거리상담으로 나누, 10 .

어 각각 개 기관이 월부터 월까지 해당 지역사회에서 주 회 이상의 거리상5 5 10 1

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는 관내 지역사회 십.

대 주로 하교 중인 학생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에( ) ,

햇살 맑은 날에라는 거리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청소년‘ ’ ,

쉼터 운영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거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 외에 얼마 전 한 인기가수가 종교기관.

과 함께 오는 월부터 소형버스를 활용한 거리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홈페이6

지에 버스의 명칭을 공모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운,

영이 시작되면 거리상담이 일시적이나마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개인( )

적으로 흥미를 가져보기도 한다.

2) 동대문지역에서는 브릿지프로젝트의 이동의료지원팀과 함께 거리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담‘ ’

및 교육프로그램 외에 의료지원프로그램을 십대들에게 연계하고 있다.

금천

청소년

쉼터

지역사회 조정자로서 청소년들의 서비스 참여

를 유도하고 개인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제반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중심의 실질

적 기관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함,

가출청소년 수용 및 가정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함

신촌 월 월5 ~11

상담-

청소년의식조사 성 진로- ( ,

등)

홍보활동-

간단한 응급처치-

먹거리 제공-

이동

청소년

쉼터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현장으로 직접 나가

가출예방이나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으로의 조기

복귀를 도모함

신속한 위기 개입을 통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

소년을 보호하고 보호서비스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함

목동,

신촌,

동대문

등

개5

지역

연중

주 회( 5 )

상담 심리검사 포함- ( )

먹거리 제공-

문화 및 휴게공간-

제공 도서 등(DVD, CD, )

홍보활동-

간단한 응급처치-

청소년 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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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거리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횟수의 증가는 거

리를 배회하고 있는 다양한 십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증가를 의미할 것이

다 비록 회 정도의 짧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나마 십대가 중심이 될 수. 1~3 ‘(

있는 거리라는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에서 성인과 비교적 부담감 없이 만날) ’ ‘ ’

수 있다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어쩌면 거리상담이 그 녀들에게는 특별한 체험으/

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

각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양적 변화만큼 질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변화.

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에 의하면 거리상담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Erickson & Page(1998)

다고 한다 첫째 십대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고 이들이 서비스체계들을 활용.

하고 자신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보여주는

성인들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고 둘째 십대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용성 셋째 십대들의 문화 성별 연령 측면에서 적합한 거리상담을, , ,

실시하는 적절성 넷째 거리생활에 대한 대안 제시와 현실적 대안들을 직접 경,

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김향초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거리상담( , 2005).

프로그램은 십대들에게 앞의 가지 기대효과 즉 접근성 유용성 적절성 현실4 , , , ,

적 대안제시 및 경험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가 발표자는 이 중에서 접?

근성 특히 거리상담 공간에서 십대를 대하는 운영기관 실천가의 관점과 성별, /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십대 거리상담 프로그램의 주도자로 인정하기3. !

외견상으로 깔끔하게 구조화된 세팅과 프로그램 홍보물품 먹거리 등이 풍부, ,

하게 준비되어 있어 십대들이 호감을 갖고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 내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비추어지는가에 따라 그 공간은 어느 새 비호감 으로 변(?)

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리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 내에서 십대는 어떠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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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야 할까?

대부분의 거리상담이 십대의 가출예방 및 가출에 따르는 위기상황에 신속하

게 개입함으로써 그 녀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3)은

십대들을 은연중에 보호 또는 비행 중심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포‘ ’ ‘ ’

함한다 십대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함은 그 녀들을 의존적인 십대 서비스. / ,

의 대상자로 인식하고 성인 사회가 원하는 십대의 역할에 대해 일방적으로 메, /

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담은 거리상담을 구성 진행함을 의미할 수 있다 이에, .

대해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지난 년에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십대2004

여성 가 단순한 보호나 피해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 )

이자 행위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명선 십대들이 자신의 힘( , 2004),

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임파워링 해 주는 사회적 지원이( , empowering)

필요함을 논의한 바 있다.

십대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는 거리상담의 목적 및 목표 설정,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 교육도구 및 홍보물품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 intake

를 포함한 상담기록지 또는 설문지 문항 그리고 실무자 또는 활동가의 태sheet ,

도 등 거리상담을 구성하고 있는 곳곳에서 드러날 것이다 특히 개별 활동가들.

이 십대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
는 십대들이 거리상담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통로이다 그리고 십대에 대한 거리상담의 인식은 결국 이를 운.

영하는 기관의 인식을 반영한다.

이에 발표자는 거리상담을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기관들이 현재 자신들이 십

대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들을 기존의 방식대로,

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 종류 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 ,

수 있는 주도자로 재명명하는 작업을 가지기를 바란다 십대들을 거리상담의 주.

체로 인정한다면 실무자 활동가를 포함한 운영기관은 십대들과의 관계 형성을,

기존의 수직적 권위적인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

3)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리상담 운영현황을 정리한 표의 목적목표 부분 참조 보호주의‘ / ’ . ‘ ’

관점에서 십대의 가정복귀를 우선으로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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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보는 관점 및 참여자와 실천가 사이.

의 수평적 관계 형성은 임파워먼트 접근방법이 갖는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거리상담 프로그램의 주체자인 십대와 만나는 실천가들은 그 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문제설정.

과정에서 성인인 실천가의 시각과 십대의 시각 차이를 파악하고 도전적인 문제

나 요소들을 십대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김성이 외 때로는( , 2004).

실천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십대의 문제가 심각함

에도 불구하고 상대자인 십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십.

대들은 자신이 속한 하위 문화집단에 따라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하는 가치관,

정의 해결방법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한 예로 서울 청소년쉼터 이하 쉼터 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여의도YMCA ( Y )

한강고수부지에서 진행하는 거리상담에서 폭주를 하는 십대남성 및 여성들을

만난다 쉼터는 년부터 동일한 공간과 시간대에 거리상담을 진행해온 년. Y 2001 5

동안 인근 지역을 배회하는 십대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시도를 해 왔는데,

년부터는 거리배회 청소년과 폭주 청소년을 구분하여 거리상담의 운영방식2005

및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초반에는 폭주 청소년이라는 집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실천가들이 많이 힘들어했으나 년 동안 신뢰1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 세팅방식을 변경하는 등 참여자 중심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폭주 청소년들이 거리상담을 자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열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

제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단편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함께 해

결해 가야할 과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지난 년 동안 해당지역 거리상담 프로그1

램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탐색의 결과라고 해석된다.

한편 십대들을 거리상담의 주도자로 인정함은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평가에, ,

이르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십대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홍콩.

아웃리치프로그램의 과정평가에 대한 의 연구를 보면 십대들은 자신Chui(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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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워커들을 돕거나 직접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기획에서 평가단계에 참여하

길 원했고 그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는 준비성을 보이기,

도 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아웃리치에 대한 자신의 참여범위가 더.

욱 확장될 수 있으며 자신들의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경험 다른 해석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4. ,

년도 브릿지프로젝트에서 여의도 및 동대문지역의 거리상담에 참여한 십2005

대들의 성별비율을 보면 여성이 약 명 남성이 약 명으로 십대여성의8,900 , 3,300

참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년 이동청소년쉼터 년 한국. 2005 , 2004

청소년쉼터협의회의 거리상담 실시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

자의 성별 현황은 십대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리상담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실천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그녀들에게 낯설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

일 수도 있으며 실천가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하리라 생,

각된다 한편 이동청소년쉼터에서는 거리홍보에서 여성들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용이하고 워커의 설명에 대해 여성들이 더 적극성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명씩 무리를 지어서 오며 번째 방문 시에는 친구를 데리고2~3 2

오는 등 십대여성들에게 의한 입소문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동쉼.

터 차량 내에 이용자들이 많을 때 여성들은 밖에서 기다리지만 남성들은 기다리

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이처럼 거리상담에 십대여성들의 참여가 많다는 점은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

구성에 있어서 십대 여성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십대여성에 대한 배려는 십대여성이 경험하는 내용들이.

또래 남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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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는 또래 남성들과 다른 십대여성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년도 브릿지프로젝트 중 여의도 및 동대문지역 거리상담에 참여한 십대들2004

의 상담기록지를 간략하게 훑어본 적이 있었다 객관적인 분석도구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통계자료로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미리 밝혀둔다.

우선적으로 가출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한 상태라고 답한 여성들은 주로 가정

내에서의 폭력 특히 성폭력 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온 경우가 많았다 이는( ) .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조사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으며 년 브릿지프2005

로젝트 연구조사를 위한 인터뷰에 참여했던 가출경험이 있는 십대여성들도 유

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가출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녀들에게 있어서 성폭력적인 상황은 아주,

일상적이었다 이성친구 거리나 유흥업소에서 만난 헌팅상대 아르바이트 업소. , ,

사장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고 있었지만 너무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폭력임을 인식하지 못 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십대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건강에 대해서는 무관심

한 태도를 보였다 몸에 대한 낮은 존중감이나 기본적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

해 자신의 몸이 겪는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못 한 편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거나 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대부분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비스를 알아볼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었다.

한편 상담기록지에 나타난 십대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

는데 그녀들은 대체적으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상대 남성에게 순응적이면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은 성관계를 할 때였다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으나 파트너가 기분 상해할.

까봐 심지어는 거절해도 되는 건지를 몰라서 상담가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 (

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을 권유하자 참여자가 놀라며 거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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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거에요 그럴 때 거절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라고 반응 등의 이유로? ...” )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상담기록지에 나타난 십대남성들은.

연애관계에서 거의 가부장적 태도를 보였으며 그것이 자신의 남성성을100% ,

표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알 수 있었던 또 다른 점은 비록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십대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상담기록지를 분석하던 발표자는 십.

대여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들이 좀 더 쉽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

다양한 내용의 대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거리상담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단 이 때 십대여성 남성이 갖는 문제를 단지 그녀들의 개. /

인적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십대여성.

들이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를 통해 겪는 차별적인 경험들을 가부장적 사회문

화와 관계성을 이해하고 맥락화함으로써 자기 비난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상황

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웃리치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성 인지적 접근을 응용한 미국 사례를 간단하

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제퍼슨카운티에 거주하는 십대여성들의 감염. HIV

예방을 줄이기 위해 시도된 로 행동이론 사회학습TAP(Teenage Access Project) ,

이론 젠더와 힘 이론을 활용하였다 특히 젠더와 힘 이론은, (gender & power) .

성역할의 불평등이 십대여성들이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한 에 더 노출되게HIV

만들었다고 보고 협상과 자기결정적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토론, (self-directed)

및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에 십대 초반의 여성들에게는 기본적인 섹슈.

얼리티 교육 데이트 거절을 하는 기술을 십대 후반의 여성들에게는 성관계에, , ,

서 콘돔을 사용하도록 하는 협상기술을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연습해 보도록 하

였다 이처럼 대상자를 십대여성으로 특화한 프로그램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와 세부적인 컨텐츠를 특화하게 된다.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은 앞서 논의한 거리상담의 임파워먼트 접근을 더욱 강

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십대들이 성 연령 계층과 같이 자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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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을 인식하고 자신들, , ,

의 의존성과 무기력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실천가들은,

십대들과 대화하고 교육하는 동안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십대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본다면 어떠한 대.

답들이 나올까 만약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성으로 남성으로 사회화되? “ /

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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