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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 시대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평생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 폭력 또는 
성폭력(성희롱 제외)을 경험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합니다. 성평등 달성을 위한 글로벌 청사진인 ‘베이징행동강령(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이 2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할 일
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디어란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를 제공하는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 나날이 증가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의미합니다. 미디어 플랫폼들과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차별적인 사회규범들은 남성과 여성을 성별에 따라 그리고 인종, 언어권,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개인의 정체성에 따라 차별
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젠더 불평등과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조장해왔습니다. 한편으로, 미디어는 사람들의 생
각의 폭을 넓혀 주고, 인간의 풍부한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서로 존중하며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의 힘을 활용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미디어 활용 핸드북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활동지원 지침(A Framework to Underpin Actio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 2015년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핸드북 시리즈 중 하나로서, 유엔 여성기구와 유네스코는 본 핸드북 제작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핸드
북은 미디어를 상대하거나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보도할 때 지침, 도구 및 전 세계 국
가들의 효과적인 실천사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핸드북을 통해 각 조직의 제도와 체계 전반에 성평등을 조속히 달
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핸드북에 담긴 노하우를 활용하여, 미디어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다양성, 평등, 비폭
력의 가치를 높이기를 희망합니다.

아사 레그너(Åsa Regnér)    모에즈 차코우크(Moez Chakchouk) 
유엔 여성기구     유네스코
사무차장보     정보·커뮤니케이션 섹터  
부총재      사무총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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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와 개념
젠더(Gender):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
적 속성과 기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속성과 기회들
은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 여아와 남아와의 관계, 여성 간의 
관계, 및 남성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젠더는 사회적
으로 구성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젠더는 맥락/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변화할 수 있다 (2015년 유엔 
여성기구).

젠더 다양성(Gender diversity): 본 툴킷에서 젠더 다양성
이란 전통적인 성별 규범과는 다른 성별 역할, 표현 또는 행동
을 의미한다.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이 생물학적 성별과 다
를 수 있다. 이들은 동일한 생물학적 성별을 가진 일반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성평등(Gender equality): 모든 사람은 성별이나 성별 정
체성에 상관없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고
정관념/고착화된 젠더 역할/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제한에 구
애받지 않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 커리어를 추구하
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개념.

젠더 불평등(Gender inequality):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
한 권력관계에 일조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젠더규범/역할, 문
화적 관행, 정책, 법, 경제적 요인, 및 제도적 관행을 의미한다. 
젠더 불평등은 모든 사회의,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에
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분야와 규모를 막론
하고 모든 법안, 정책, 사업, 실행계획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는 과정. 성 주류화는 모든 정

치/경제/사회분야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과정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니즈와 경험을 필수
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하는 전략이다. 성주류화를 통해 여성
과 남성이 정책/프로그램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도록 하고, 
불평등을 방지할 수 있다. 성주류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
등을 달성하는 것이다(1997년 유니세프, 유엔 인구기금, 유
엔 개발 계획, 유엔 여성기구).

젠더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 ‘여성과 남성은 특
정 속성/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
나, ‘여성과 남성은 특정 역할을 수행한다 또는 수행해야 한
다’고 믿는 통념과 선입견을 뜻한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
무소).

상호 교차성(Intersectionality): 두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구체적으로는, 인종차별주의, 가부장제,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종속적인 시스템이 교차하면
서 만들어내는 구조적·역동적인 불이익 및 기타 차별적 제도
가 여성과 남성, 인종, 및 기타 인구집단의 상대적 지위를 불
평등하게 구조화하는 방식을 다루는 개념이다. 또한 특정 법
률과 정책들이 일부 인구집단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그러한 
부담이 상호 교차적인 불평등 요소들과 만나면서 그들을 무
력하게 만드는 과정과 그 방식을 다루는 개념이다(2000년 유
엔).

미디어(Media): 뉴스,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에 관한 정보, 
아이디어, 메시지 등을 생산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관들 
(인쇄 매체, 시청각 매체, 및 온라인 매체)을 의미한다. 다만, 
본 핸드북에 언급된 “미디어(the media)"가 존재하는 모든 
미디어 기관들을 일반화한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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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Prevention): 폭력 발생 및 재발을 사전에 막는 것을 
뜻한다. 본 핸드북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지속시키는 
사회적 규범, 관행 및 구조를 중심으로, 폭력을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폭력을 예방하려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보완
적인 다양한 개입활동과 함께 폭력 생존자 지원서비스와 가
해자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사회적 규범(Social norm): 규범은 사회적 구성물 
(social construct)이다. 사회적 규범은 집단적으로 통용되
는 신념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가(일반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
도록 기대되는가(적절한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신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범
은 해당 사회의 인정(approval) 그리고/또는 불인정(disap-
proval)을 통해 유지된다(Heise, L. & Heise & Manji, K, 
2016).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VAWG):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이란 ‘젠더에 기반한 
폭력 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 그로 인해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여아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
위’를 의미한다. 즉, 여성/여아에게 그들이 여성/여아라는 이
유로 가해지는 폭력을 뜻한다.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은 다양
한 형태로 존재하고, 폭력 간의 연관성을 볼 수 있으며, 때로
는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낸다(1993년 유엔 결의
문 A/ RES/4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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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문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VAW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인권 침해 중 하나이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젠더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여성과 여아의 건강, 
안전, 생산성, 및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들의 권리실현을 방해한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
력이 증대되었지만,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발생률은 여전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높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 3명중 1명은 생애에 한 번 이상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intimate partner)로부터 신체적 폭력
과/또는 성폭력을 경험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10명 중 7명이 이러한 폭력을 경험할 정도로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가장 중대한 난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의 근본 원인으로서, 여성
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차별, 및 젠더 불평등을 공고하게 하는 사회적 태도/신념/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폭력 예방 노력의 핵심이다.

유엔 여성기구는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개발계획, 유네스코, 유엔인구기금, 세계보건기구 및 기
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최초로 유엔 차원에
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활동지원 지침(A United 
Nations Framework to Underpin Actio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2015)을 개발하였다. 이 지침은 
폭력을 예방하려면 포괄적인 접근방식, 즉 사회 전체에 걸쳐
(개인, 집단, 지역사회, 제도 전반) 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개입활동이 필요하며,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강화되
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지침은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을 용
납하고 지속시키는 관행, 신념, 태도 및 행동에 정면으로 대응
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여성과 여아에 대
한 폭력 예방이 가능하며, 폭력예방에 관여하기 위한 11가지 
진입점들(entry points/학교, 직장, 스포츠 조직, 남성중심
적 기관, 건강, 사법, 치안, 교통서비스 등)이 있다.

본 핸드북은 유엔 및 미디어 조직을 상대하는 기타 기관들이 
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
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이 목표는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달
성할 수 있다: 1) 미디어와 협력하되, 미디어 조직 내부로부
터 성평등을 도모하게 함. 2) 미디어와 협력하되, 미디어를 성
평등 증진 채널로 활용하여, 이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에 다양
성, 평등, 차별반대(non-discriminatory) 등의 가치를 도모
하도록 함. 이에 본 지침은 다음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

침을 제공한다: 

1) 우호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 강화

2) 긍정적인 제도적 접근법 증진 

3) 미디어의 사회규범 변화 참여

1.1 미디어와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

미디어는 광범위한 인구집단에 도달할 수 있으며 ‘무엇이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가’에 관한 생각과 인식을 형성하고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진입지점(entry point)'이라고 할 수 있
다. 미디어가 고정관념에 따른/유해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
우 젠더 기반 차별, 불평등,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조장
하는 사회적 규범들을 강화하게 된다. 반면 미디어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즉, 현존
하는 다양한 폭력의 정도, 원인,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미디어는 다양한 배경의 남성·여성의 모습과 역할을 편
협하고 전통적인 시각 내지 고정관념에 따라 묘사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미디어는 여성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이를 정치적 의
제로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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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미디어는 젠더 차별적, 인종 차별적이며 폭력
을 조장하는 사회적 규범을 영속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
한 사회적 규범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는 성평등을 저해하고 
여성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약화시킨다. 여성폭력에 관한 
미디어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다. 부정적인 콘텐츠는 중대한 역효과를 초래한다. 여성에 대
한 폭력을 평범하고 진부한 이슈로 치부해버리는 것부터 폭
력을 모방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
다 (2014년, Toledo and Lagos). 미디어 종사자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
고, 젠더, 다양성 및 비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목적의식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1.2 미디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

미디어는 구조(존재 방식 및 구성 방식), 형식(인쇄, 오디오, 
디지털 등), 콘텐츠 유형(뉴스, 시사, 엔터테인먼트, 관계중심 
소셜미디어)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미디어들의 공통
점이라면, 이들의 구조, 형식, 및 콘텐츠가 사회에 만연한 젠
더 불평등과 차별적 사회규범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대한 인구에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미디어들의 공통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디어 조직 내부, 미디어가 생산하는 콘텐츠 및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와 협력하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상호 
연결된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 구조적, 사회적 규범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외부 우
호적 환경을 강화한다. 예를 들면, 미디어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정책(규제 프레임워크)을 개선한다. 연
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긍정적 변화에 대한 성공 사례
와 난제들을 파악한다. 대중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e-
dia and information literacy) 역량을 강화해, 자신이 접
하는 콘텐츠를 적합하게 평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망한 관행을 선보인 기관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인정해줌
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치하한다.

• 직원 및 의사결정권자들 간에 동등한 남녀 성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성평등을 위해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를 
도모한다; 젠더, 차별, 및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에 관한 교
육을 제공한다; 젠더(성희롱, 가정폭력, 일과 삶의 균형, 언
론인의 안전 등)에 대한 정책과 미디어 콘텐츠 편집 및 발행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 

• 젠더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차별적이며,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의 근본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콘텐츠에 대응함으
로써,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노력에 참여한다. 또한 평
등, 다양성 존중, 및 비폭력에 입각한 가치관/신념/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친사회적(pro-social) 커뮤니케이션/집중
적인 캠페인/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협업기회를 모색
한다.

미디어 콘텐츠

내부 정책 & 관행

외부의 우호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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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 지역적 프레임워크
2.1 인권 프레임워크

국제적, 지역적 인권 프레임워크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외
에도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디어의 역할이 중
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
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일반권고 19
호(1992년), 23호(1997년 제16차 세션) 및 35호(2017년)는 
미디어가 아래의 항목들을 실천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도록, 국가별로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하고 실행할 것
을 촉구하였다.

• 온라인/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 모든 미디어들이 여성과 
남성 또는 특정 여성 집단 예☞(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젠
더 고정관념을 종식시키고, 미디어 서비스와 플랫폼을 통
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
록, 자율규제 메커니즘(self-regulatory mechanism)을 
수립하거나 강화하도록 한다.

• 미디어가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사건을 적절하게 보도
하도록 지침을 수립한다. 

• 국가 인권기관들이 성차별적인 이미지를 묘사하고,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며, 폭력적인 남성성을 부추기는 콘텐
츠를 보여주는 모든 미디어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이들에게 
항의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인권기관들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고/또는 강화한다.

• 기술 매개 폭력(technology mediated violence) 등 여성
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 관련 고소 건수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및 발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베이징 행동강령(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1995
년)’에 따르면, 미디어는 여성의 발전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베이징 행동강령은 아래 두 가지 전략적 분야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나, 오늘날까지도 진전
이 미미하다.

• 여성이 미디어 내에서 그리고 미디어와 새로운 통신기술을 
통해, 의견표현 및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디어에서 여성을 묘사할 때 고정관념을 탈피한, 균형 잡
힌 시각으로 묘사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베이징 행동강령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예견하며, 
ICT 기술이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한 이러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공공 정책과 개
인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유럽평의회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방지와 근절에 관한 협
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
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 (2011년 이스탄불 협약 
제17조))’은 유럽에서 채택되었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이 협
약에 서명할 수 있다. 이 협약은 당사국들에게 다음 항목들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즉, 민간 부문, ICT 업계, 및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되, 이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
을 예방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지침, 및 
자율규제 기준 등을 정교하게 만들고 이행하도록 권장한다. 
민간부문과 함께 협력하여, 아동, 학부모 및 교육자들을 유해
한 성적/폭력적 콘텐츠에 노출시키는 정보통신 환경을 다루
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 및 향상시킨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도입한 ‘여성에 대
한 폭력 방지, 처벌 및 근절에 관한 미주협약 (Inter-Ameri-
c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Punishment, and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4년 발렘 
도 빠라 협약 제8조, Belem do Para)’이 당사국들에게 구체
적인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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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은 2030년까지 인류와 지구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 세계적인 포괄적 목표
들이다. 2015년에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제적 발전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이 환경을 보호하면
서 번영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괴롭힘, 차별 및 폭력을 인권문제이자 평화와 발
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목표들을 담고 있다. 이 세부 목표들은 아래와 같이 모든 환경
의 공공·민간부문에 적용된다. 

• 전 세계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킨다(5.1) 

•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5.2) 

•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 성기 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을 근절한다(5.3) 

• 정치･경제･공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5.5) 

• 여성의 역량 강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증진한다 (5.B) 

•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한다(5.C) 

• 2030년까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을 고려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녹지 환경과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
간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을 제공한다(11.7)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히 낮춘다(16.1) 

•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시킨다(16.2) 

•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근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16.10)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과 정책을 증진하고 집행한다(16.B). 

각 세부목표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증진하도록 적절한 미디어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장 및 촉구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채택된 ‘아프리카 여성 인권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
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2003년 
마푸토 의정서 제12조, Maputo Protocol)‘는 당사국들에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지속시키는 교과서/언어/미

디어 내 모든 고정관념들을 없애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아세안 지역 행동 
계획(The ASEAN Regional Plan of Action on the Elimi-
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은 “사회적 규범을 변
화시켜서 비폭력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하고 맥락에 적합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인
식고양 캠페인을 설계, 이행, 및 평가해야 한다(2015년 아세
안). 그 과정에서 특히 사람 중심적인 매스컴과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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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평의회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권고(The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of Vio-
lence against Women (2002/5))’는 회원국들의 의무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용한 모든 미디어(인쇄매체, 라디
오, 텔레비전 등)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폭력과 그 폭력
이 피해자에게 초래하는 결과에 관한 통계 데이터 등 적절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한다; 미디어가 여
성과 남성을 묘사할 때, 인간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
탕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폭력과 성을 연관 짓는 프로그
램을 방지하도록 권고한다; 위 기준을 신규 정보기술 분야에
도 가급적 적용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에게 다음을 실천하도
록 권고해야 한다: 일반 대중에게 여성폭력에 관한 의식을 고
양시키는 정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미디어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폭력과 성을 연관 짓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의식을 일깨우는 교육
을 제공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이슈들을 고려하여, 미디어 종
사자들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한다. 이 행동강령에 미디어 
감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차
별주의 이슈에 대응하는 업무를 포함하도록 한다.

2.2 정책 수단

미디어 문제 및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
책 수단과 특별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총회 결의안(General Assembly Resolu-
tions), 인권 이사회 결의안(Human Rights Council Reso-
lutions), 여성 대상 폭력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폭력 원인 및 결과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안,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정보 사회 세계 정상회의(The World 
Summit Information Society) 및 브로드밴드 위원회
(Broadband Commission)의 결과보고서 등이 있다. 

총회 및 인권 이사회 결의안	 	
(General	 Assembly	 and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s)
유엔 총회와 인권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들은 젠더 고정관
념 근절, 성평등 증진, 여성 역량 강화 및 인권의 완전한 향유

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언급
하였다. 또한 이 결의안들은 언론인의 안전 및 ICT 기술을 통
해 발생하는 여성폭력 이슈들에 관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공하였다. 1

여성 대상 폭력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
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폭력 원
인 및 결과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안
특별 보고관은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들을 강조하였다. 

•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을 모니터링 및 보도함 

• ‘문화에 대한 헤게모니적 해석’에 대응하고 차별적 가치관, 
제도 및 힘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담론을 제공함

•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차별과 폭력을 근
절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 예☞(장애여성 포함)의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함. 

특별 보고관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ICT 기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2018년), ICT 기술을 통해 발생하는 여성폭력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권고안을 상세히 제
시하였다(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

기타 글로벌 플랫폼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는 특히 ‘제 55차 여성과 여아의 교
육, 훈련,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에 관한 세션
(55th Session on Access and Participation of Women 
and Girls in Education, Training and Science and Tech-
nology, 2011년)’과 ‘제 57차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
의 폭력 철폐 및 예방에 관한 세션(57th Session on Elimi-
nation and Prevention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2013년)’등의 결과 보고서와 합의 결론
(Agreed Conclusions)을 통해 미디어와 ICT의 중요성을 

1 예시 참고: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70/162, 71/170, 
69/147, 67/144, 65/187, 63/155, S-23-3 and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s 35/10, 32/17, 32/19, 29/14, 26/15, 23/25, 
17/11, 14/12, 32/13,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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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바 있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제62차 세션(2018년 여
성지위위원회)에서 미디어와 ICT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
였다. 이 세션에서 여성지위위원회는 미디어/ICT에 대한 입
장문(position papers)을 발표했으며, 이 입장문은 추후에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위한 젠더 아젠다 설정: 글로벌 미디
어-젠더 연맹의 새로운 제안(“Setting the Gender Agenda 
for Communication Policy: New proposals from the 
Global Alliance on Media and Gender”)이라는 제목의 유
네스코 출판물로 발행되었다.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10(WSIS +10)’ 결과 및 ‘2015년 이
후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 +10 비전(WSIS+10 Vision for 
WSIS Beyond 2015)' 이행에 대한 성명문은 젠더, ICT 기술 
및 새로운 미디어와 관련하여, 세계정상회의의 모든 활동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함으로써 젠더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
고, 차별을 해소하며,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할 것을 촉구하였
다(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2013년에 브로드밴드 위원
회는 2020년까지 브로드밴드 접근성에 있어서 성평등을 증
진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여성과 여아에 
대한 온라인 폭력 근절에 관한 토론서를 작성하였다.2 

2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3/ 
08.aspx#.VCRq_PldUrZ and https://www.broadband 
commission.org /Documents/publications/bb-wg-
genderreport2015-highlights.pdf

유럽연합 미디어 분야의 성평등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Resolut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on	Gender	Equality	in	the	Media	Sector	in	the	EU)		

-	2018년	2월	20일 채택

유럽의회가 채택한 위 결의안은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 기반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 성평등을 다루기 위한 배
경정보 및 권고안을 제공한다. 이 결의안은 젠더간 동등한 성비(gender parity), 의사결정 참여, 동일 임금 및 일과 삶의 균형, 
언론인의 안전, 성희롱, 젠더 고정관념, 여성의 기술에 대한 접근, 사용 및 경험의 젠더화, 법, 규제당국 및 여성 단체의 역할, 미
디어의 성평등과 관련하여 연구와 모니터링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2F%2FEP%2F%2FTEXT%2BREPORT%2BA 
8-2018-0031%2B0%2BDOC%2BXML%2BV0%2F%2FEN&language=EN#_part1_re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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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 지침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관련 주제를 담당하는 조직 및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한 지침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철학은 다음과 같다. 아래 이행 지침은 특히 폭력 경험자 또는 목격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과 관
련성이 높지만, 그 외 광범위한 여러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아래 지침을 기준으로 폭력을 
이해하고, 그 지침을 미디어의 모든 콘텐츠, 활동 및 조치에 적용하도록 한다. 

3.1 윤리 및 안전 지침 준수

모든 미디어 개입 시, 여성/여아의 안전과 안보, 비밀유지와 
사생활 보호, 의견 표현 및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최우선으
로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미디어 개입이든, 취재 대상이 그러
한 미디어 개입의 목적/의도/구성 방식/영향 범위에 대해 충
분히 알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취재 참여 및 취재 내용을 시
각적, 청각적 자료 내지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하기 전에, 취
재 대상으로부터 분명하고(expressed) 충분한 설명한 설명
과 함께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서면 또는 녹취 형
태로 받아야 한다. 

폭력 생존자들(미디어에 출연하는 사람이든, 미디어 조직의 
직원이든, 모든 폭력 생존자들)은 자신이 겪은 폭력에 대해 이
야기하거나 신고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에 있는 양질의 지원 서비스나 상담전화를 알아
보고 소개해 주어야 한다.  취재 대상이 미성년자(18세 미만)
인 경우, 반드시 훈련받은 심리학자, 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를 현장에 섭외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미성
년자 학대 의무신고 관련 법을 사전에 조사해야 하며 해당 법
률 내용을 취재 참여자에게 완전히 공개한 뒤에, 충분한 설명 
후 취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취재에 참여하는 
미성년자(그리고 그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가 그 취재에 참
여하면 어떠한 영향과 결과가 있을지에 대하여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생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 (특히 인권 운동가들과 여성 언론
인들)과 발언하는 생존자들은 종종 추가적인 가해나 보복을 
당할 위험이 더 크다. 그러한 위험을 평가하고 즉각적인 안전
을 제공해야 하며, 장기적인 보호 및 안전 계획을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하다. 

3.2 사회문화적 편견 배제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살아온 경험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되
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 대해 편견
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지
역사회 또는 종교에서 행해지는 여성 성기 절제/할례, 염산 테
러, 결혼 지참금 폭력, “명예” 살인, 여아 살해 및 조혼 등 여
성과 여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관행 및 폭력행위들을 
“이국화(exoticized)" 내지 ”타자화(othered)"하는 경향이 
있다 (Larasi 2012). 이러한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의도치 
않게 인종차별주의와 특정 사회/종교에 대한 증오심이 표현
될 수 있다. 그러한 편향을 지양하고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
람과 상황을 평가, 이해, 및 묘사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직원 
또는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들이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
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고정관념/편견이 자신의 견해와 커
뮤니케이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이
러한 성찰은 미디어 기관의 내부 정책과 관행에도 적용되어
야 한다. 의식적/무의식적인 사회·문화적 편견들이 직원 채
용/유지/승진/의사결정 관련 제도/체계 및 조직 전반적인 근
무환경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3.3 인권 중심의 성평등 관점 유지

미디어가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을 보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
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폭력이 발생한 상황의 사회적/정치적 
현실에 대한 분석 없이, 폭력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과 고정관
념을 영구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피해자를 
비난하고, 폭력상황에 대한 관심 또는 부담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 여성에게 전가시킨다. 또한 폭력 상황을 선정적으로 다
루고 사실과 정보를 왜곡하며, 법률적 맥락을 잘못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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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을 악마 같은 남성 또는 몸과 마음이 아픈 남성이 저
지른 단발성 사건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

인권에 기반한 성평등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여
아에 대한 폭력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해
야 하며, 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를 가하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즉, 여성
에 대한 폭력 상황은 여성과 여아를 차별하는(그리고 남성성
과 남자다움에 대한 위험한 관념을 심는) 사회적 규범의 문제
로,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켜 남성이 여성
에 대해 힘을 행사해도 된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 문
제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을 힘의 
불균형, 권력의 남용 및 차별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성희롱 방지 정책과 관행을 도모할 수 있다. 

3.4 상호교차성 접근법 채택

젠더역할과 고정관념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활동을 할 때, 모
든 여성이 어떤 식으로든 젠더 차별을 경험하지만 모든 여성
이 동일한 방식으로 차별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즉, 특정 집단(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
적 지위 측면에서)의 여성들은 더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
면할 수 있다(Crenshaw 1991 and Wing 1997).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은 성평등 달성의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상호 교차적 불평등과 차별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발전(leave no one behind)’  
원칙이 핵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인종, 
민족, 카스트 제도, 사회 계층, 연령, 종교, 성적 지향성, 결혼 
여부, 지리적 위치, 장애, HIV 감염 여부, 이주자/난민/국내 실
향민 지위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여성과 여아가 겪는 폭력의 
형태와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ergus, 2012). 이러한 
요인들은 특정 집단의 여성들에게만 차별, 폭력, 불평등을 야
기할 수 있으며, 일부 집단의 여성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모든 개입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맥락에서 각
기 다른 집단의 여성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올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3.5 대표성 확보

여성과 여아는 자신의 경험, 느낌,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들이다. 미디어 조직과 미디어 개입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
은 여성과 여아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
고, 생존자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과 여아를 정보원(sources 
of information)으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모든 여성과 
여아의 니즈와 경험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니즈와 경
험은 문화, 연령, 민족 또는 인종, 성적 지향성, 능력 및 기타 사
회적, 정치적 지위를 정의하는 특징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미디어 조직/프로그램/개입활동의 내부적인 의사결정뿐 
아니라 정보를 묘사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의 
여성/여아가 가진 의견과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권리와 
발언권 측면에서 소외계층 여성들의 참여를 높인다면, 소외
계층 여성들을 더욱 포용하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미디어 개입활동에서 의도치 않은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최
소화할 수 있다.  

3.6  폭력 생존자의 도움 모색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특히 대대적인 미디어 활동은 더 많은 피해자/생존자 및 그
들의 지역사회가 폭력해결을 위한 지원과 정보를 더 적극 모
색하게끔 할 수 있다. 그 결과, 대대적인 미디어 개입활동은 
이미 기존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지원 서비스 
단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여성/여아에 대
한 폭력 종식을 위해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지원 서비스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과 함께 미디어 개입활동 계획에 대해 상의한 다음, 미디
어 사용자들에게 어떤 지원 서비스가 어느 수준으로 가용한
지에 대해 정보(연락처 포함)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
러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인터뷰 대상, 즉 자신이 경험 
또는 목격한 것을 다시 기억해서 진술하느라 2차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는 폭력 생존자나 목격자들에게도 제공해야 한
다. 미디어 기관 내부 직원들에게도 피해자/생존자 지원 서
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조
직 차원에서 새로운 성희롱 방지 정책과/또는 절차를 수립하
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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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터넷 보편성을 향하여 
(롬-엑스 원칙, ROAM-X)3

미디어가 유비쿼터스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함에 따라, 유네
스코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젠더 관련 이슈들에 대응하
기 위한 핵심 가치 및 원칙들을 ‘인터넷 보편성(IU: Internet 
Universality)’으로 정의하였다.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가 보편적인 것처럼, 인터넷도 보편적이다. 인터넷 보편성은 
여성과 여아를 포함하여 모든 시민사회 주역들의 참여와 역
량 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2015년, 유네스코의 

3 See: https://en.unesco.org/internetuniversality

193개 회원국들은 인터넷 보편성을 만장일치로 지지하였다. 
인터넷 보편성 개념은 유네스코의 롬(ROAM, 즉 Rights-권
리, Openness-개방성, Accessibility-접근성, Multistake-
holder participation-다중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원칙들
을 기반으로 한다. 인터넷 보편성 원칙에 따르면, 인터넷은 사
회·경제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관계들이 모인 네트워크(즉, 
단순한 디지털 기술 이상의 의미)로서, 인권을 증진하고 개인
의 역량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엄청
난 잠재력이 있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기술이란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여아에게 가용한 디지털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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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호적 환경 강화
미디어는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일부이다. 미디어는 이러한 환경적 맥락 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그 환경의 맥락을 반영한다. 환경이 변화하면, 미디어의 활동 방식 및 사회가 미디어와 상
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려사항이 생긴다.

본 핸드북에서, 우호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이란 
미디어의 구조, 관행 및 콘텐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의미한다.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예방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성인지적 미
디어 콘텐츠를 확보하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우호적 환경
이 핵심이다. 우호적 환경을 강화하려면, 아래와 같은 다층적
(multi-layered) 개입이 필요하다. 

•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국가가 지켜야할 국제
사회의 약속을 강조하되 미디어 관련사항도 포함시켜서 구
체적인 법률 및 전략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여성이 미디어 내에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의사표현 및 
의사결정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워크(자율규제 포함)를 발전시킨다. 새로운 커뮤니
케이션 기술에 대해 더 동등하고 안전한 접근성을 제공한
다. 그리고 미디어 전반적으로 여성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묘사하고 고정관념을 배제하도록 한다. 

•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 전체가 특히 차별적·폭력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에 대해 비평적 사고와 분
석을 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한다. 

4.1 규제 프레임워크

미디어는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의 기본요소이다. 개인이 의
사를 표현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권리는 차별받
지 않을 권리 내지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다른 기본권

들과 함께 공존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와 미디어는(자율)규
제를 통해 이러한 권리들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규제 프레임워크 운영에 대하여
미디어 규제란 정부와 기타 정치·행정 당국들이 다양한 미디
어 활동에 적용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또한, 규정과 절차를 통
해 일련의 파라미터 또는 지침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프로세
스를 뜻한다(레스터 대학교. ND). 

규제 프레임워크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규제 프레임워크의 공식성(formality)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따라 정의된다. 1) 규제 프레임워크가 법제화되었는
지 여부. 2) 집행 가능한 처벌규정(벌금 및 기타 처벌)이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 3) 해당 규제 프레임워크가 영구적인지 또
는 임시적인지 여부. 공식적인 규제는 미디어의 구조, 행동 또
는 콘텐츠에 대해 의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공식적인 규제는 미디어의 독점소유(monopoly owner-
ship) 또는 교차소유(cross-ownership)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의 광고량을 제한하거나 TV 시청료 또는 라디
오 수신료에 관한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사실상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들도 미디어를 규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비방 및 명예훼손 금지조항, 사생활 
보호법, 지식재산권 법, 폭력 또는 인종혐오 선동 금지조항, 
포르노 또는 음란물 금지 조항 등이 있다. 미디어 규제 프레
임워크는 경우에 따라 영국처럼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한 지
침을 제공하거나(연도 불명, 영국 미디어 규제 프레임워크 제
19조), 뉴질랜드처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묘사를 금지하는 
등 특정 콘텐츠 유형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2018
년, 뉴질랜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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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규제와 자율규제 프레임워크는 자발적인 규제 준수
를 바탕으로 한다. 보통 동료, 고객, 미디어 사용자, 광고주 및 
기타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
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 선두적인 미디어 기
관들(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기관들)은 완전한 규제를 향유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규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내지 가정폭
력, 성폭력, 및 성희롱을 다루기 위한 별도의 국내 법규를 유
지하고 있다 (Tavares and Wodon, 2018). 그러나 미디어를 
별도로 언급하고 다루는 경우는 일부분일 뿐이다. 미디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률의 경우, 몇 가지 차별(인종차별, 종교
차별 등)과 인권침해를 다루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규제 프레

임워크들은 젠더 기반 차별을 전혀 다루지 않거나 미약한 조
항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다양한 법률 프레임워크의 조항들
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호주의 미디
어 종사자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법의 법정 
보도, 법정 모독 및 기타 관련 법률들은 뉴스 기자가 가정폭력 
사건을 더 포괄적인 젠더기반 폭력의 맥락에서 보도하기 어
렵게 만들었으며, 가해자와 관련된 특정 정보는 공유하지 못
하게 되었다(Sutherland et al, 2017). 규제 프로세스는 시
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혁신적인 ICT 기술의 확대 예☞  

(개인/실시간 채팅 앱, 동영상 제작 및 유포, 소셜 네트워킹 플
랫폼 등)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놀라운 기회를 열어주었지
만, 그와 동시에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 새로운 어려움들을 초래하였다.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젠더기반 차별과 폭력을 다루기 위한 국가별 메커니즘

벨기에의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to Combat all forms of Gender 
Based Violence, 2015년-2019년)은 미디어 기관의 자율규제와 더불어, 미디어의 성차별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미디어 종사
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2015년, 벨기에 정부).

모로코 정부는 여성 언론인들과 그들의 고용주 간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위원회를 설립하고 다음을 촉구하
였다.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산하 기관들의 성평등 활동 보고를 의무화함 예☞ (여성 언론인에 대한 통계자
료);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미디어 내 젠더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헌장 및 편집 정책을 
채택함(2017년, 유엔). 2018년에는,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명예훼손 및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사적인 또는 기밀 정보/
진술/사진을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기술을 통한 정보 유포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통과되었다(2018년, 모로코 정부).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2014년–2019년)은 미디어 법규 및 자율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와 
광고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현황을 매년 모니터링 및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위 실행계획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미디어 종사자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2014년,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

탄자니아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가실행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2001년–2015년)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사건을 젠더 고정관
념 없이 성인지적으로 보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명령하였다. 이 실행계획에는 여성인권 및 여성폭력에 관한 미디어 종
사자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동티모르의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Gender based Violence, 2017년-2021
년)은 성평등을 증진하고 젠더기반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을 포함시켰다. 이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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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폭력 보도 관행을 국내 법규를 통해 다
룰 때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적이고 포용적
이며 보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반이 되는 다른 권
리들과 자유 예☞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생활 
보호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디어
의 말 또는 이미지가 개인의 인권, 평화 및 법치주의에 위험
을 가한다면(예를 들어 한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타인
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태롭게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권리와 
자유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2008년, 유럽안보협력기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따르
면,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권리는 일부 제약사항들을 수
반하는데, 이 제약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수준에서만 적용될 뿐이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을 존중

할 것. (b) 국가 안보, 공공 질서, 또는 공중 보건 및 도덕성을 
보호할 것(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이 조항들은 모든 미디어(인쇄, 오디오, 동영상, 디지털 매체 
등)와 콘텐츠 유형(뉴스, 엔터테인먼트, 광고, 소셜 미디어 등)
에 적용된다.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법안 및 규정을 다루는 것이 특
히 어려운 이유는 그러한 콘텐츠에 다양한 공공/민간 이해관
계자들(개인, 인터넷 중개자, 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커
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맥락(초국가적인 커뮤니케이션, 
국경을 초월하는 관할권 문제, 퍼블릭 도메인, 앱/문자를 통
한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논의할 때에 온라인 폭력/괴롭힘 문제
가 누락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사이버 폭력/괴롭힘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1) 젠더기반폭력 보도에 관한 윤리 지침 등 성인지적 보도를 위한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그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조치를 적용할 것. 2) 인권/성평등/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젠더기반폭력을 보도하기 
위한 연례 의무교육을 제도화할 것. 3)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보도와 여성에 대한 묘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미디어 툴을 
개발 및 실행할 것(2017년, 동티모르 정부). 

스페인의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인식 고양을 위한 국가 계획 중 개념 프레임워크 및 주요 개입활동(National Plan to 
Heighten Awareness and Prevent Gender-Based Violence: Conceptual Framework and Main Lines of Inter-
vention, 2007– 2008년)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미디어 보도에 관한 우수사례 지침을 홍보 및 배포하고, 우수관행을 선보이는 광고 기관에게 상을 수여할 것.

* 정부와 미디어/광고 산업 간에 견고한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할 것. 

* 광고에서 여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여성 이미지에 관한 자문 위원회를 설립할 것. 

* 광고업계의 자율규제 협약을 연장할 것.

*  성차별적이지 않은 콘텐츠를 홍보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공영 미디어 기관들과 협
약을 체결할 것. 

*  미디어가 뉴스 아이템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뉴스 보도를 통해 평등의 가치를 전파하며, 젠더기반폭력을 거부하는 자율규제
협정을 체결할 것. 

*  텔레비전 방송국들의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자율규제 협정 범위를 확대하여, 젠더기반폭력과 성별에 따른 차별 문제를 포함
할 것. 

*  시청각 규제 당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미디어 프로그램과 광고 분야에서 모든 직간접적인 젠더기반폭력 조장 행위/메시지를 
근절하기 위한 협업 절차를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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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폭
력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부재하거나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매개 폭력(ICT-mediated 
violence)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인
터넷에 적용할 명확한 자율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인
터넷이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2015년, 월드 와이드 웹 재단).

광고 분야의 자율규제 단체와 표준 기구들도 광고에서 젠더
를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14개의 산업 단체들과 27개의 자율규제 단체들로 구성된 유
럽 광고 표준 연합(The European Advertising Standards 
Alliance, EASA)은 여성과 남성을 책임감 있게 묘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2018년, 세계광고주연맹).

규제 자율규제 지침

광고에서의  
차별 근절

광고에서의  
젠더 묘사

ICC 코드 전체 적용 또는  
참고 / 기타 유사한 자율규제

젠더 고정관념에 
대한 별도의 규정

젠더 고정관념 
지침

규정없음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불가리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스페인,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인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남아공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불가리아
캐나다
스웨덴
미국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네덜란드

터키

출처: 세계 광고주 연맹. 영국 광고표준위원회의 미디어 묘사와 피해: 광고에서의 젠더 고정관념 보고서. 2017년 7월 (※ICC: 국제광고표준)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차별과 폭력에 관한 미디어 규정 예시	

보츠와나의 경우, 2008년 미디어 종사자 법(Media Practitioners Act)에 따른 미디어 위원회 강령이 젠더기반폭력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젠더기반 혐오를 선동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
를 금지하였다. 

캐나다 라디오 TV 통신 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의 규정은 다
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방송사는 “개인 또는 특정 집단/계층의 개인들이 성별 또는 성적 지향에 따라 증오 내지 경멸을 당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코멘트나 모욕적인 그림 표현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 정당화될 수 없는 부당한 고정관념을 금지해야 하
며, 다양한 연령, 외모, 의견 및 이해를 가진 여성과 남성을 표현하되, 비전형적인 직업군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담
당하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저널리즘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공공 이슈들에 대해 남성의 의견뿐 아니라 
여성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해설자의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와 남성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한다.” https://www.thecanadianencyclopedia.ca/en/article/media-and-the-law; http://www.cbc. radio-canada.
ca/en/reporting-to-canadians/acts-and-policies/programming/program-policies/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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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미디어 자가 규제를 위한 가이드북(OSCE): http://www.osce.org/fom/31497?download=true  

      온라인 괴롭힘: 단체 Hollaback을 위한 정책 비교 분석: https://www.ihollaback.org/app/uploads/2016/12/On-
line-Harassment-Comparative-Policy-Analysis-DLA-Piper-for-Hollaback.pdf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규제(19조)’를 표현의 자유 의제 UN 특별 보고관에게 제출   
: https://www.article19.org/resources/submission-un-special-rapporteur-content-regulation-digital-age/ 

     온라인에서의 혐오 발언 대응하기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3231

4.2 연구와 모니터링

미디어를 상대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연
구와 모니터링이다. 연구와 모니터링에 기반한 데이터와 정
보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성과, 진전도 및 아직 해결되지 않
은 격차 등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우수한 관행을 강조하는 한편, 주목이 필요한 문제적인 제
도 관행 및 콘텐츠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 규범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격차를 줄이며, 정부
가 약속한 바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 언론인, 편집자 및 미디어 소유자들과 직접 접촉한다. 

• 불평등/차별/폭력을 용인하는 지배적인 사회규범과 젠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공공 캠페인 및 교육 이니셔티브 예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지역사회와의 대화 등)에 
참여한다.

• 실질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발전을 도모한다.

인도는 1995년에 발효된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규제) 법(Cable Television Networks (Regulation) Act)에 따라 “프로
그램 강령(Programme Code)”과 “광고 강령(Advertising Code)”을 채택하였으며, 이 두 강령 모두 “여성을 폄하하는” 콘
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파키스탄 언론 위원회(The Press Council of Pakistan)는 법정 단체로서, 다양한 인쇄매체 회원 19명과 여성단체 대표 등 시
민사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언론 위원회의 윤리강령은 여성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콘텐츠에 대응할 뿐 아니라, 여성/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원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영국의 광고실행위원회(Committee for Advertising Practice, CAP)와 방송광고 실무위원회(Broadcast 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 BCAP)는 광고의 젠더 고정관념이 초래하는 피해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뒤에, 방송·광고 산업에 대
한 규정을 수립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광고]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또는 광범위한 범죄를 야기할 가능
성이 있는 젠더 고정관념을 배제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9년 6월에 발효되었다.



여성폭력 담론을 위한 미디어 활용 핸드북 17

글로벌 미디어 모니터링 프로젝트(The	Global	Media	Monitoring	Project)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의회(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WACC)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의회(WACC)가 감독하는 글로벌 미디어 모니터링 프로젝트(GMMP)는 전 세계 미디어 분야에서 젠
더에 관한 최대 규모의 최장기간 연구로서, 100개국 이상의 네트워크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
는 5년마다 성평등 진전도를 추적하면서 고도로 가시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트너들의 참여율이 높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차원의 젠더 연구 및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참여 기관들은 성평등 진전도를 정기적으로 추적 및 평가할 수 있는 역량
과 도구를 갖추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 전 세계 뉴스 미디어의 여성의 대표성 및 여성에 대한 묘사를 도식화함. 

• 시민사회 중심의 연구 도구를 개발함.

• 전 세계 젠더 및 커뮤니케이션 단체 간의 연대를 구축함.

• 옹호활동, 캠페인 및 대화를 통해 미디어의 의식을 고양시킴.

• 미디어 모니터링 기술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킴.

위 프로젝트는 미디어 내 여성의 대표성에 관해 유용한 정보 모음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내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을 근절하고 사회의 모든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뉴스/엔터테인먼트 또는 소셜 미디
어와의 토론에 참여할 때에도, 이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미디어 모니터링 프로젝
트의 연구 기법과 도구들은 세 가지 언어로 무료로 제공된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현지 맥락에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
어 보도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촉진할 수 있다. 

더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homakesthenews.org/  

해당 툴에 대한 접근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whomakesthenews.org/media-monitoring/methodology-guides-and- coding-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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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하며 측정가능해야 한다. 이러
한 지표를 사용해서, 특정 이니셔티브의 변화 내지 진전도를 
파악할 수 있다. 미디어 조직의 경우, 성평등 성과와 언론인
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 지표들이 꾸준히 발전해 왔
다. 이러한 지표들을 다양한 국내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맥락

화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연구에 대한 기준선 
또는 국가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기준으
로 데이터를 추적해 보면, 특정 개입활동이 성평등과 언론인
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알바니아 미디어 자문 포럼(Advisory	Media	Forum)	

유엔 여성기구는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아, 알바니아에서 여아와 여성의 인신매매보도에 관한 미디어 자문 포럼을 출범하
였다. 이 포럼에는 현재 주요 매스컴의 30여명의 회원/언론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윤리적인 보도를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인신매매 보도에 관한 매뉴얼과 실용적인 툴킷이 제작되었으며, 인쇄 매체와 전자 매체에 관
한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도 발표되었다. 유엔 여성기구는 2014년에 알바니아 내무부와 함께,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인신
매매에 관한 최우수 기사를 선정하였다. 상을 수여받은 언론인들은 2015년 우크라이나 키에프에서 열린 글로벌 연수에 초청
받아 참여하였다.

위 미디어 자문 포럼에 관한 논평에 따르면, 유엔 여성기구와 알바니아 미디어 산업의 협력을 통해, 인신매매를 겪은 여성과 여
아에 대해 성인지적인 미디어 보도가 증가했다. 또한 20,000여명의 알바니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과 워크숍을 진
행한 결과, 인신매매 피해자/생존자 여성 및 여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수성이 개선되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unwomen.org/en/news/stories/2016/3/breaking-the-cycle-of-human-trafficking-in-albania

영국 저스트 더 우먼(Just	the	Women)		

영국에서는 2012년에 네 개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2주 동안 모든 국내 신문사들의 여성에 대한 묘사 및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관련 기사들을 모니터링 하였다. 여성단체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2주 동안 모든 국내 신문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여성/여아
에 대한 폭력 관련 보도 기사의 양과 질을 모니터링 하였다.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 정치면 기사, 특집 기사, 인터뷰 및 그러한 기
사 주변에 배치된 광고 요소들까지 모니터링에 포함되었다.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위 모니터링의 결과 다음 사항들이 발견되
었다. (1)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사건이 축소 보도되는 동시에 선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2) 특히 미디어 규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다양한 매스컴에서 여성을 인종차별적-성차별적으로 묘사하였다. 여성 단체들은 영국 내 언론 개혁에 관한 토론
에서 위 결과를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위 보고서를 계기로, 여성 단체들은 언론인, 편집자, 정치인 및 더 많은 
대중들과 함께 미디어 보도가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해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
화를 나누었다. 위 모니터링 보고서는 여러 미디어 논평가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었으며, 다른 여성단체들이 여성/
여아에 대한 폭력관련 미디어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endviolenceagainstwomen.org.uk/wp-content/uploads/Just-theWomen-Nov-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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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위한 유네스코 성인지 지표	(UNESCO	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GSIM)	

2012년, 유네스코는 국제언론인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미디어의 성평등 
성과평가를 위한 글로벌 성인지 지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주요 관심분야 지표들로 구성
되어 있다.

• 미디어 조직 내 성평등 촉진 

o 의사결정 직급의 성별 균형 

o 업무 및 근무 조건에 있어서의 성평등  

o 노조, 협회, 언론인 클럽/단체, 기타 미디어 종사자들 및 미디어 자율규제 기구 내 성평등 

o 미디어 조직의 미디어 콘텐츠의 성평등을 증진하는 윤리강령과 정책 발전 여부

o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의 성별 균형

• 미디어 콘텐츠의 젠더 묘사 

o 뉴스와 시사 콘텐츠의 젠더 묘사 

o 광고의 젠더 묘사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지표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 보도 시, 판단하는 언어 내지 피해자/생존자를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동의하의 성관계와 
범죄행위를 구분한다. 

• 폭력을 당한 여성 또는 여아가 스스로를 ‘피해자(victim)’라고 언급하거나 이들이 폭력에서 생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라는 표현보다는 ‘생존자(survivo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젠더기반폭력을 겪은 여성과 여아의 신원정보를 정보원으로 밝히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를 받는다. 

• 1) 폭력 피해자/생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또는 2) 존엄성을 훼손하는 기사의 비중 

• 젠더기반폭력을 한 개인의 사적인 비극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보도하기 위해, 관련 배경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용한다.

• 폭력 피해자/생존자를 위한 현지 지원 단체 및 서비스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 다른 기사에 비해 젠더기반폭력 관련 기사에 할애하는 시간, 공간 및 중요성 

전체 지표 리스트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한다.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communica-
tion-materials/publications/full-list/gender-sensitive-indicators-formedia-framework-of-indicators-to-gauge-
gender-sensitivity-in-media-operations-and-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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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미디어 기관의 결의안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것 또한 
이들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국제 
표현의 자유 연대 (Global Network Defending and Pro-
moting Freedom of Expression, IFEX)는 시민사회와 파트
너 기관들이 인권단체와 협력해서 국제적 약속 이행을 강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https://ifex.org/campaign_toolkit/build_it/

4.3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보와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채널(인
쇄 매체, 오디오, 동영상, 디지털 미디어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적절하게 다루고 참여하는 역량을 키우려면, 미디
어·정보 리터러시(MIL-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를 통해 여성/여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
골적인 유해 콘텐츠 예☞(포르노, 여성 혐오 및 여성 비하 콘
텐츠, 폭력물)를 포함하되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방대한 양의 
정보와 이미지들을 고려하면,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중요한 성장 단계에서 그러한 콘텐츠
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에 해로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
려스러운 상황이다. 

유네스코의 언론인 안전 지표	(UNESCO	Journalists’	Safety	Indicators)	

국제적인 지표 항목들 

• 유엔 기구들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언론인들의 안전을 도모한다. 

• 국제 기구, 지역 기구 및 정부간 기구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언론인들의 안전 이슈를 널리 알린다. 

• 국제 비정부 기구들(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GOs)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언론인들의 안전 
이슈를 널리 알린다. 

국가적인 지표 항목들 

• 일반 지표들 

• 국가 기관 및 정치 행위자들

• 시민사회 조직 및 학계 

• 미디어 행위자 및 중개기관 

• 유엔 및 기타 국제 기구들 

전체 지표 리스트와 각 지표에 따른 실천지침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https://en.unesco. org/themes/safety-of-journalists/journalists-safety-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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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인터넷 그리고 청소년들	(호주)	

호주의 연구원들은 13세~16세 청소년 69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터넷 사용 및 유해물 노출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놀랍게도, 해당 연령 집단 중 설문에 참여한 남성 청소년 중 90%, 여성 청소년 중 60%가 인터넷으로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관련 산업에 대한 보완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는 포르노의 성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공격성(48%)과 신체적 공격성(88%)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후자의 경우 상대방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재갈
을 물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이 두드러지게 묘사되었다. 이러한 포르노 속 공격적인 행위 중 94%가 여성 연기자에게 가해진 
것이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모든 인터넷 트래픽 중 30%는 포르노 관련 트래픽이며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사
용자들과 제한되지 않은 사용자들 모두 주로 접하는 유해물이 포르노 콘텐츠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르노에 대한 노출은 뇌 신경망이 여전히 형성 중인, 중요한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포르노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청소년의 지식/기대사항/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 친밀감과 섹스의 연관성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킴. 

•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르노화함. 

•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끈기 있게 요구하면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음.

• 보통의 신체/신체 부위 모습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킴. 

• 폭력적이고 수치스러우며 모멸적인 행위 속에서 기쁨을 조작하고 과장해서 표현함. 

• 젠더와 인종을 차별적으로 묘사함.

2016년, 호주 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는 호주가족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와 
함께, 포르노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근거 자료를 통합하였다. 이 통합 보고서는 포르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포르노 이슈를 더 광범위한 일차적인 예방관
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이들의 성적 안전과 웰빙을 도모하고, 성범죄 예방, 예방교육 및 법
률·규제 조치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전략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온라인 포르노물 관련 법률과 규제의 방향 

- 아동 및 청소년 교육

-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및 관련 자료

더 자세한 배경정보, 영향 및 접근법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itstimewetalked. com.au/ and   
https://aifs.gov.au/publications/effects-pornography-children-and-young-people/export 

출처: A Bridges, R Wosnitzer, E Scharrer, C Sun & R Liberman. 2010. Aggression and Sexual Behaviour in Best-
selling Pornography Videos: A Content Analysis Update. Violence against Women, vol. 16, no. 10; MJ Fleming, S 
Greentree, D Cocotti-Muller, K A Elias & S Morrison. 2006.Safety in cyberspace: Adolescents safety and exposure 
online. Youth and Society, vol. 38, no. 2.; S Anthony. 2012. Just How Big Are Porn Sites? http://www.extremetech.
com; It’s time to Talk. 2014. http://www.itstimewetalke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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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디지털 기술 시대에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은 교육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정보의 출처를 평가하려면 판단력과 비판
적 사고력이 필요한데,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역량의 중요성
은 종종 간과되어 왔다. 즉,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글과 이
미지에 편견이 있는지 평가하고, 논리 원칙에 따라 글을 구성
하고 텍스트를 해체하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시

민 교육 및 평화 교육 측면에서 이러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media literacy)의 중요성이 아직 널리 인정받지 못했기 때
문에,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현대
교육의 일부로서 소수 개발되었을 뿐이다.” (유엔 문명 연맹, 
날짜 미상).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위한 혁신적인 소셜 미디어	MIL	클릭스(MIL	CLICKS)와		 	
함께 하는 소셜러닝(social	learning)

한 소녀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녀의 인스타그램 페이지 사진에 계속해서 모욕적인 댓글을 남기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닫기
로 결정했다. 또 다른 예로, 어느 소녀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스크롤 다운하면서 보다가, 친구들이 통상적인 성별과 다른 외양
을 보이는 소녀를 조롱하는 밈(meme)을 공유하는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이 조롱받고 괴롭힘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소
셜 미디어의 출현으로 이러한 스토리는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영국의 어린이 복지단체 플랜 인터네셔널(Plan International 
UK)이 11~18세 아동 및 청소년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여아 중 절반이 소셜 미디어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2017년 가디언지). 

현재 소셜 미디어에서는 젠더 고정관념, 성차별주의 발언, 여성혐오 게시글 및 기타 부적절한 젠더관련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
으며, 사용자들은 그러한 콘텐츠에 지나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결과, 여성과 여아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온라인 괴롭힘과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폭력, 직장에서의 불평등한 대우 등 오프라인 공
간의 폭력과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아직 세계관이 완성되지 않은 채 젠더 역할에 대해 배우고 있는 어린 소녀들이 감당
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확보하여,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처하는 방법, 공유하기에 적절한 콘
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를 구분하는 방법, 부적절한 콘텐츠와 온라인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환경을 최적화하
는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특히 청소년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서, 2017
년 초에 밀 클릭스(MIL CLICKS)가 세상에 소개되었다. 밀 클릭스는 일상적인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미디어·정
보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게 해주며, 사용자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를 찾아 돌아다니고, 놀이를 하고,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또래 교육(peer education)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유네스코는 사우디 아라비아,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스웨덴 국제개발 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SIDA)
의 지원을 받아 밀 클릭스를 출범시켰다. 

밀 클릭스는 연구결과, 우수관행, 유용한 도구 및 현실적인 조언 등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개발 및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밀 클
릭스는 “밀(MIL)과 함께 젠더 고정관념 식별 및 대응하기”와 같은 정기적인 테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미디어·정
보 리터러시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밀 클릭스의 가치와 원칙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밀 클릭스를 통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대해 배우는 사람들('밀 클릭커(MIL CLICKers)‘라고 불리움)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 또는 타인의 젠
더역할에 관한 혐오 발언, 편협한 시각 및 사이버 폭력 등의 문제에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여성/여아에
게 종종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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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밀 클릭스에 
참여할 수 있다. 밀 클릭스와 밀클리커스 약속(MIL CLICKers 
Pact)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s://en.unesco.org/milclicks.

여성/여아 및 남성/남아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함

양함으로써, 사회적 제도와 온/오프라인 미디어가 반영 및 전
달하는 젠더, 권력, 고정관념, 폭력, 성, 차별 등 다양한 이슈와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
다. 아래 그림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핵심 역량과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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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항목	(2014년,	유네스코)

MIL 역량 성평등 및 역량 강화 도구로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확보한다면, 여성/여아 및 남
성/남아 등 모든 시민들은 아래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정보와 미디어의 필요성을 인지
하며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미디어, 책, 역사기록에 여성/여아와 남성/남아 모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함을 인
정한다.

여성에 대한 특정 유형의 정보가 부재하지는 않은지 파악한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
로 영향력 있는 여성 또는 현 여성 지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한다.

실업률, 인터넷 접근성, 휴대폰 보급률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별분리 데이
터를 요구한다.

민주사회에서 미디어와 기타 정
보제공자들의 역할과 기능이 무
엇인지 잘 알고 있다.

미디어와 인터넷 등 기타 정보제공 사업자들의 힘과 역할에 따라 젠더 불평등이 시정
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미디어와 기타 정보제공자들이 대중에게 젠더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이해
하기 쉽게 전달하도록 촉구한다.

미디어와 기타 정보제공자들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미디어와 정보제공자들이 그들
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면 어떤 
환경/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젠더 기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자신을 자유롭
게 표현할 권리를 주창한다.

의미 있는 정보를 찾고 접근할 수 
있다.

젠더 관련 정보와 지식을 검색하고 찾을 수 있다.

여성의 동등한 대우 및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정보법에 접근하여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정보의 생애주기 - 즉 모든 형태의 정보 개발, 수집, 처리 및 유포 등-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필요하다면 여성이 별도의 그룹으로 정보 관련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한다.

미디어와 인터넷 등 기타 정보제
공자들의 정보와 콘텐츠를 권한, 
신뢰성, 목표, 잠재적 위험 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디어의 메시지를 해체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내용이 성차별주의, 젠더 고정관
념, 남성중심주의적 현상유지 등과 연관성이 있다면 이를 밝힌다.

온라인 정보와 여성/여아에 대한 정보를 더욱 비판적인 관점으로 살펴본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자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여성과 여아가 잠재적 위험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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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련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자료

      유엔문명연맹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보센터
(UNAOC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learinghouse) - https://milunesco.unaoc.org/ 
welcome/ 

      유네스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홈페이지(UNESCO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Site Pages) 
– https://en.unesco.org/themes/ media-and-
information-literacy 

      유네스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사용 커리큘
럼(UNESCO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 - http://www.unesco.
org/new/en/ communication-and-information/

resources/publications-and-communication-
materials/ publications/full-list/media-and-
informationliteracy-curriculum-for-teachers/ 

      유네스코 미디어 정책 전략 지침(UNESCO Media 
and Policy and Strategy Guidelines), http://
www.unesco.org/new/en/ communication-
and-information/resources/ publications-
and-communication-materials/ publications/
full-list/media-and-informationliteracy-policy-
and-strategy-guidelines/

      미디어 교육 재단 자료 - https://shop.mediaed.
org/all-gender--culturec68.aspx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추출하고 체계화
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 현지 맥락 및 연구를 기반으로, 역량 강화와 평등을 방해하는 요
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다.

콘텐츠에서 얻은 아이디어들을 종합할 수 
있다. 또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정보를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하
며, 자신의 견해 또는 새로운 지식을 시청
자나 독자에게 적절한 형태의 매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인정하고 요구하되, 권리에는 책임이 수반
된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예를 들면, 거짓 정보 또는 다른 개인/집단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정보를 처리하고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 
(온/오프라인)를 제작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즉, 여성에 대한 콘텐츠 제작 
시, 여성/여아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사회적 규범이 되어버린 젠더 고
정관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에이전시를 확보한다.

자체적인 연구와 지역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성평등을 옹호하는 소셜 마
케팅/콘텐츠를 개발 및 배포한다.

미디어와 인터넷 등 기타 정보제공자들과 
함께 자기 표현, 표현의 자유, 문화간 대
화, 민주적 참여 및 성평등을 도모하고 모
든 형태의 불평등 근절 활동에 참여한다.

정보원으로 신뢰할 수 있는 주류 미디어(공공/민간부문 모두), 지역사회 미
디어, 및 인터넷에 접근하고 참여함으로써, 미디어 내에서/미디어를 통해 성
평등을 효과적으로 주창한다. 또한 여성의 민주적 절차 참여를 도모하고 문
화적 표현에 있어서 성평등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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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네트워크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인 1970년대부터 미디어가 여성을 묘
사하는 방식은 여권 운동가들에게 우려를 불러 일으켜 왔다. 
여성단체들은 오늘날에도 국가적 여성인권 옹호활동의 선두
에 서서, 젠더 고정관념, 여성/여아를 비하하는 묘사, 불평등
한 고용조건, 여성기자/인권운동가들의 안전, 및 여성/여아
에 대한 온라인 폭력 등의 문제들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자 노
력하고 있다. 미디어 분야 내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국가적 성
평등 달성노력은 다음과 같다. 
• 미디어 콘텐츠의 성평등과 기업의 성평등 성과 모니터링
• 성평등 옹호활동 
• 교육, 정책 개발미디어 제작 및 시상식
커뮤니케이션 툴이 확장되고 상호 연결됨에 따라, 커뮤니케
이션 네트워크는 국경을 초월하고 전 지역을 연결하여 활발
한 글로벌 동맹이 형성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2007년
부터 ‘라틴 아메리카 미디어 관측소 네트워크(Red Latino-
americana de Observatorios de Medios)’를 통해 수많은 
미디어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창설되었다.

 사회적 운동 및 옹호단체들은 미디어 내 그리고 미디어를 통
해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여권 운
동 단체들은 수 십 년 동안 미디어 산업이 여성을 차별적으
로 묘사하고 대우하는 행태에 대한 의식고양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국제적/지역적/국가적 규범 및 법률 프레임워크의 변
화를 촉구하고, 미디어 조직 내부의 변화를 주창해왔다. 또한 
미디어 기관들(공공/민간 기관 모두)이 달성하기로 한 약속
과 의무 대비 성과를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연구와 모니터링
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디어 조직들의 책임성
을 증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지식 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수사례를 선보이고, 규범적 프레임워크 개발 및 
이행을 주창하였다.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 미디어 종사자 네트워크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에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
면, 여성 분과위원회 또는 기타 관련 분과위원회가 있는 언론
인 노조 내에 미디어 종사자 네트워크가 있다. 이들은 언론매
체와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 단체들이 전문지식을 공유
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및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연결하는 매
핑(mapping)작업을 하면, 미디어의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다른 개인 및 조직들을 파악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디
어 파트너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언론매체가 더 넓은 네트
워크를 통해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예방 활동에 동참하도록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세계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연합	(AMARC)

‘세계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연합(The World Association of Radio Community Broadcasters)은 150개국에서 4,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커뮤니티 라디오 운동을 하는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이다. 세계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연합의 목표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시민이 참여하는 라디오 발전을 지원하고 이에 기여하는 것이다. 세계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연합은 ‘여성 국제 네트워크(Women’s International Network, AMARC-WIN)’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커뮤
니티 라디오 운동을 통해/그리고 그러한 운동 내에서 여성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여성 커뮤니케이터들
이 모이는 대규모 총회이다.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 20주년인 2015년, 세계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연합은 유엔 여성기구(UN Women)와 파
트너십을 체결하고 성평등의 진전/후퇴에 대해 성찰하였다. 이 두 기관은 ‘베이징+20(Beijing +20)’ 관련 국제 라디오 캠페인
을 제작하였다. 이 오디오 시리즈는 1995년과 2015년을 비교 분석하였다. 즉, 과거와 현재의 성평등 현황을 비교하고, 이 캠페
인에 참여하는 전 세계 제작자들의 이야기를 포함하였다. 이 캠페인은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관점의 
이슈들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20년 전에 개최된 ‘베이징 여성대회(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이후로 어떠한 변화
가 있었는지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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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과 
시민사회 단체들 외에도, 아래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비정부 기구 예☞  

(원주민 여성과 여아, 장애 여성, HIV 감염 여성, 여성 청소
년, 이민자, 소수민족/인종 등), 인권 및 평등에 관한 캠페
인 주최단체

• 인권위원회, 인권과 평등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 중인 기존 
인권 비정부 기구

• 보건/경찰/사법 서비스 및 쉼터 제공단체 등 일선 서비스 
제공자

• 현지 독립적인 운동가 내지 활동가   

• 여성 커뮤니티 단체

• 여성 언론인 네트워크

• 독립 미디어 제작자

• 미디어 노조와/또는 방송/인쇄매체 협회

• 미디어 자기규제기구(self-regulatory bodies)

• 젠더 또는 미디어 이슈에 중점을 두는 대학 및 교육기관

• 기타 미디어 전문가

위 단체들을 장기적인 활동이 진행 중인 네트워크에 가입하
도록 초청하여 함께 협력하거나, 특정 파트너들과 함께 구체
적인 프로젝트 예☞(캠페인)를 수행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파트너십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네트워크의 힘을 키
우고 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디어는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과 함께 이 파트너십의 구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세계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연합은 오디오/동영상/인쇄 매체들을 사용하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 전 지역 미디어 네트워크와의 
연결, 회원들의 협업 공간 등에 관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amarc.org/

유엔 여성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amarc.org/unwome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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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는 전 세계적인 젠더·미디어 연합이 탄생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구체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마련되었다. 이
러한 연합 단체들은 다양한 국가의 회원 수 백 명을 연결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미디어 관행과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지
식 허브 역할

• 미디어 모니터링/교육/옹호활동에 유용한 자체적인 도구 
및 접근법 제공 

•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예☞(인권 메커니즘 관련 보도 또는 유엔 여성지위위
원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 참가), 및 공동 옹호(joint advo-
cacy) 이니셔티브 시행

•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는 역할 

더 나은 보도를 위한 네트워킹(Networking	for	Better	Coverage)	(호주)	

호주는 2002년부터 자선가들 및 지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가정폭력에 대한 성인지적이지 못한 미디어 보도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보도와 관련된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미디어를 대
상으로 가정폭력 보도 방법에 관한 툴킷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욱 포괄적이고, 전략
적이며, 협력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면, 기자들의 보도 마감기한이 빠듯했고, 여성/여아에 대
한 폭력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소수집단의 문화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대응 전문가, 성폭력 대응 전문가, 지역사회 봉사자, 언론인, 학자, 경찰, 정부 등 다양한 참여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07년에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2015년에는 이 프레임워크를 개정 및 확대하
였다. 이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여성/여아 폭력에 대한 미디어의 인식과 그러한 폭력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미디어 제보관행에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보완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여성이 자신의 폭력 경험에 대해 미디어에게 말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지원/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보도 담당직원은 해당 이슈에 대해 언론인 및 편집인들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을 받아야 한다. 

• 여성/여아 폭력에 관해 뉴스 가치가 있는 이벤트를 제작하고, 미디어 산업 내부에 존재하는 젠더 이슈들을 점검해야 한다. 또
한, 그러한 젠더 이슈들이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진단해야 한다. 

위 프레임워크와 이니셔티브들은 중요한 도구로서, 뉴스 미디어가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을 보도할 때 더욱 통일된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달하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호주의 가정폭력 및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관련 보도관행이 눈에 띄게 변화되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dvvic.org.au/publications/working-with-news-and-social-media-toprevent-violence-against-women-
and-their-children-a-strategic-framework-for-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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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연합/협정/네트워크의 실례
글로벌 미디어-젠더 연맹(Global Alliance on Media and Gender, GAMAG) 
글로벌 미디어-젠더 연맹(Global Alliance on Media and Gender, GAMAG) 
유네스코가 2013년에 출범시킨 국제적 동맹으로서, 미디어 내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성평등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동맹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전 세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강화된 국제적/지역적/국가적 협력을 통해 변화를 추진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스템, 구조, 

및 콘텐츠에 성평등을 도모한다. 
*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여성과 미디어 진단의 이행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며,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전반적인 공여국, 정부, 개발 기관의 펀딩 프레임워크(funding framework)에서 젠더와 미디어 부분의 우선순위를 개발 및 

유지한다. 
젠더와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700여개의 조직 및 개인들이 이 동맹에 가입하였다. 더 자세한 정보와 가입을 원한
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https://gamag.net/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파트너십을 위한 글로벌 연합(Global Alliance for Partnerships on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GAPMIL)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파트너십을 위한 글로벌 연합은 2013년에 출범하였으며, 모든 시민이 미디어·정
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 협의체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핵심 전략적 파트너십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아홉 가지 주제(거버넌스, 시민의식과 표현의 자유, 모든 시민의 정보 지식 접근

성, 미디어, 도서관, 인터넷 및 기타 정보 제공자들의 발전, 교육, 교수 및 학습, 언어/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종교간 대화, 여성,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및 기타 사회적 약자 집단, 건강과 웰니스, 비즈니스, 산업, 고용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농업, 농사, 
야생동물 보호, 임업 및 천연자원 보존)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미
디어와 리터러시 커뮤니티가 정책적 필요성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 및 협회들에게 공통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전략을 종합적인 개념으로 발전
시킨다. 

더 자세한 정보와 가입을 원한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media-development/media-literacy/ global-
alliance-for-partnerships-on-media-and-information-literacy/  

국제 라디오 TV 여성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in Radio & Television, IAWRT)
전자 미디어와 연합 미디어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창설한 국제적인 단체로서, 여성의 의견과 가치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핵
심적인 요소로 반영하고 미디어 분야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실
천하고 있다.
*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방송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략을 공유한다. 
* 전 세계 미디어 전문가들과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촉진한다. 
* 프로그램, 개발 이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젠더관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제공한다. 
위 연합은 회원들의 전문적인 역량개발을 위해 국제/지역 컨퍼런스, 워크숍, 교육·연수 등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뛰어난 라디
오/TV 프로그램을 만든 창의적인 여성 제작자들에게 우수 PD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언론학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운
영 중이다. 개도국 여성들의 콘텐츠 제작, 교육 및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s://www.iawrt.org/about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및 문화 간 대화 네트워크(UNITWIN 역자 주 - 고등교육을 통해 유네스코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
하는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또는 밀리드 네트워크(MILID Network)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및 문화 간 대화 대학 네트워크(이하 밀리드 네트워크)는 2011년에 출범하였으며, 
전 세계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모인 단체이다. 이 네트워크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 및 문화 간 대
화를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2019년 2월 현재, 전 지역 40개의 정회원 및 준회원 대학들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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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드 네트워크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점에서 성평등을 도모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와 파트너 기
관들은 2013년부터 밀리드 네트워크와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지식정보를 개발하고 밀리드 연감을 매년 발행하고 있다. 이 연
감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문화 간 대화 측면에서 젠더 관점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발행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인권을 강화하고 급진주의와 극단주의에 대응하다(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Reinforcing Human 
Rights, Countering Radicalization and Extremism)”와 2015년에 발행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
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핵심 주제로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를 성평등과 인권을 증진하는 도구로 간주하였다. 더 자세한 정보와 가입을 원한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https://en.unesco.org/themes/ media-and-information-literacy/gapmil/milidnetwork.

성평등 미디어를 위한 도약 콤팩트(Step It Up for Gender Equality Media Compact)
2016년 유엔 여성기구가 출범시킨 단체로서,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옹호하는 미디어 연합이다. 이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는 다음과 같다.
* 사설, 특집 기사 및 뉴스 보도를 통해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강조한다. 
*  매달 최소한 두 번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양질의 기사를 반드시 제작한다. * 성평등을 목표로, 비즈니스, 기술, 

과학, 공학 등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제작할 때 여성을 정보원(sources)에 반드시 포함시킨다. 
* 성인지적 보도 행동강령을 채택한다. 
* 직원 오리엔테이션/교육 시, 성인지 보도 지침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  성인지적 의사결정을 통해 뉴스실의 성평등을 확보한다. 즉, 여성 기자들에게 남성기자들과 유사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기

자들이 정치, 경제, 과학, 스포츠, 기술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취재 및 보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남성 기자들도 여성의 권리
와 성평등 관련 기사를 취재 및 보도하도록 권장한다. 

* 여성 기자들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 멘토(mentor)와 관련 안내를 반드시 제공한다. 
더 자세한 정보와 가입을 원한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http://www.unwomen.org/en/get-involved/ step-it-up/media-compact  

탈선입견 동맹(Unstereotype Alliance) 
탈선입견 동맹은 유엔 여성기구가 소집하는 단체로서, 광고에서의 젠더 편견과 해로운 젠더 고정관념을 근절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30개국 이상의 리더들이 모인 강력한 글로벌 연합체이다. 이 동맹은 새로운 기준과 도구를 활용하여 광고를 
변화시키고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선입견을 배제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도구, 및 지
식을 제공하고,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지원활동을 통해 이들이 해로운 고정관념을 거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 동맹은 
다양한 배경(인종, 계층, 연령, 능력, 민족, 종교, 성적 취향, 언어, 교육 등)을 가진 모든 여성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성평등
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해로운 남성중심주의에 대응하고 있다.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로운 고정관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남성과 남아뿐 아니라 여성과 여아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사회적 규범은 대중의 인식을 형
성할 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http://www.unstereotypealliance.org/en

젠더, 미디어 및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대학 연합 네트워킹 프로그램  
(University Twinning and Networking Programme on Gender, Media and ICTs)   
(유니트윈(UNITWIN) 협력 프로그램) 
이 네트워크는 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젠더/미디어/정보통신기술 학자 간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유네스코 활동 분야 
내 연구교육 및 프로그램개발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네트워크는 미디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관한 교육·연구를 지
원하며, 특히 미디어 내에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과 여성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
* 연구, 교육, 옹호 활동 
*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또한 이 네트워크는 모든 미디어 플랫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장 의미있는 학자들의 기고를 선보이고 그러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네트워크는 여러 지역의 교육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한다. http://www.unitw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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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상 및 인정 

미디어 상 시상은 조직 내에서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와 이니
셔티브를 통해서 성평등에 전념하는 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
고 이들의 우수관행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또한 다른 기관들에게 그러한 모범을 따르도록 하는 효
과가 있다. 즉, 더 많은 미디어 소비자들이 젠더 및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해주고, 더 나은 미디어를 사용 또는 모

색하도록 해준다. 또한 파트너십 구축과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는 성평등 부문, 구체적으로는 여성에 대
한 폭력 부문에 미디어 상이 있다. 각 국가, 지역 및 국제사회
에서 미디어 상이 시상되고 있다. 일회성 행사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미디어 관행에 영향을 미치려면 정기적인 예☞(연
례 행사 또는 1년에 두 번 열리는 행사 등) 행사가 더 효과적이
다. 미디어 상 시상식 규모는 대규모 행사에서부터 특정 지역
에 국한되는 소규모 행사까지 다양할 수 있다.  

미디어 상 예시	

칸 국제 광고제(Cannes Lions Festival of Creativity) 
광고계의 “오스카상(The Oscars)”으로 알려진 칸 국제 광고제(또는 칸 라이언즈 Cannes Lions)는 심사위원들이 광고제 출
품작들을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들을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칸 국제 광고제 심사위원들은 광고 내 해로운 고
정관념이 있는지 살펴보고, 2017년에 도입된 심사 객관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모든 종류의 광고 콘텐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며, 전반적인 광고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또
한 칸 라이언즈는 글래스 라이언즈(Glass Lion) 부문을 신설하였다. 글래스 라이언즈는 ‘더 라이언 포 체인지(The Lion for 
Change)’라고도 불리우며, 마케팅 메시지에 뿌리내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젠더 편견에 도전하고 젠더 고정관념에 따른 남녀 
묘사를 근절하는 작품에게 주어진다. 이 광고제는 마케팅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오래된 신념을 바
탕으로,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글래스 라이언즈 상을 신설하였다. 

크리틱스 초이스 상(Critics' Choice Awards)에서는 강하고 복합적인 여성 인물을 묘사한 작품에게 #씨허(#SeeHer) 상을 
시상한다. 이는 광고주 협회가 2020년까지 미디어 내 모든 여성과 여아를 정확하게 묘사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출범시킨 #씨허
(#SeeHer) 운동의 가치관을 구현한 여성을 인정하는 상이다. https:// seeher.com/

호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미디어 상(Eliminating Violence Against Women Media Awards) 
여성에 대한 폭력을 훌륭하게 보도한 언론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에 기여한 뉴스 미디어의 업적을 치하한
다. http://www.evas.org.au/index.php/what-are-the-evas/about-the-evas-media-awards

인도 ‘라들리 성인지 미디어 상(The Laadli Media Awards for Gender Sensitivity)’ 
2007년에 창설되었으며 추후에 유엔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이 상은 인도의 시급한 젠더 문제를 집중 보도한 미디어·광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치하하며 감사를 표하는 상이다.  
http://populationfirst.org/Laadli%20Media%20and%20Advertising%20 Awards/M__18

파푸아 뉴기니 ‘연례 HIV 및 젠더기반폭력에 관한 우수 미디어 보도상  
(Annual Media Award for Excellence in Reporting on HIV and Gender-Based Violence)’ 
유엔 여성기구와 유엔에이즈계획은 파푸아 뉴기니에서 HIV/에이즈,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및 그 두 문제 간의 주요 연관성에 
대해 훌륭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인정하는 미디어 시상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시상식은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양질의 취재
활동과 사진 보도 활동을 지원한다. 2016년 수상자들은 HIV에 감염된 트랜스젠더 여성, 마녀라고 비난받아 살해된 여성 등에 
관한 기사를 제작하였다. 파푸아 뉴기니는 우수 미디어 보도상에 관한 뉴스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모든 수상후보 및 수상 미디
어들이 새로운 독자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asiapacific.unwomen.org/en/news-and-events/ stories/2016/12/writing-for-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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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시상식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성
에 대한 폭력 관련 콘텐츠를 성인지적으로 표현하고 다루는 
미디어를 치하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우수 미디어로 지정하고, ‘태그’를 달거나(tagging), 양질
의 미디어 기사를 공개적으로 공유한다. 

• 성인지적으로 보도하는 미디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
공한다. 성인지적 기사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월말 
또는 연말에 미디어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성인지적 미
디어 보도를 인정하고 치하한다.

• 소셜 미디어에서 성인지적 보도 기사에 긍정적인 논평을 하
거나 “좋아요” 표시를 한다.

• 제작자에게 서면 편지 또는 이메일을 보낸다. 

• 커뮤니티 알림 게시판 또는 커뮤니티 센터에 글을 게시한
다. 

영국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종식 미디어 상(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Media Awards)’ 

인쇄매체, 방송, 온라인 뉴스, 특집 기사, 논평 및 다큐멘터리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보도의 모범이 되는 미디어에게 수
여하는 상으로서, 폭력이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를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을 공론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를 높이 인정한다.
http://www.endviolenceagainstwomen.org.uk/ campaign/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media-
awards/ 

글로벌 ‘젬테크 상(GEM-TECH Awards) 

2014년 유엔 여성기구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출범시킨 젬테크 상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성평등을 도모하고 훌륭
한 기여를 한 여성과 남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https://www.itu.int/en/action/women/gem/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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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긍정적인 제도적 접근법 증진
다른 조직이나 기관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기관들도 조직 내부 구조, 운영, 및 관행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성
평등, 비차별, 및 비폭력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조직 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조직 내 바람직한 수준의 남녀 성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조직
의 콘텐츠는 더 균형 잡힌, 다양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18년 유럽 의회). 그런 면에
서, 성평등한 미디어 조직은 내부 직원들의 권리를 달성하는 동시에, 사회적 규범, 편견 및 고정관념을 형성
하는 콘텐츠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역량 강화를 하려면 ‘조직 전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즉, 
미디어 조직 내부 시스템, 구조, 직원 채용 및 콘텐츠 전반에 
걸쳐서 성평등과 비차별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
직의 젠더 평가 또는 젠더 감사를 실행하고, 정책과 기준을 개
발 및/또는 개정해야 한다. 직원 채용과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서 남녀 성비를 동등하게 확보하고, 미디어 직원들에게 지속
적인 교육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젠더, 정체성, 힘의 역학관
계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여성 언론인과 인권 운
동가들이 공격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안전하
게 보호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장
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5.1 매핑(mapping) 및 평가 

미디어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디어(기관 및 매체) 조직들을 매핑해야 한다. 매핑을 통해 
가용한 미디어 채널 예☞(인쇄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
인 매체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양한 인
구집단 별 미디어 접근 및 사용률, 미디어의 정보/커뮤니케이
션 철학 또는 접근법, 미디어가 개발 및 배포하는 콘텐츠의 특
징, 미디어 조직의 기능과 구조 예☞(국영 신문사 vs. 인터넷 
중개자), 미디어 조직에 적용되는 법률 프레임워크 예☞(공
공 미디어기관 또는 민간 미디어기관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
임워크), 미디어 조직 리더들의 조직 내 성평등 달성 의지/노
력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매핑은 어느 미디어 파트너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다가갈 것
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제도적 변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특정 결과 예☞(법률/정책적 변화, 사
회적 규범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동원 등)를 도출하기 위한 캠
페인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미디어 파트너와 협력하
는 것이 좋은 지 알아낼 수 있다. 조직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고
자 하는 미디어 조직은 내부적으로 철저한 젠더 평가 또는 젠
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젠더 감사는 미디어 조직의 정책, 시
스템, 및 관행들의 전반적인 강점, 갭, 도전과제 및 기회요인
들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조직
의 기능 구조와 긍정적 관행뿐 아니라 갭과 개선이 필요한 분
야를 보여주는 기초선(baseline) 역할을 하며, 이 기초선 대
비 진전도를 추적할 수 있다(유럽 성평등 젠더 감사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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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감사, 평가 또는 분석 도구들

      여성 역량 강화 격차 분석 도구(Women’s Empow-
erment Principles GAPS Analysis Tool) - https://
weps-gapanalysis.org/  

      젠더 감사 퍼실리테이터용 매뉴얼(A manual for gen-
der audit facilitators): 세계노동기구 참여적 젠더 감
사 기법(The ILO participatory gender audit meth-
odology) (제 2판) - http://www.ilo.org/gender/ 
Informationresources/WCMS_187411/lang--en/ 
index.htm 

      젠더 감사 핸드북(The Gender Audit Handbook) 
조직의 자기평가 및 변화를 위한 도구(A Tool for Or-
ganizational Self-Assessment and Transforma-
tion) - https://www.interaction. org/sites/de-
fault/files/Gender%20Audit%20 Handbook%20
2010%20Copy.pdf 

      미디어를 위한 유네스코 성인지 지표(UNESCO’s 
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GSIM) 
-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
tion-and-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
and-communication-materials/publications/
full-list/gender-sensitive-indicators-for-media-
framework-of-indicators-to-gauge-gendersensi-
tivity-in-media-operations-and-content/ 

남아프리카공화국 교육 미디어 젠더 감사(Gender	in	Education	Media	Audit)	

‘평등과 정의를 위한 젠더 링크(Gender Links for Equality and Justice)는 유네스코의 글로벌 미디어-젠더 연맹 (UNESCO 
Global Alliance for Media and Gender)의 창립 회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기반을 둔 NGO이다. 이 NGO는 남아프리카 
14개 국가의 미디어 내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젠더 이슈의 진전사항을 평가하면서,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젠더 발전을 촉진하
는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미디어 내 젠더 콘텐츠, 미디어 분야의 여성 취업률, 젠더에 관한 미
디어·정보 리터러시 등과 관련된 몇 권의 보고서를 제작하였다. 이 NGO는 젠더 관련 옹호활동, 역량 강화, 미디어·정보 리터
러시 와 네트워킹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저널리즘과 미디어 교육·훈련의 성주류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관련 미디어 감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위 NGO는 남아프리카 13개 국가에서 젠더 및 미디어 전문교육기관
을 설립하였다. 또한 100여개의 지방 의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들의 정책, 역량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에 젠더관점을 통
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 구조, 업무 내용 및 관행에 변화를 도모하였다. 미디어 기관은 교육과정을 성주류화하고 젠더 및 미디
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을 받는다. 

젠더와 미디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genderlinks.org.za/what-we-do/media/research/

젠더와 미디어 감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genderlinks.org.za/what-we-do/media/research/gender-in-media-education-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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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젠더 간 동등한 성비 (Gender Parity)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협약(CEDAW -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은 회원국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반으로 동
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
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
였다(여성차별철폐조약 CEDAW 제11조). 유엔 제4차 세계
여성회의(The United Nations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1995년)는 “여성의 힘의 증진과 의사결정 참여
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요건이다. 이는 미디어 내
에서 그리고 미디어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여
성의 의사표현과 의사결정과정 접근 및 참여를 높이는 데에
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베이징 행동강령 Beijing Plat-
form for Action). 미디어 조직의 직원채용 및 의사결정 체
계에서 남녀 간 동등한 성비를 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
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성 비중 30%를 달
성해야 한다. 

미디어 조직의 여성 대표성을 추적해본 결과, 진전이 더디게 
나타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뉴스 미디어 내 여성 기자 및 아나운서 비중을 추적
한 결과, 10년 넘게 진전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신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뉴스 프로에서 기사를 보도하는 여성 언
론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37퍼센트를 유지했다(2015년 글로
벌 미디어 모니터링 프로젝트, Global Media Monitoring 
Project). 전 세계 500개 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
구조사에 따르면, 최고경영진 중 여성의 비중은 27% 뿐이었
다 (2011년 국제 여성 미디어 재단, International Women’s 
Media Foundation).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여성 임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적었다. 글로벌 최고 기술기업 및 소셜 미디어 
기업 일부의 경우, 정보보안 전문가 중 여성은 11%, 기술 인
력 중 여성 비중은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국
제 정보시스템 보안 인증 컨소시엄(ISC) 및 세계경제포럼). 유
럽 여성 오디오 비주얼 네트워크(The European Women’s 
Audiovisual Network)에 따르면, 영화학교를 졸업한 영화
감독 중 절반이 여성인 반면, 실제 영화산업에서 감독으로 일
하고 있는 여성은 전체의 1/4도 되지 않는다(2018년 유럽 의
회). 지나 데이비스 연구소(The Geena Davis Institute)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산업의 여성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영화 중 17% 만이 여성 감독이 리
드한 영화였다.

• 남성 캐릭터는 여성 캐릭터보다 출연시간이 두 배 더 길었
다. 

• 최고 흥행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보다 대사량
이 두 배 더 많았다. 

• 아동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대사가 있는 역할 중 남
성 캐릭터 비중은 거의 3/4이었으며, 영화와 TV 나레이션 
중 83%는 남성의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 영화 산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전체 감독 중 7%, 작가 중 
13%, 제작자 중 20%일 뿐이다(영화와 TV의 경우).

• 광고, 특히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경우, ‘프리더비드(Free 
the Bid)’, ‘3% 무브먼트(3% Movement)’ 및 ‘영 크리에
이티브 협의회(Young Creative Council)’의 연구에 따르
면 다음과 같다. 

o 2008년에는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 감독 중 3.6%만
이 여성이었다. 2016년에는 해당 비중이 세 배 증가하여 
11%가 되었다.

o 크리에이티브 산업에서, 전체 카피라이터 중 여성은 
11.6% 뿐이며, 아트디렉터 중 여성 은 9.6%이다.

o 전체 영화 감독 중, 여성의 비중은 7% 미만이며, TV 광고 
감독 중 여성의 비중은 9%이다.

o 청년 여성 크리에이티브 중 70%는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또는 임원급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일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o 청년 여성 크리에이티브 중 70%는 전체 인원 중 75%가 
남성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o 청년 여성 중 60%는 광고산업은 젊은 여성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려면, 채용 프로세
스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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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철폐 조치 
* 여성 채용 할당제(quotas) 
* 적정 급여(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적용)와 혜택

또한 동일한 실력을 가진 남성과 여성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편향과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연
구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성 직원을 유지하려면 이들에게 커리어 개발 및 발전 기회
를 제공하고, 멘토링, 코칭 및 승진을 지원해야 한다. 여성의 

의사결정, 의견, 기여 및 리더십 스타일을 존중하는 것은 물
론, 유연한 근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성에게 불균
형적으로 돌봄 책임을 부여하는 고질적인 사회·문화적 요인
들을 인지하되 남성의 돌봄 참여를 촉진하는 육아휴가 정책
을 시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직장에서 직면하는 성
폭력 및 젠더기반 폭력(성희롱 포함)의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
고, 적절한 폭력예방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폭력을 겪은 사람
들에게 적절한 지원 제도와 해결책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McKinsey, 2015).

미디어 조직 내 의사결정자들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려면 다
음 사항들을 고려한다(2012년 유네스코). 

• 기업의 소유권, 비즈니스 경영 및 이사회 직급 중 여성의  
비중 

• 미디어 내 리더십 지위(편집국장, 편집자, 부서장, 보도국장 

등)에 있는 여성의 비중

• 의사결정 직급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사항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

• 효과적인 평등기회 정책과 함께 포괄적인 이행조치, 목표, 
기한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원칙(Women’s	Economic	Empowerment	Principles)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원칙은 유엔 여성기구와 유엔 글로벌 콤팩트가 수립한 것으로서, 민간 부문이 직장, 시장 및 커뮤니티
에서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공한다. 기업 정책과 운
영과정 전반에 걸쳐 개방성과 포용성을 높이려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법, 도구 및 관행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다
자간 협의를 통해 수립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원칙’은 기업이 기존 이니셔티브, 벤치마크 및 보도 관행을 젠더 관점에서 분
석할 수 있도록 ‘젠더 렌즈(gender lens)’를 제공한다. 위 원칙은 기업의 실제 비즈니스 관행을 참고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
업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정책/관행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위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평등을 위한 기업 고위급 리더십을 구축한다.

• 직장 내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철폐한다. 

• 모든 남녀 근로자에게 보건, 안전, 복지를 보장한다. 

• 여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을 장려한다. 

•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개발, 공급망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실행한다. 

• 지역사회의 이니셔티브와 옹호활동을 통해 성평등을 도모한다. 

• 성평등 달성 진전도를 측정하고 공시한다. 
      여성 역량 강화 원칙 포털 및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한다. http://www.empowerwomen.org/W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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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조직 내 직원과의 협력 및 지지로 수립된 평등 기회 
정책 

• 평등한 기회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고 여성의 업
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 도입 예☞(직장 어린이집, 
시간제 근로, 임원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유)

• 포괄적인 평등기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 의사결정 직급의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할당제

• 차별 철폐 조치 및 관련 위원회 수립

• 미디어 내 모든 조직 단위별로 여성 비중 증가 

• 남녀 성비 균형을 고려한 사내 구인 공고를 투명하게 발표
하고, 직장 내 모든 사람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록 지원 

• 의사결정 직급의 남녀성비 균형에 대한 정책 홍보 

• 평등기회 정책에 대한 인식 평가

• 평등기회 정책 실행에 대한 성과 보고

자료
      미디어를 위한 유네스코 성인지 지표(UNESCO Gen-

der 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Guide): https://
unesdoc.unesco.org/ark:/48223/ pf0000217831 

      미디어 내 성평등(Gender Equality in Media): 
https://en.unesco.org/themes/media-diversity-
and-gender-equality

      미디어 산업의 성평등 발전(Advancing Gender 
Equality in Media Industries):  
https://www.agemi-eu.org/ 

5.3 정책, 프로토콜, 행동강령 

조직의 정책, 업무 지침 및 프로토콜은 미디어 조직 내 관행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이 조직운영의 기대치를 설
정하고, 직원 및 그들의 업무활동에 대한 행동강령으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 “젠더 중심의 미디어 윤리강령은 젠더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관행을 제도화할 수 있다. 젠더-윤리 과점
에서 전문적인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2012년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
의회 및 국제기자연맹).” 일부 조직들은 젠더 및 젠더기반폭
력에 관한 기사 게재 및 편집 정책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정책을 이제 막 도입하는 조직들도 있다. 국제기자연
맹이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디어 기업 중 
26%만이 젠더기반폭력과 성희롱에 관한 정책이 있다(IFJ).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 미디어 관련 젠더 정책
이 ‘거시적인 산업’ 또는 ‘협회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강령과 지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위 연구에 의하면, 미디어 관련 젠더 규정이 존재하
더라도 강제력이 없고 실제 집행 예☞(문제를 바로잡는 시정
조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정 준수 메커니즘이 취약하다
(2012년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회 및 국제기자연맹). 위 
연구 결과,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그 정책을 보
완하는 전략들(교육 및 책임성 메커니즘 등)을 채택해서, 이
들의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희롱 및 가정폭력 정책	
괴롭힘과 폭력에 관한 정책은 성인지적이어야 하며 실제 근
무현장에 내재화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직접적인 근
무 장소뿐 아니라 외근 및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장소, 출
퇴근 공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다른 유형의 폭력들 예☞(가정폭력/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
력/가족폭력)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 수립 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특징이 있음
을 인식해야 하며, 그러한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 역학관
계와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예방·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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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책은 해당 집단과 직원 구성 현황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 예☞(여성 성소수자, 여성 이민자, 소수
인종/민족 출신 여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
하는 여성들은 폭력과 괴롭힘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영
향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인력들도 정책에 고려해야 한다. 이들
은 정식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을 겪
을 위험이 더 크다.

성희롱 정책은 포괄적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

•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 상호작용 등 불쾌한 행동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의

• 금기 행동 예시

• 젠더, 차별,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리더의 책임성 강조와 함
께 예방활동/교육 등 예방조치

 
• 신고(비밀유지, 보복 방지 등) 및 항의 절차(공식적/비공식

적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 국가 내 가용한 외부 법률/사법 메커니즘 

•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재 및 징계조치
 
• 조직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생존자

에게 지원 제공

• 정책 실행/모니터링/개정 방법에 대한 설명

• 기타 관련 정책들 예☞(보복 방지, 가족휴가 등) 및 근거 자
료에 대한 안내

가정폭력 정책(보통 단체협약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은 
포괄적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가정폭력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의 

• 국가 내 가정폭력 발생률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특히 가정
폭력이 피해자/생존자의 직장과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 가정폭력의 다양한 양상과 가정폭력 정책에 대해 조직 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상세한 계획 내지 조치들 

• 안전 계획 및 외부 기관 연계를 위해 담당 매니저, 경비 및 보
건 담당자에게 교육 실시 

• 가정폭력 정책에 관하여 핵심 담당자 지정 및 그들의 역할·
책임에 대한 정의 

• 조직이 폭력을 겪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항목과 안전
사항에 대한 설명

• 가정폭력 정책의 실행/모니터링/개정에 대한 설명

• 기타 정책 예☞(가족 휴가) 및 근거 자료에 대한 안내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실례가 함께 들어있는 지침 및 정책은 
다음을 참고한다.

      영국 성희롱 정책 모델(Model Policy on Sexual 
Harassment) https://www.unsceb.org/content/ 
addressing-sexual-harassment-within- 
organizations-un-system

      성희롱 근절을 향하여: 미투 운동의 시대, 변화의 시급
성과 성격(Towards an end to sexual harassment: 
The urgency and nature of change in the era of 
#MeToo) http://www.unwomen.org/-/media/
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library/ 
publications/2018/towards-an-end-to-sexual-
harassment-en.pdf?la=en&vs=4236

      국제 사무직 노조 연맹 소속 노조를 위한 가정폭력 정책
(Domestic Violence Policies for UNI Affiliated 
Unions)http://en.breakingthecircle.org/descar 
gas/en/ man/violencepolicies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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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및 다양성 정책	
성평등 및 다양성 정책은 조직이 직원의 대표성, 가치, 안전 
및 인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성평등 개선을 달성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여성과 남성 간에 평등한 채용 및 승진 프로세스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편견없이 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직원을 인정 및 보상하는 

제도 
* 가족 돌봄 책임에 대해 비차별적 접근법 적용
*  젠더 기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다양한 리더십 

직위/직급에 진정한 접근성을 갖도록 지원

• 직장 성평등 정책 사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
고한다.
https://www.wgea.gov.au/sites/default/ files/Char-
acteristics-of-a-Gender-Equality-policy.pdf 

남성과 여성 간에 돌봄 책임(즉, 자녀와 아픈 가족을 돌볼 책
임)을 불평등하게 부여하는 관행은 고용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다. (대부분의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을 지
원하는 정책과 광범위한 조치들이 부족하거나 부진한 경우, 
여성은 직장을 퇴사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커리어 개
발과 발전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2017년 유엔 고위급 위원
회).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
구 및 협의를 거친 후, ‘맞벌이 부부와 돌봄 제공자의 일과 삶
의 균형 지원 이니셔티브(An Initiative to Support Work-
Life Balance for Working Parents and Carers)’의 개요를 
발표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포함한다
(2017년 유럽 집행위원회).

• 가족관련 휴가와 유연근무제 구성 관련, 혜택 사용자들의 
성별균형을 개선한다. 

• 육아와 간병 돌봄의 질, 적정 가격 및 접근성을 개선한다.

뉴질랜드 공무원 협회의 직장 내 가정폭력 관련 캠페인	 	
(The	New	Zealand	Public	Service	Association	(PSA)	on	Family	Violence	at	Work)

뉴질랜드 공무원 협회는 뉴질랜드 최대의 공무원 협회 노동조합으로서, 중앙 정부, 국영 기업, 지방 의회, 보건 위원회 및 지역사회 단
체 근로자들이 회원으로 있다. PSA는 가정폭력이 직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여, 직장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적극
적인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PSA는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직장동료, 대의원(대표), 조직책, 및 고용주에게 자문을 제공하
고 있다. 또한 고용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정폭력 조항 예시를 고안하였다 (아래 참고).

가정폭력은 직원의 직장 내 근태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주는 가정폭력을 겪는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병원 진료, 소송 절차, 및 기타 가정폭력 관련 사안들을 처리하도록 연중 어느 기간이든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유급휴가

는 직원이 받을 권리가 있는 정규 휴가 외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연속해서 며칠 동안, 하루 씩, 또는 하루의 일부분을 사용
할 수 있다.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  고용주는 직원의 안전 계획을 지원하고 이들이 괴로운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유연 근무제를 통해 지원 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직원이 근무시간대/근무시간 패턴 변경, 업무지역 또는 근무지 변경, 업무 전화번호 내지 이메
일 주소 변경 등 합리적인 요청을 한다면 이를 승인해 준다. 

*  가정폭력을 겪는 동료를 돕는 직원의 경우, 그 동료와 함께 법원과 병원에 동행하거나 자녀를 돌보아 주기 위해 가정휴가를 낼 수 있
다. 가정폭력 관련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이 유지되며, 직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파일에 기록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입증자료가 
요청될 수 있으며, 이 문서는 경찰, 의료인 또는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 단체와 합의된 양식을 따를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s://www.psa.org.nz/search/results?Search=family+violence&acti on_result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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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와 돌봄 제공자가 일하면서 겪는 경제적 불이
익을 해결한다.

업무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평등 증진 요소들(2012년 유네스
코)은 다음을 포함한다.

• 직장 내 성평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젠더 담당관 
또는 성주류화 담당관을 임명한다.

• 젠더 담당관/성주류화 담당관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인식하
도록 한다.

• 직장 내 성평등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수립한다. (미디
어 조직 별 여성과 남성의 비중(뉴스실 직원의 남녀 성비, 제
작팀 직원의 남녀 성비) 및 미디어 조직 전체 직급 별 여성과 
남성의 비중(주니어 직급, 중간 관리자 직급, 최고경영진 등
의 남녀 성비)을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

• 뉴스실에 여성 직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실천사항들을 정
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한다.

• 미디어 조직 내 일반적인 근무여건/환경과 급여/승진 기회 
등 권리 측면에서, 모든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 동일임금과 여성과 남성의 승진율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한다.

• 매년 승진자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 및 기존 정책에 따른 급
여 인상률을 점검한다.  

• 직장 연금제도 등 고용조건과 혜택을 여성과 남성에게 동
등하게 적용한다. 

•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고 투명한 채용관행을 실천한다 
예☞(면접관들의 남녀 성비 균형을 맞추고, 적절한 시점
에 젠더 담당관이 조직의 채용 프로세스/프로그램에 참여
한다). 

• 여성과 남성 간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노사 단체협약
을 마련한다.

• 조직 내 모든 성평등 관련 정책들이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2조, 4조, 10조, 11조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 성인지 예산 계획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

링 한다.
 
• 동등한 대우 등 젠더 관련 HR 정책을 마련한다.

• 젠더 관련 HR 정책이 조직 전체적으로 공람되도록 한다.

• 미디어 조직이 직원들에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우에 관
한 노동법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해준다. 

• 시간제 근무 직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점검한다. 

• 정규직 직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점검한다.

• 다양한 뉴스 주제를 제작/보도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예☞(스포츠, 정치 및 무력분쟁)을 점검한다. 

• 여성의 참여가 적은 뉴스 주제를 제작/보도하는 여성의 비중
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예☞(여성 할당제)를 취한다. 

• 모든 뉴스 주제에 여성의 참여 예☞(제작/보도)를 늘리기 
위한 실천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한다. 

      미디어를 위한 유네스코 성인지 지표(UNESCO Gen-
der 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Guide): https://
unesdoc.unesco.org/ark:/48223/ pf0000217831 

편집 및 기사 게재 정책	

콘텐츠 수집, 개발 및 배포에 관한 정책들은 언론인, 방송인 
및 기타 미디어 관계자들이 일상 업무에서 준수할 것으로 예
상되거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원칙, 업무 지침, 규
정 내지 행동강령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정책 중에는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한 차단(bl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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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도(reporting) 메커니즘도 있다. 인터넷 중개자들과 정
보통신기술 관련 기업들이 젠더/인권 단체들과 함께 온라인 
폭력에 대한 정책과 대응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는 콘텐츠 차단/보도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시작
했다. 

BBC	편집 지침	

BBC는 미디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침을 수립하였다. BBC 편집 지침은 미디어 조직으로서 BBC의 원칙들을 명확
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해당 지침 사용법을 명시하였다. 이 지침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정확성 

• 공정성 

• 유해성과 공격성(폭력, 섹스, 협박, 모욕감 등의 묘사에 관한 별도의 섹션 등) 

• 공정성, 출연자, 동의 

• 사생활 

•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보도 

• 아동 및 청년 출연자 

• 정치, 공공 정책 및 여론조사 

• 전쟁, 테러, 응급상황 

• 종교 

• 재사용 및 수정 

• 편집의 무결성 및 외부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 이해 상충 

• 외부 관계 및 자금 

• 시청자와의 상호작용 

• 법(피해자, 범죄자, 사생활, 안전 등에 관한 별도의 섹션 포함) 

• 책임성 

BBC 편집 지침은 위 언급된 섹션을 통해, 피해자와 범죄자를 대하는 방법 및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보도에 관해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전체 지침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downloads.bbc.co.uk/guidelines/editorialguidelines/pdfs/Editorial_Guidelines _in_full.pdf



여성폭력 담론을 위한 미디어 활용 핸드북 43

언론인들은 미디어 조직과 협력하여, 위 원칙과 규정들을 지
원 및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성인지적이고 권리에 기
반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정에 명시된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를 침해 받
았다면, 관련 규칙과 규정들을 더 잘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해당 미디어의 책임성 메커니즘에 따라 정식 
항의를 하고/또는 해당 내용을 더 널리 알려서 대중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

미디어 조직이 콘텐츠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윤리강
령/편집정책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들(2012년 유네스코)

• 미디어 조직은 미디어 콘텐츠 내에서 성평등을 증진하는 윤
리강령/편집정책을 추진한다.

• 구체적인 미디어 관행(정보원 확보 등) 참고자료가 있는 젠
더 정책(서면)을 마련한다. 

• 젠더 표현 참고자료가 포함된 강령(서면 행동강령)을 수립
한다. 

• 기자들과 크리에이티브/테크니컬 담당직원들이 업무 시 성
차별주의를 배제하고 성인지 업무관행을 필수적으로 채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인지 보도 스타일북/매뉴얼, 
다양한 분야의 여성 전문가 안내 책자,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젠더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및 기관 명단 등 참고자료
를 활용한다.

• 편집자 등 전문 인력이 젠더/다양성 정책, 젠더/다양성 감
수성이 반영된 윤리강령과 스타일북/매뉴얼 등을 잘 인지
하고 수용하도록 한다.

• 이사회 위원과 고위 관리자 등 경영진이 젠더/다양성 정책
과 젠더/다양성 감수성이 반영된 윤리강령을 잘 인지하고 
수용하도록 한다.

• 조직/교육 프로그램/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이 젠더 정
책, 성인지 윤리강령 및 스타일북/매뉴얼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이들의 성인지 역량을 미디어 관행에 적용하도록 지
원한다. 

 
• 조직 내부에서 젠더 정책, 성인지 윤리강령, 스타일북/매뉴

얼 및 교육 프로그램/워크숍 등의 효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를 정기적/지속적으로 모니터
링 한다. 

• 대중이 옴부즈맨, 독자 편집자 및/또는 신문 평의회 형식으
로 미디어 콘텐츠의 성평등 이슈에 대해 항의/비판할 수 있
는 포럼(조직 내부 메커니즘을 통한 포럼)을 제공하고, 대중
에게 그러한 포럼의 존재를 알리고 설명한다. 

• 젠더이슈 관련 항의에 대한 미디어 조직의 대응과 젠더 이
슈 관련 성과에 대해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젠더 
정책을 널리 알린다.  

• 성과평가 및 승진 규정에 미디어 콘텐츠의 성인지 역량과 
젠더정책 준수 성과를 포함시킨다.  

• 외부 독립적인 조직(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을 활용하여 대
중에게 미디어 콘텐츠관련 항의/비판할 수 있는 포럼을 제
공하고, 대중에게 그러한 메커니즘의 존재를 알리고 설명
한다.

• 워크숍 참석자 리스트에 대해 성별분리 정보를 확보한다. 

• 저널리즘 콘텐츠의 경우 성별분리 데이터 사용을 권장한다. 

• 중대한 문제에 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실행조치를 점
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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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2~6세

아동기	
7~10세 초기 청소년기	11~13세 후기 청소년기	14~17세

아동이 젠
더에 대해  
배우는 것

•  자신이 소년 또는 소녀라는 것 
(성별 정체성)을 배움. 

•  각 성별의 활동, 특성, 장난감, 능력 
등에 관한 고정관념에 대해 배움.

•  성별 고정관념적인 놀이와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강화됨. 

•  자신과 타인에 대해 경직된 
고정관념을 가짐; 젠더역할을 
위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 

•  자신과 성별이 같은 아이들과 놀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임(성별 분리 
현상).

•  여성과 남성 간에 심리적인 
구분을 지음 예☞(여성은 더 
감정적이고 다정하며, 남성은 
야망이 있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함)

•  각 성별이 특정직업/학과과목과 
연관성이 있다고 배움

•  젠더 고정관념이 더 유연하게 
형성됨. 

•  성별분리 현상이 강화됨.

•  사춘기로 신체변화가 
시작되면서 외모에 대한관심 
및 자의식이 생김. 

•  사춘기와 함께, 문화적 
젠더규범을 따르려는 욕구가 
커짐(성별강화 현상).

•  성별강화 현상과 함께, 크로스 
젠더 매너리즘(cross-gender 
mannerism)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아짐. 

•  데이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생김.

•  성별분리 현상이 완화됨. 
•  젠더고정관념이 더 유연해짐. 
•  커리어, 직업, 역할, 일에 대한 
생각이 현저하게 증가함; 그러한 
생각이 젠더 고정관념을 반영할 수 
있음. 

•  연애와 데이트 경험이 쌓이면서, 
로맨틱/성적인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함.  

•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

미디어 
콘텐츠의 
지향점

•  성별의 구분 없이 다양한 
사고방식과 다양한 역할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여줌.

•  남아와 여아 및 남성적/여성적 
행동/특징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묘사함.

•  젠더 고정관념을 깨는 행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여줌. 

•  여아와 남아가 자신과 성별이 
다른 어린이들과 건전하고 
평등주의적인(egalitarian) 우정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줌. 

•  다양한 인종/신체/얼굴/머리모양/
옷을 입은 여아와 남아의 모습을 
보여줌

•  젠더 중립적인 색채를 사용함. 
•  세상을 차별적으로 분리된 곳으로 
묘사하지 않기 위해, 카메라 필터, 
편집 기술, 음향 효과, 음악 등을 
다양하게 사용함.

•  다른 사람들의 놀림을 받지 않고
(특히 남성 캐릭터에게 중요함), 
여성적/남성적 행동/역할을 모두 
하는 롤 모델을 보여줌. 

•  성별에 맞는 역할이 아닌 
(특히 여성 캐릭터에게 중요), 
맥락과 상황에 따라 도구적인
(instrumental) 활동을 하는 
(어떠한 일에 몰두하는) 롤 모델을 
보여줌.

•  성별에 맞는 감정이 아닌(특히 
남성 캐릭터에게 중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는
(감정과 감수성을 보이는) 롤 
모델을 보여줌.  

•  여성을 전문직으로, 남성을 돌봄 
제공자로 묘사하는 등, 전통적인/
비전통적인 직업 모두를 가진 
성인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보여줌. 

•  성애화되지 않은(non-
sexualized) 여성 캐릭터 예
☞(현실적인 몸매에 다양한 옷 
스타일을 즐기는 여성 캐릭터. 
여성을 묘사할 때 붉은 입술, 긴 
속눈썹, 가슴골, 비현실적으로 
긴 다리, 흘러내리는 머릿결 등의 
표현을 지양해야 함.)를 제시함. 
공격적이지 않으며 폭력을 쓰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남성 
캐릭터를 보여줌.

•   가치와 행복은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특히 여성 
캐릭터에게 중요함) 신체적 
힘으로 생기는 것도 아님을 
(특히 남성 캐릭터에게 중요함)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함

•  취미와 도구적 일상 활동  
‘대신에’가 아닌, 취미와 도구적 
일상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데이트와 연애를 
하는 롤모델을 보여줌. 

•  자신과 성별이 다른 사람과 
긍정적이고 서로를 지지하며 
채워주는 우정관계를 갖는 
사례들을 보여줌. • 다른 
사람들의 놀림을 받지 않고 
(특히 남성 캐릭터에게 중요함) 
여성적/남성적 매너리즘, 
행동 및 커리어/학문적 흥미를 
표현하는 롤 모델을 보여줌 

•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겪으면서 인정받고 지지받으며 
자아실현을 한 트랜스젠더 
캐릭터를 보여줌.

•  자신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관심사(섹스 
이외에)를 가졌으며, 이성애적이지 
않은(non-heterosexual) 캐릭터를 
인정하는 남아와 남성의 모습을 
묘사하여 보여줌

•  젠더 기반 인종차별주의 적인 
고정관념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줌

•  젠더 고정관념 없이 원하는 직업을 
꿈꾸는 10대 캐릭터 (과학자가 되고 
싶은 소녀와 간호사가 되고 싶은 
소년 등)와 전통적/비전통적 직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아실현을 한 
성인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여줌. 

•  데이트 장면의 경우, 젠더 고정관념
(소년이 늘 먼저 데이터를 신청하고 
소녀는 수동적이고 잠자코 동의하는 
모습)에 얽매이지 않는 대본을 
사용함. 

•  성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성관계 
파트너가 행동할 때에 젠더 역할에 
상관없이, 당사자 모두가 행위 
주체성(agency)이 있는 모습을 
표현하도록 함. 

•  성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니즈를 편안하게 표현하는 여성 
캐릭터를 보여줌. 

•  자신과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과 
연애관계나 성적인 관계가 아닌, 
우정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가진 
모습을 보여줌. 

‘커먼 센스 미디어(Common Sense Media)’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성평등 지침(2~17세용 영화 및 TV 콘텐츠의 긍정
적인 젠더표현 발전을 위한 권고 )을 제작하였다.

출처 :  https://www.commonsensemedia.org/sites/default/files/uploads/pdfs/2017_commonsense_watching 
gender_executivesummary_0620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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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은 젠더 중립적이지 않다. 미디어와 
기술은 어떤 환경과 맥락에서 발전하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젠더 격차는 현재 미디어와 인터넷 생태
계가 직면한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로서, 여성의 인터넷/디지
털 기술 접근성, 인터넷/디지털 기술을 자신에게 이롭게 활
용하는 능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프로세스에 의
미 있게 참여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많은 국가의 
여성들이 인터넷 접근/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장벽들을 경험
한다. 예를 들면, 비용부담 능력, 네트워크 기지국, 인터넷의 
질과 가용성 등의 ‘실체적인(concrete)' 장벽뿐 아니라, 콘텐
츠의 가용성 등 ‘아날로그적인(analogue)’ 장벽도 경험한다. 
교육 접근성/성취도, 인터넷 활용 능력/소득, 직업적 지위, 온
라인 학대 및 젠더기반 폭력과 위협에 대한 노출 등 구조적
인(structural) 장벽도 존재한다. 이렇게 여성의 인터넷 접근

성과 사용능력은 사회적 고정관념과 문화적 규범들의 영향을 
받는다. 위 요소들은 상호 교차하면서 어려움을 만들어 낸다.

여성이 인터넷 정책입안에 참여한다면, 이들의 인터넷 능력
과 니즈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참여가 
없다면, 디지털 젠더 불평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디지
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통해 미디어·정보 리
터러시 능력을 기르고 강화해야 한다. 즉, 인터넷 사용자가 디
지털 기술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기들을 사용하여, 정보를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의, 접근, 관리, 통합, 소통, 평
가 및 창작하고,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규제당국, 시민사회 및 미디
어는 온라인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자료
• 미디어를 위한 유네스코 성인지 지표(UNESCO Gender 

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Guide) : https://
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17831 

• 젠더 윤리적 언론 및 미디어 하우스 정책(Gender-Ethical 
Journalism and Media House Policy) - http://cdn.
agilitycms.com/who-makes-the-news/Imported/
learning_resource_kit/learning-resourcekit-book-
2-eng.pdf   

• 국제 신문 편집자 협회 온더라인 프로젝트(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OnTheLine Project) - https://ipi.
media/programmes/ontheline/ 

• 온라인 괴롭힘 예방 및 표현의 자유 증진에 관한 국제기자
연맹 온라인 괴롭힘 및 소셜 미디어 정책 초안 (미디어 하우
스를 위한 정책) (Preventing Online Harassment and 
Promoting Freedom of Expression Draft IFJ Online 
Harassment Social Media Policy (for media houses))- 
https://samsn.ifj.org/wp-content/uploads/2017/03/
IFJ_ Online_Harassment_Social_Media_Policy.pdf 

• 미디어에서의 젠더: 남아프리카 툴킷(Gender in Media: 
A Southern Africa Toolkit)- http://portal.unesco.
org/en/files/47269/126500 28681Gender_in_
Media_Training_A_southern_ African_Toolkit.pdf/
Gender%2Bin%2BMedia%2BTra ining%2BA%2Bsouth
ern%2BAfrican%2BToolkit.pdf

유네스코 롬 원칙 및 지표(The	UNESCO	ROAM	Principles	and	Indicators)	

국제적인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롬(ROAM) 원칙은 인권(Rights), 개방성(Openness), 모두를 위한 접근성(Access) 그리고 다
양한 관계자의 참여(Multistakeholder practice)를 달성하기 위한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다. 롬 원칙은 관련 세부 지표들과 함
께 글로벌/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롬 원칙은 근거에 기반한 인터넷 정책
입안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롬 지표를 사용하는 연구들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를 중요시 여긴다. 
이를 통해 국가별 인터넷 공간(현황)을 평가하고, 다양한 기관 및 참여자들(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기술 커뮤니티 등)에게 
개선을 위한 권고를 제시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s://en.unesco.org/internetuniversality/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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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교육 

모든 변화 프로세스와 전문적인 개발을 지속하려면 교육이 
핵심 관건이다. 직원들이 조직의 구조, 정책, 지침 및 기존 강
령을 잘 숙지하기 위해서는 – 즉, 그러한 제도 및 정책들이 어
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며, 정책 위반이 발
생한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정책/메커니즘을 어
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 등을 파악하려면-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비전은 장기적인 변화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직의 제도적 문화를 바꾸
려고 노력하는 구성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단
순한 성희롱 예방/다양성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직원들이 차
별을 포함하는 젠더 이슈들과 권력 역학관계에 대해 이해하
고, 자신의 경험과 편견(의식적/무의식적 편견)을 돌아보며, 
그러한 요소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일터에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 즉, 교육을 통해 직원들
이 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장애인 차별 및 기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더 자주 깊게 생각해보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직원들이 자기성찰
과 함께 더 진보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어,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이들의 관계와 관행을 
개선시킨다(Bezrukova, K et al, 2016). 또한 직원이 긍정적

인 주변인(positive bystander: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중단 내지 개입할 것인지, 피해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도 해당 조직의 업무 맥락에 맞추어서 잘 
이루어진다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젠더 관점을 반영하는 콘텐츠 개발 방
법에 관한 언론 교육 자료가 존재하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지
만, 이 자료를 번역하거나 미디어 관행에 적용하는 경우 개념
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2012년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
협의회 및 국제기자연맹). 즉, 기존에 존재하는 매뉴얼 지침
과 온/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조직 자체적으로 관행을 개선하
고 발전시키기 위한 면대면 대화, 멘토링, 동료 간 지원 및 기
타 전략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개발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제도적 변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
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다음 요소들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한다. 
* 젠더윤리 정책, 규약, 지침, 강령 및 절차 등 포괄적인 제도
* 모든 직급의 직원채용 및 의사결정에서의 성별균형 개선
*  포괄적인 제도들을 조직 관행에 실제 적용 및 경험하는 가

운데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제도

조지아 언론인 성평등 교육(Training	for	Journalists	on	Gender	Equality)	

유엔 여성기구와 유엔인구기금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미디어의 성인지 보도 및 취재’ 교육을 지원해오고 있
다. 이 교육은 미디어를 대상으로,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을 비차별적으로 보도하는 방법, 피해자/생존자를 인터뷰하고 이들
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법, 적절한 언어표현, 용어 및 정보원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성인지 보도/취재 능력을 강화
하기 위한 것이다. 위 교육을 진행한 후에는 지역사회를 동원하는 등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취재기
자와 사진기자는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관련 이슈를 사진 및 기타 그래픽 자료를 활용해 특별 보도해 달
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특별보도는 2014년 ‘세계 여성의 날’에 특별 설치 및 인터랙티브 전시회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
터 3 년 후, 조지아에서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 대화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미디어 프로그램이 신규 제작되는 등, 성평등 이슈
가 미디어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georgia.unwomen.org/en/news/stories/2014/05/stories-of-survivors- portrayed-by-journalists-in-
georgia and http://georgia.unfpa.org/en/news/sensitive-reporting-training-georgian- 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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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포괄적인 비즈니스 환경 촉진을 위한 무의식적  
편견 해소: https://www. unglobalcompact.org/
docs/issues_doc/development/Tackle%20
Unconscious%20Bias%20 to%20Create%20
Inclusive%20Business%20 Environments.pdf 

      성희롱 목격자 개입 교육: https://www.ihollaback.
org/trainings- and-presentations/  

      남성성 훈련 (Masculinities Training):  
https://trainingcentre. unwomen.org/course/
description.php?id=16   

      다양성 트레이닝을 위한 자료(Diversity Training 
Resources): http://www. prismdiversity.
com/resources/diversity_training. 
html?Nav=EventsBtn  

5.5 여성 언론인의 안전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
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러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사는 동안 어떠한 형태
로든 신체적 폭력과/또는 성폭력을 겪어 왔다[그리고 이 통계
는 성희롱을 제외한 것이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런던 위

생 열대의학 대학원, 영국 의학연구위원회). 자신의 인종, 민
족, 장애, 시민으로서의 지위 예☞(이민자), 성적 지향, 및 기
타 특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는 여성들은 다
른 여성들에 비해 폭력을 겪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사회적 
규범, 기존의 젠더관행 및 권력관계에서 벗어나는 직업을 가
진 여성들-예를 들면, 경찰, 인권 변호사, 여성 언론인 등-도 
폭력을 겪을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사실
은 여성 기자들이 일상에서 위험한 수준의 온라인 폭력에 노
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트롤링(trolling - 역자 주: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언
행), 독싱(dox - 역자 주: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행위), 비동의
(unconsented) 이미지 공유, 사이버 스토킹, 및 여성 기자들
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협박 등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
한 폭력은 여성 기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언론과 의사표현
의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원칙들)를 저해하며, 이들의 업
무활동 및 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 언론인들은 성희롱, 성폭력, 폭력을 가하겠다는 협박 등 
젠더 특정적인(gender-specific)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17년 국제기자연맹, 2018년 국제 여성 미디어 재단). 최
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 언론인들은 특히 사이버 괴롭힘의 영
향을 받고 있다(2018년 국경 없는 기자회; 2016년 유럽 안보 
협력 기구). 1999년~2016년에 가디언지가 7천 만 개의 댓글
을 기록 및 분석한 결과, 가장 심한 폭력적 댓글을 받은 기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흑인 남성 기자였
다(2016년 가디언지).

자메이카 여성 미디어 워치(Women’s	Media	Watch)	

자메이카 여성 미디어 워치는 자메이카 전역의 미디어에 젠더 관점을 적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자메이카 여성 미디어 워치
는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여성 역량 강화와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디어를 포용적인 방식으로 활
용하고 있다. 이 기관은 미디어가 사회적 가치관/인식/기대치를 형성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미디어의 특성을 전면
적으로 활용하여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자메이카 여성 미디어 워치는 유엔 여성기구가 지원하는 ‘파워허
하우스(PowHERhouse)’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 여성들에게 미디어를 활용하여 젠더 규범을 변화시키고 성평등을 전략적으로 
증진하며 여성 스스로 당당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 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미디어의 힘을 활용하여 여성을 리더이자 변화의 주체로 묘사하였다.

자메이카 여성 미디어 워치의 전략과 업적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mwj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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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자에 대한 괴롭힘은 기자 개인에 대한 공격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자가 보도하는 내용이 아닌, 기자 
개인의 특징 또는 신체 부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극단
적으로는 성폭력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다(2016년 유럽 안보 
협력 기구). 2018년 트롤버스터스(Trollbbusters)와 국제 여
성 미디어 재단(International Women’s Media Founda-
tio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97명의 여성 기자 및 미디
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명 중 거의 2
명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어도 한 번은 협박 또는 괴롭힘을 당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 약 40%는 사이버 괴롭힘 
때문에 특정 기사 보도를 회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
사에 응한 여성 기자 중 58%는 개인적인 위협 내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으며, 26%는 신체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2018년 국제 여성 미디어 재단).

2017년 50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2017년 국제기자연맹). 

• 48%는 업무 중 젠더기반 폭력을 겪은 적이 있다.

• 44%는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다.

• 2/3는 정식으로 항의하지 않았다. 

• 정식으로 항의한 기자 중 84.8%는 모든 가해자들에게 적합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
치에 만족한 기자는 12.3% 뿐이었다. 

• 미디어 기업 중 26%만 젠더기반 폭력과 성희롱을 다루는 
정책이 있다.

유엔기구 고위급 위원회는 언론인의 안전과 안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에 최초로 ‘언론인 안전과 면책 이슈에 관한 유
엔 실행계획(UN Plan of Action on the Safety of Journal-
ists and the Issue of Impunity)’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
다.4 유네스코가 주도한 이 실행계획의 목표는 전 세계의 평 

국제 신문 편집자 협회 온더라인 프로젝트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IPI)	OnTheLine	Project)

국제 신문 편집자 협회는 전 세계 편집자, 기자, 및 미디어 임원들이 모인 단체로서, 언론인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
롭게 자신의 공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증진함으로써 양질의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더라인(OnTheLine)은 국제 신문 편집자 협회의 디지털 미디어 이니셔티브로서,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기타 플랫폼 등 
디지털 공간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위 이니셔티브는 아래 사항
들을 추적한다.

• 살해 또는 기타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폭력 위협

• 성희롱 또는 기타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인신공격, 명예훼손 또는 거짓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기타 유사한 행동을 포함하
는 악의적인 행동

• 악성 소프트웨어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미디어 콘텐츠 게시물을 공격하거나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또
는 개인 계정/개인정보 해킹 등 기술적인 방해 행위

• 형사소송 내지 민사 소송 위협, 또는 부당한 정보 삭제 요청 등, 부당한 법적 위협

위 이니셔티브는 온라인 위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위 주제에 관한 글로벌/국가별 상황을 보여주는 다
양한 간행물을 제작하였다.

더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s://ipi.media/programmes/ontheline/

1 

4 참고자료   
https://en.unesco.org/un-plan-action-safety- 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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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민주주의 및 발전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분쟁 상황 및 비 
분쟁 상황에서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간에서 언론인
과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해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다. 

위 실행계획은 특히 언론인들의 안전 관련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기관 간 협업 메커니즘 수립, 국가 별 표현과 정보의 자
유를 증진하는 입법 메커니즘 개발 지원, 및 기존 국제규정/원
칙 이행 지원 등의 조치들을 포함한다. 2017년에는 위 실행
계획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추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 실행계획은 성인지 접근법의 필요
성을 강조하며, 여성 언론인의 안전을 다루는 다양한 이니셔
티브들이 실행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위 실행계획은 무엇보
다도 회원국들에게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 등 
여성 언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고, 그러한 이슈에 
대해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7년 
협의 결과문은 아래와 같은 추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2017
년 유네스코). 

• 회원국들은 언론인들이 업무 수행에 방해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직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인 조치를 취한다.

• 미디어 기관들은 조직 내 성평등 정책을 개선하고, 남성 언
론인과 여성 언론인의 평등을 방해하는 사회적/문화적/기
타 요소들에 대응한다.

• 학계는 젠더 관점에서 본 안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수
행한다. 

또한 2017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언론인 
안전에 관한 보고서(Safety of Journalists)는 여성 언론인
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전의 젠더 측면에 더 많은 관
심이 기울여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2017년 유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여성 언론인 안전(Safety	of	Women	Journalists	 in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미디어 자유 대표(Th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기반을 둔 유럽안보협력기구 산
하 기관이다. 이 기관은 자유 미디어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기 경고를 보내고 신속하게 대
응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표현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이자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인권으로 간주하며 
민주사회(책임감 있는 정부가 존재하는 열린 사회)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한다. 위 기관의 사명은 회원국의 미디어 발전사항을 
관찰하고,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유 미디어를 존중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원칙과 약속을 준수해야 함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는 이러한 사명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 언론인 안전(Safety of Women Journalists Online)’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관리하고 있다. 회원국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및 컨퍼런스를 통해 아래와 같은 권고안이 수립되었다(2015
년 유럽 안보 협력 기구).

회원국들은 다음을 이행한다.   
*  여성 언론인/미디어 종사자들에 대한 위협 및 기타 온라인 폭력은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

위임을 인정한다.
*  사법당국 관계자들에게 기술적/법적 이슈들에 관한 도구와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들을 제대로 이해

하고, 실제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형법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법률을 적용하되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온라인 폭력 및 그 영향에 관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의뢰하고 지원한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폭력 발생건수와 사법당국의 후

속조치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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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언론인 안전 및 면책 문제에 관한 유엔 행동계획: 
https://en.unesco.org/sites/default/files/
options_geneva_consultation.pdf 

      언론인 안전 및 면책 협의 문제에 관한 유엔 행동계획 
이행 강화 https://en.unesco.org/sites/default/
files/options_geneva_consultation.pdf   

      유엔 행동계획 및 관련 정보 웹사이트 http://www.
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
information/freedom-of-expression/safety-of-
journalists/un-plan-of-action/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 언론인 
안전 https://www.osce. org/representative-on-

freedom-of-media/ safety-female-journalists-
online  

      유엔 인권이사회, 언론인 안전에 관한 결의안 33/2 
제19조 https://www.article19.org/wp-content/
uploads/2017/11/safety_of_journalists_
WEB_23.10.pdf 

      여성 언론인 안전 핸드북 http://www.iawrt.org/
sites/default/files/field/pdf/2017/11/IAWRT%20
Safety%20Manual. Download.10112017.pdf

      펜 아메리카(PEN America: 미국 언론 자유 기구),  
온라인 괴롭힘 현장 대응 매뉴얼  
https://onlineharassmentfieldmanual.pen.org 

*  회원국, 국제기구, 미디어, 시민사회, 인터넷 중개자들과 함께 실무그룹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교육 자료와 의식고양 캠페인
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대화 체계를 마련한다. 

미디어 조직은 다음을 이행한다.  
* 온라인 폭력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미디어 산업 전반적인 지침을 도입한다. 
* 직원과 프리랜서 포함, 온라인 폭력을 겪는 모든 언론인들이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받도록 해준다.
*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명확하고 투명한 콘텐츠 중재(content moderation) 절차를 수립한다. 그러

한 절차에 따라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이 교육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  다른 미디어 조직 및 협회들과 협력하여, 여성 언론인/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인터넷 중개자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다음을 이행한다. 
* 디지털 공간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서비스 이용약관, 지침, 및 우수관행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  서비스 이용약관, 커뮤니티 지침 및 그러한 정책 실행에 대해 적합하고 균형있는 정보를 마련한다. 모든 사용자가 이러한 정

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하도록 해준다. 
*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안전에 관한 우수관행들을 소개하고, 악의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신고하게 해주는 기술 솔

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악의적인 콘텐츠에 반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역량 강화에 참여한다. 
*  온라인 폭력에 관한 데이터와 통계를 수집하여, 여성 언론인/미디어 종사자들이 겪는 온라인 폭력에 대해 더 포괄적인 연구

가 추진되도록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  
http://www.osce.org/representative-on-freedom-of-media/safety- female-journalists-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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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여성 언론인의 안전(Safety	of	Women	Journalists,	UNESCO)	

유네스코는 언론인 안전 및 면책 이슈에 관한 유엔 실행계획(UN Plan of Action on the Safety of journalists and the Issue 
of Impunity)을 주관하며 성평등을 조직의 우선순위로 채택한 기관으로서, 여성 언론인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
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여성 언론인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안전 지침

유네스코는 2017년 국제라디오TV여성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in Radio and Television, IAWRT)
이 이집트 기자 애비어 새디(Abeer Saady)가 작성한 ‘여성 언론인을 위한 안전 핸드북(‘What if…? Safety Handbook for 
Women Journalists)’을 출판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핸드북은 여성 기자가 민감하고 위험한 취재업무를 할 때 리스크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분쟁지역과 분쟁이 있었던 지역에서 일했던 수많은 여성 기자들의 경험을 편찬했다
는 점이 이 핸드북의 주요 강점이다. 이 핸드북은 신체적/심리적 안전, 디지털 안전 및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성 언론인 안전에 관한 교육 자료는 2017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유네스코와 함께 제작한 ‘언론인 안전 지침: 고위험 환경에
서 일하는 기자들을 위한 핸드북(Safety Guide for Journalists: A handbook for reporters in high-risk environments)’
을 통해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지침은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의 젠더 특정적(gender-specific) 위협요인들을 주요 내
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여성 언론인들이 괴롭힘에 대응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또
한 제도적 차원에서 능동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디어 관리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미디어 조직 관리자들에게 여성 언론인 괴롭힘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여성 언론인에 대한 젠더기반 
괴롭힘에 대응할 안전 규약을 채택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저널리스투- 여성 언론인들, 목소리를 높이다(#Journaliststoo – Women journalists speak out)

유네스코는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에서 여성 언론인에 대한 젠더기반 괴롭힘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전 세계 언론인들이 그러
한 위협과 폭력에 어떻게 맞서 저항해왔는지를 알리기 위해, 젠더기반 괴롭힘/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 언론인들의 개인
적인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으로 출판하고 있다. 이 책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오프라인 위협들을 조명하면서, 그러한 위협에 
지혜롭고 끈기 있게 대응하는 언론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유네스코 여성 언론인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근절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유네스코는 여성 언론인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미디
어 조직,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전문가 협회 및 사법당국을 포함하는 국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
시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에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받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 협의 및 프로젝트 개시 회의는 2019년 2월 OSCE가 주최한 여성 언론인의 온라인 안전에 관한 컨퍼
런스‘(OSCE Conference on Safety of Female Journalists Online, #SOFJO)’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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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엔 행동계획 및 관련 정보 웹사이트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
tion-and-information/freedom-of-expression/ 
safety-of-journalists/un-plan-of-action/ 

      언론인 안전 및 면책 협의 문제에 관한 유엔 행동계획 
이행 강화 https://en.unesco.org/sites/default/
files/options_geneva_consultation.pdf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 언론
인 안전 - https://www.osce.org/representative-
on-freedom-of-mediasafety-female-journalists-
online

      유엔 인권 이사회, 언론인 안전에 관한 결의안 33/2 
제19조 https://www.article19.org/wp-content/
uploads/2017/11/ safety_of_journalists_
WEB_23.10.pdf

      여성 언론인 안전 핸드북  
https://www.iawrt.org/sites/default/files/field/
pdf/2017/11/IAWRT%20Safety%20Manual. 
Download.10112017.pdf    

      펜 아메리카, 온라인 괴롭힘 현장 대응 매뉴얼 
https://onlineharassmentfieldmanual.p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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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디어의 사회규범 변화 참여
개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려면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상
생활, 직장, 학습 및 놀이가 이루어지는 장소뿐 아니라 더 넓은 커뮤니티와 사회 전반의 여성과 여아에게 다
가가 도움을 제공하려면, 다양한 전략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자료에 따르면, 다
양한 개인/커뮤니티/사회 전체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젠더 차별적 법과 정책,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차별과 불평등을 조성하는 
사회적 규범, 행동 및 태도는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유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활동지원 지침(The UN Prevention Framework to Underpin Actio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은 이러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폭력을 예방하려면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
다. 또한 조직 전체적인 문화, 구조, 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현지/지역/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조
직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개입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위 지침은 사회적 규범 변화를 위해 다양한 
진입점들 예☞(미디어, 대중문화)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2015년 유엔 여성기구). 

미디어는 사회에 만연한 규범과 일부 가치관들을 반영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디어는 광범위한 사회 구성
원들에게 도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평등, 비차
별, 비폭력 등의 개념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증진하려면, 미디
어를 핵심 진입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폭력을 지지하는 
해로운 규범을 근절하고 친 사회적/긍정적인 규범을 증진하
려면, 여성과 여아를 차별하는 전통적 젠더 고정관념과 젠더
역할을 강화시키는 ‘일상의’ 태도, 신념, 관행 및 행동을 다루
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남성성/여성성 개념과 남성
과 여성 간의 그리고 남아와 여아 간의 권력 역학관계에 문제
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성별 정체성, 인종/민족, 종교 및 기타 
특징들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특권의 위계구조에도 문
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미디어는 개별 폭력 사건을 단독
의, 고립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대하지 말고, 사회 전반적
으로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충
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평등, 여성의 권리, 비차별 등의 개념을 옹호
하고 어떠한 폭력이라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
창하기 위해, ‘기존의 판세를 뒤집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정관념	
차별은 젠더 고정관념 등 다양한 고정관념에서 나온다. 해로
운 고정관념은 폭력을 초래하고 인권과 기본 자유권을 침해
한다. 여성과 남성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 커리어를 
추구하며, 자신의 인생/인생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제한하는 고정관념 또한 해로운 고정관념이다. 이
렇게 해로운 고정관념은 명시적으로 적대적/부정적인 형태 
예☞(‘여성은 비논리적이고 약하다’)로 나타나거나, 해롭지 
않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예☞(‘여성은 육아를 잘하고 사교성
이 좋다’) 무의식적으로 여성 차별적인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예를 들면, 여성에게 육아 책임을 더 
많이 또는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여성이 육아를 더 잘한다
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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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기반 폭력 사건에서도, 여성의 행동에 대한 젠더 고정관
념과 편견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피해자 
여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입소스(Ipsos)와 피메일 쿼션트(FEmale Quotient)가 28개
국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8년 탈 고정관념 연맹):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프레임워크

1. 
문제

다수의 상호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여,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및 폭력 위협.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
한 차별로서, 여성이 누려야 할 인권과 기본 자유권을 저해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가 발전 및 빈곤 감축 목표
를 달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보건/사회/경제적 영향을 넘어 아동과 지역사회 및 전체 국가 사회
에 영향을 미친다.

2.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상황

1.다음과 같은 개인, 관계, 지역사회, 조직 및 사회적 구조, 법률/정책, 관행 및 사회적 규범들

(a) 다음과 같이 젠더불평등을 반영하고 지지하는 요소들
•여성에 대한 차별, 공공/사적인 영역에서 권력과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해로운 남성성 예☞(권리의식, 공격성, 지배력) 및 여성성 예☞(종속적, 성애화, 대상화) 
•젠더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성 동료 유대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여성/여아 동료/또래 간의 유대관계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들
(b)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를 용인, 용납, 지속시키며/또는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관행

2. 가정, 지역사회, 조직, 및 기관 내 폭력에 대한 노출

3.  젠더 불평등과 함께 상호작용 내지 교차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가능성을 높이는 기타 상황과 맥락들 
예☞(빈곤, 음주문제).

3.  
예방을 위한 

기반
 

4.  
협력적인 
다자간 

접근법을 
통해 개인, 
지역사회, 
조직 및 

사회적 제도와 
기관들이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활동 
실시

• 법/정책을 제정 및 집행하고 조직적, 제도적 개혁을 

실시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증진/보호하고, 

성평등을 도모하며 폭력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

•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해 조직, 기관 및 

지역사회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부가 여성폭력 예방 

의무를 반드시 이행.

• 불평등, 차별, 무례함, 폭력 등에 반대하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교육 실시. 

• 지역사회, 정부, 비정부 기구 및 민간 단체들을 

동원하여, 이들과 함께 성평등과 비폭력을 지지하는 

제도, 문화, 및 관행을 강화.

• 미디어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미디어가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상호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로 묘사.

• 전문성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역량 강화.

• 지역사회와 기관에서 여성/여아와 비폭력적인 남성/

남아의 리더십을 개발.

• 여성과 여아의 개인적 역량과 자원을 구축하고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 변화를 위한, 여성/여아의 경제적/

사회적/정치적 권한 증진

• 개인 역량 개발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조치를 

취하고, 긍정적인 육아법을 실천하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증진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해석.

• 폭력에 노출된 결과 겪는 피해를 최소화.

• 기타 정책당국과 협력하여, 공통적인 우려사항 해결 

(예 HIV 예방, 헌법 개혁, 경제적 권한증진).

• 국가의 성평등 달성 약속, 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성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현황, 원인, 결과 및 예방활동에 대한 의식고양 활동
•다양한 분야간 파트너십과 협력
• 적합한 자원(예산 배분, 인적 자원 배정 및 여성에 대한 

폭력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예방 지원을 위한 도구, 지식, 및 역량
• 기관,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들 간의 

폭력예방 계획 및 협력 메커니즘

•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특히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의 
자금조달 및 지원 증진, 기타 비정부 기구 및 
민간기관들의 참여.

• 예방활동 모니터링, 평가, 근거기반 구축 및 교훈 공유를 
위한 시스템

• 폭력대응 및 예방 시스템을 연계하는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접근법

• 접근성과 효과성이 우수한 법률제도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는 강력한 법안 도입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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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의적절하고 
목표 중심적인 
예방활동을 
최적화하고, 

대상 집단/단계/
과도기에 따라, 
관련 규범, 제도 

및 관행에 적합한 
맞춤식 활동 실시

6.  
다양한 

진입점을 통해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7.  
예상되는 단기 
성과(장기적인 

영향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

 

8.  
예상되는 

장기적 영향

폭력예방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

• 여성에 대한 폭력을 현재 만연한, 예방 가능한, 심각하고 
용인할 수 없는 인권침해로 인식.

•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

• 다양한 분야가 함께 폭력예방 활동을 계획, 실천, 조율,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근거기반을 구축하며, 교훈을 
공유.

• 여성/여아 자치단체 및 남성/남아의 성평등 참여를 
도모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력 예방 및 그러한 활동에 
대한 반발에 대응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 국가 인권기관
• 다양한 분야의 고위 리더들부터 폭력예방을 지지.
• 폭력예방 계획, 공조 및 실행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
• 폭력예방을 위한 도구와 자원 개발.
• 지속적인 실천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폭력 대응/ 예방 

시스템
• 정부, 비정부 기관 및 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활동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

폭력예방 실천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

• 차별적인 법을 폐지하고 성평등 실천을 증진하는 정책을 
수립.

• 폭력과 멸시에 대해 공식적/비공식적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강화.

•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과 여아들 간의 유대관계 
강화.

• 미디어와 대중문화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묘사. 

• 폭력을 책임감 있게 신고.
• 공공/사적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자원과 권력이 더 

동등하게 배분되며, 젠더역할과 남성성/여성성 표현이 
더욱 유연해짐.

• 여성폭력예방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역량이 개선되며, 
공공/사적 영역에서 성평등을 강화.

• 예전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이 폭력으로 
인해 겪는 부작용과 결과들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서비스에 접근하여 도움을 받게 됨.

• 여성폭력과 중첩되는 문제들 예☞( 음주문제, 빈곤)을 
다루는 기관들과의 협력 증가.

• 다양한 차별을 겪는 여성에 대한 폭력 포함, 전체 여성에 
대한 폭력 감소. 

• 여성과 남성 간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평등주의적인 또는 성평등한 규범 개선.

• 여성과 여아의 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 
•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건강 부담 감소.

•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경제적 비용 절감.
• 여성과 여아의 경제적/정치적 권한증진을 포함, 평등을 

증진하게 됨.
• 아동에 대한 폭력 감소.
• 기관, 조직, 지역사회 및 국가가 성평등, 인권, 경제적/

인적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 향상.

생애 단계 및 핵심 변화를 목표로 하는 예방활동

• 아동/가족의 성평등을 도모하고, 아동기에 폭력 
경험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중요한 변화 발생 시 
(부모되기, 이혼) 적절한 지원 제공.

•  청년들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를 갖도록 지원.

• 경제적/사회적 변화 또는 이민으로 인해 젠더 역할이 
급격하게 변화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들을 
지원.

인구집단 별 예방활동

•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비폭력적이고 평등한 
사회적 규범과 관행을 강화.

•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여성성을 증진.

• 남성과 남아가 자신의 역할과 남성성을 비폭력적이고 
비지배적으로 수행하고 해석하도록 지원. 또한 서로 
평등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도모.

•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겪는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분야와 기관

• 중앙정부/입법기관
• 지방자치당국/지방정부
• 학교/교육
• 보건분야
• 사회복지 분야
• 법률/사법 분야
• 미디어, 대중문화, 정보통신기술
• 직장과 산업
• 교통 및 물리적 인프라

환경

•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및 신앙기반 기관 등의 기관들
• 공통 관심사를 다루는 관행과 정책환경 예☞(빈곤감축 

프로그램, HIV/에이즈 예방, 성/생식 건강)
•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겪는 사람들 간의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규범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환경
• 남성 지배적인 환경 예☞(특정 스포츠 코드, 군대, 경찰, 

대학의 남학생 사교클럽 등)
• 스포츠 및 여가활동 환경과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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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고정관념과 젠더 차별적 역할에 대한 실례	

• 남성은 터프하고, 냉정하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약점을 감추거나 억눌러야 한다 - 소위 ‘불굴의 정신(stiff upper lip)’ 문화

• 남성은 가정, 친밀한 관계 및 여성과의 사회적 환경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 남성은 성적인 행동을 먼저 시도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일부 소수민족 집단의 남성들은 성적으로 더 폭력적
이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한다(예를 들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민족 및 종교적인 이유로). 

• 강간을 용인하는 문화. 특히 생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거나’, ‘선정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었거나’, ‘밤에 혼자 귀가하고 있었
거나’ 가해자를 ‘흥분시켰다’는 논리로, 강간 피해자/생존자를 비난하는 문화

• 남성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은 그의 여성 배우자, 형제자매, 및 자녀들의 충성심, 순종, 정절 등으로 유지되며, 그러한 충성심 
등이 부재할 경우 폭력을 정당화한다. 

• 남성이 성 평등주의를 주장하거나 페미니스트 운동을 지지하는 경우, 나약하고 여성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여성성의 개념이 수동성, 연약함, 순수함, 이성애를 기반으로 한다.

•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동등한 권리를 옹호하는 여성은 ‘남성 혐오주의자’ 내지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를 여성성 ‘규범’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계도와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 일부 소수민족 집단의 여성들을 본질적으로 성적으로 가용하다고 간주하고, 이들이 ‘그것을 기꺼이 하고 싶어 한다’고 여긴다.

• 가족과 연장자들은 가족 내 여성/여아의 행동을 남성/남아보다 더 엄하게 통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들이 여성/여
아의 결혼, 데이트 및 이들의 인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 여성을 과도하게 성적 대상화하며, 여성의 몸은 남성의 기쁨과 구경거리를 위한 것이라고 여긴다.

• 나체에 관한 이중 기준
-  특히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신체는 성적 대상화 되었거나 외설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검
열을 받는다. 

-  여성의 신체는 구체적인 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연적인 상태(생리 중인 상태, 체모 노출, 모유 수유, 다양
한 신체 모양 및 피부색)의 여성 신체를 외설적이라고 간주한다.

• 여성과 여아의 옷 중에서도 특히 남성과 남아의 주의를 끄는 특정 옷 스타일에 대해 계도한다.

• 성폭력 생존자와 성폭력을 신고한 여성/여아들을 문란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가해자에게 일부러 못된 행동을 한다’고 비
난하거나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준다.

• 남성은 생계비를 버는 가장이고 여성은 돌봄/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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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중 72%는 “대부분의 광고가 내 주변세계를 반영하
지 않는다”고 느꼈다. 

• 응답자 중 63%는 “대부분의 광고에 내 모습이 투영되어 있
지 않다”고 주장했다.

• 응답자 중 60%는 “대부분의 광고에 내 주변 친구들, 가족 
및 지인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응답자 중 64%는 “광고주들은 자신의 광고 속 남성과 여성
을 묘사할 때 전통적인 또는 구식의 젠더 역할을 배제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응답자 중 84%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인 메시지가 들어 있는 광고를 정말로 좋아한다”고 응답하
였다.

• 소비자 중 75%는 “광고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능력과 
역할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회사에게 더 호감이 간다”고 응
답하였다.

기존의 광범위한 젠더 고정관념 외에도, 다양한 맥락에 따라 
독특한 사회적 규범과 젠더 역할이 형성되고 존재한다. 이러
한 규범과 젠더 역할은, 지리적/사회정치적 환경이 동일하더
라도, 다른 집단에 속한 여성/여아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Fergus 2012). 

복합적인 젠더 고정관념은 구금 중인 여성, 소수 민족/토착민 
여성, 장애인 여성, 하위계층 또는 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 
이주 여성, 성소수자 여성 등, 특정 집단의 여성에게 불균형적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켜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려면, 여성과 남성 간의 권력
관계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권력
관계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려면, 좀 더 폭넓은 관점으로 젠더 규범과 상호 
교차하는 다양한 불평등 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
해, 모든 인구 집단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고착화시키는 위험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 고정관념 연맹은 2018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및 
인도의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해당 지역의 젠더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젠더기
반 차별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기타 요인들(인종, 계층, 
언어, 교육, 외모, 성적 취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남아
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흑인 미혼 여성 중 66%가 사회는 여성
스럽고 공손하며 순종적인 여성을 기대한다고 답했으며, 이
와 동일한 응답을 한 흑인 기혼 여성 비율은 그보다 더 많은 
72%였다. 인도의 경우, 젊은 미혼 여성 중 62%는 미디어에
서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전체 여성 중 44%
는 여성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
와 동일한 응답을 한 젊은 기혼 여성 비율은 51%였다. 브라질
의 경우, 응답 여성 중 79%가 자신이 사회에서 공정한 대표성
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미혼 여
성의 경우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혼 여성 중 85%가 사
회에서 자신이 공정한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광고가 사회 내 상호 교차하는 다양한 차별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상(normality)'이라는 개념을 제한적
으로 해석해서 왜곡하여 전달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수 
백 만 명의 여성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젠더 관점을 확보하려면, 프로그램 기획자와 미디어 담당자
가 사회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젠더 역
학관계와 사회적/문화적 기준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즉, 
사회-문화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규범
과 기대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규범과 기대가 남성과 
여성을 묘사/해석/표현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러한 관념들이 미디어의 타겟 소비
자들 및 그들의 지역사회의 태도/행동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
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젠더 고정관념
과 차별을 해체 및 약화시킬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이 특정 인구 집단의 실제 태도와 신념을 반영하
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고
정관념과 관행들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 젠더 규범이 제시하는 고정관념(태도 및 행
동)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그 인구 집단에 대한 오해
를 바로잡으려면, 연구(새로운 연구 또는 기존 연구)가 도움
이 될 수 있다. 미디어가 다루는 집단의 실제 공통점이 무엇인
지 먼저 파악한 뒤에, 올바른 메시지와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
다. 이를 통해 변화를 촉진하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기
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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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파트너들과 함께 폭력예방 활동을 하는 목적은, 미디
어가 폭력사건을 특별한 일회성 사건인 것처럼 보도하는 관
행을 지양하고,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기인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 이기도 하다.

더 폭넓은 대화를 할수록,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 자신, 가족, 지역사회, 심지어 국가

에 초래하는 비용과 결과 
*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의 상호 연관성과 공통점
*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지속시키는 젠더 고정관념, 해로

운 남성성, 차별 및 불평등
*  위 요인들이 기타 정체성 예☞(인종, 성적 지향) 및 사회적 

불평등 요소들 예☞(빈곤)과 상호 교차하면서 특정 집단의 
여성/여아의 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 

6.1 사회규범 변화를 위한 진입점 

미디어의 타깃 오디언스에 대하여	
여성/여아 폭력예방을 위해 미디어와 파트너십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달성할 목표, 미디어 개입활동의 적절한 대
상 집단(들), 및 그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미디어 채널
을 정하는 것이다. 먼저 타깃 오디언스(target audience- 역
자 주: 미디어 개입활동의 목표 대상)와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는,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예방 방법에 관한 글로벌 근거 자료

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사회에서 남아/남성
의 폭력 가해 위험을 높이고 여아/여성의 폭력 피해 위험을 높
이는 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
해 적절한 개입활동을 설계하고, 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여성/
여아에 대한 폭력 이슈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 자료, 사회적 규범 및 위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폭넓은 일반 대중들에게 평등/비차별/비폭력 
등 일반 원칙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진행할 수 있다. 또는 특
정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맥락과 이슈들을 반영하여, 타깃 오
디언스를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식 이니셔티브를 실행
할 수도 있다. 일반 대중을 위한 캠페인과 특정 집단을 위한 
맞춤식 개입활동을 결합해서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여
아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 전반의 태도와 신념을 다루
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개입활동을 하려면, 일반 대
중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되,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교육제
도, 주민 동원, 가족 및 영향력 있는 인물들 예☞(신앙 지도
자)과의 협력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캠페인/프로그램을 병행
해야 할 것이다. 

타깃 오디언스의 미디어 소비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개입활동을 설계하려면, 타깃 오디언스
의 미디어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소비 
패턴은 국가, 지역사회 또는 가정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
면, 젋은 세대는 게임,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해 소
셜 미디어, 휴대폰 또는 태블릿 앱 예☞(온라인 스트리밍 서

여성 성기 훼손(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캠페인의 교훈	

여성 할례/성기 절제를 근절하기 위한 초기 캠페인의 목적은 그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할례로 인한 건강 결과에 대해 인식
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캠페인은 여성할례를 가장 많이 겪는 지역사회와의 협의 내지 이들의 참여 없이, ‘탑 다운(top-
down)'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캠페인은 나중에 여성할례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고 적용한 뒤
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캠페인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참여를 통해, 여성할례는 해당 지역사회의 뿌리 깊은 육
아방식과 관련 있으며 가족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여성할례가 자녀를 성폭
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결혼 적합성(marriageability)을 높인다는 생각).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된 뒤에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면대면의 지속적인 대화를 가진 결과, 모든 주민들이 여성할례를 거부하게 되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eise, L. (2011) What Works to Prevent Partner Violence? An evidence overview, 
London: DFID http://www.oecd.org/derec/498724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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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을 사용하는 경향이 훨씬 높다.

타깃 오디언스의 미디어 소비 습관을 파악한다면, 어떤 미디
어 채널/조직과 협력할 것인지를 제대로 결정하고, 주어진 맥

락에서 가용한 자원과 목표에 따라 실현가능한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디어 소비와 이
용자에 관한 연구/정보가 상당히 많으므로 이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미디어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소비자의 관심 및 선호 분야
* 비용 부담 능력
* 접근성
* 젠더 규범 및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사회적 규범 

폭력예방 활동에 참여할 미디어를 결정하기 전에 특히 지역
사회 내 라디오/텔레비전 소유 현황 또는 접근성, 핸드폰 보급 
및 인터넷 접근성, 인쇄매체 가격 및 가용성과 문해율 등을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 

비용부담능력 외에 아래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미디어 사
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직업 활동.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은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핸드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상당수의 일반인들은 
기상 경보와 농업 정보를 듣기 위해 주로 라디오에 의지할 
수도 있다. 

• 미디어 다양성. 특히 소외계층의 경우, 가용한 미디어와 메
시지의 종류 및 범위에 따라 미디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

• 젠더. 젠더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유형이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은 남성보다 핸드폰을 소유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으
며, 핸드폰이 있더라도 남성보다 핸드폰을 덜 사용하는 경
향이 있다(2016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 

• 지위. 가정 내 지위에 따라, 특히 여성과 청년들은 가정 내 
전화기나 라디오 사용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다.

위 정보는 전통적인 또는 생각이 비슷한 미디어 파트너하고
만 활동 하고 싶은 유인을 배제하고 적절한 개입활동을 설계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 소비 정보 출처	

비비씨 미디어 액션(BBC Media Action)은 중·저소득 국가의 미디어 소비습관에 대해 최신 연구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 및 
발행하고 있다. 관련 온라인 보고서와 데이터 포털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bbc.co.uk/ mediaaction/research-and-insight and http://dataportal.bbcmediaaction.org/site/  

인터넷 검색 시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사용하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X에서 가장 유명한 라디오 방송국은 어디인가 
- ...이 청취자 수는 몇 명인가 
- X 지역 거주자 중에서,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몇 퍼센트 인가

위 질문은 ‘...중 여성은 몇 명인가… 젊은 층은… 저소득 가구는…’ 등과 같이 인구집단 별로 다르게 입력할 수도 있다. 

위키피디아는 지역별 언론 매체, 미디어 유형 및 그들의 사용자 유형 등에 관한 디렉토리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검색창에 ‘X 국
가의 커뮤니케이션’을 입력하면 다양한 국가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https://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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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조직 및 사용자를 포함하도록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6.2 미디어 콘텐츠의 프레임과 메시지

 미디어가 하나의 이슈를 ‘가공(frame)'하는 방식(즉, 어떤 언
어표현을 사용하고 어떤 이슈와 관련 짓는가)은 이용자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다(2018년 문화소통포럼, 2006년 라코프 지(Lakoff, G). 여
성/여아에 대한 폭력 관련 콘텐츠도 특정 ’프레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젠더 고정관념과 젠더 역할을 지지하거
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서, 여성/
여아에 대한 폭력 유형을 어떤 용어로 설명(‘프레임’)하느냐
에 따라 그러한 폭력관행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용인할 
수도 있다.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이 지닌 양상들을 다양한 관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과 자녀들의 건강결과
에 초점을 두고 가정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에 초래하는 비용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또는 국가법의 공백으로 토착민 여성들이 겪
은 폭력사건이 현지 지방의 중재판결 제도로 회부될 뿐 실질
적인 도움이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다. 스
토리를 설명 내지 프레이밍(framing)하는 방식은 이용자가 
그 이야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프레임’을 찾으려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한다.

•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는 젠더역할과 고정관념이 여성/
여아에 대한 폭력 가해 및 수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강조하여 설명한다. 예☞(남성의 성적 권리의식(sexual 
entitlement)이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다양한 유형의 폭력과 일반 고정관념 사이의 연관성과 공통
점을 보여준다. 예☞(소수인종 집단/지역사회의 여성/여아
에 대한 폭력을 설명하는 데에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이 반
영되어 있다.)

• 미디어 보도 시 강하고, 총명하며, 자율적인 권한이 있고, 다
양한 여성 롤모델을 보여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영국,	안전	vs.	자유의 관점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자유의 관점 vs. 안전의 관점에서 보도될 때 사용자는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청취자들은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이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도되었을 때 부정적인 반응/감정을 보였
다. 청취자는 이 메시지를 ‘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제의 해결책은 정부와 경찰의 대응‘이라고 해석했다. 이 메
시지는 안전을 여성 특유의 니즈로 강조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남성이 이러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
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또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여성을 어린 아
이 취급하고 이들의 주체성을 가려버렸다. 일부 맥락에서 이러한 보도방식은 여성/여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을 의도치 않
게 옹호하는 효과까지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이동 제한, 학교/직장 생활 제한 그리고/또는 여성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사건을 여성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이 여성의 이동성을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에 관해 보
도했을 때, 미디어 이용자는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이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리고 현재 상황이 여성에게 불평등하고 이
러한 폭력은 불가피한 문제가 아니며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출처: EVAW (2014) Unpublished public attitudes research among 1,000 UK adults by YouGov for the End Violence 
Against Women Coaliti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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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구와 근거자료를 사용해서, 상황의 이면을 보여준
다. 예☞(‘토고(Togo)에 사는 남성 중 30%는 남편이 아내
를 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2016년 트란(Tran) 외)’라고 
보도하기 보다는,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토고에 사는 남성 
중 70%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
각한다‘라고 보도한다.)

젠더 규범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미디어 파트너와 지역사회
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메시지를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이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동일

한 또는 상호 보완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 및 파트
너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해로운 젠더 역할과 고정관
념에 도전하는 메시지 및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정하기 위해
서도 미디어와 협력해야 한다.

유명인 예☞(성평등 가치/관행을 옹호하는 스포츠 선수, 배
우, 정치인 등)을 포함, 다양한 집단과 개인을 통해 일관성 있
는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전달한다면, 이 이슈의 적
법성과 시급성을 인식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호주,	미디어와 협력하는	11가지 방법(11	Ways	to	Work	with	Media)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에 관해 매우 유용한 미디어 메시지 지침이 있다. 아래는 최근 호주에서 발표한 지침의 세 가지 핵심테
마이다.

• 성평등을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의 핵심 개념으로 설명한다. 

젠더 고정관념과 불평등이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발생 및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와 정보를 인용한
다. 현지 맥락을 반영하여 일상적이고 단순한 용어로 이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며, 타깃 오디언스의 
공감을 더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회적 요인들이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한다.

젠더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예방의 핵심이지만, 인종차별주의, 전쟁, 정부의 부패 등의 요인들도 폭
력 발생률을 높이거나 더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는 사회 또한 폭력을 정상
화하고 용인할 위험이 있다.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과 보도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적인 맥락과 연구를 성실하게 분석해야 한
다. 국내 맥락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와 유사한 다른 국가의 예시들을 비교분석한다면, 사회적 요인들이 폭력을 지지하는 패
턴을 강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시민이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정부, 미디어, 학교, 직장, 지역사회, 가족, 및 개인 모두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분명하게 설
명한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현지 맥락에 맞게 현실적인 예
시들을 제시한다.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사건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잘못은 없으며 그러
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피해자의 책무가 아님을 명확히 설명한다.

전체 지침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thelookout.org.au/sites/default/files/11_Ways.Full_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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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역할에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 메시지/커뮤니케이션 목표
를 사용하고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 여성을 ‘수동적인’ 역할에 두지 않고 남성을 ‘능동적인’ 역
할에 두지 않는 드라마를 활용한다. 여아, 남아, 여성 및 남
성이 여성/여아가 현재 그들에게 기대되는 ‘규범’을 벗어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자율적인 권한이 있는 여
성 롤 모델을 표현하고 알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차별받는 소수민족 출신 여성이 국내
외에서 리더십 롤 모델로 활동하는 모습을 널리 알린다.

• 소셜 미디어와 지역사회 라디오처럼 대안적인 미디어를 활
용하여, 여성과 여아의 경험, 견해, 활동 및 저항에 관한 고
무적인 대화를 촉진한다. 

•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파트너들에게 자신의 피해사
실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여성들의 실
화 스토리를 전달한다. 예를 들면, 카메라 조정이나 기자의 
개입 없이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행동을 보여주는 '일상 
관찰(fly on the wall)'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과 배
경의 여성 운동가, 여성 지원 서비스, 또는 여성/여아에 대
한 폭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풀뿌리 캠페인 참여 여성들의 
활동과 이야기를 들려준다.

생존자(survivor)의 참여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생존자가 참여한다면, 이를 보고 듣
는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으며 생존자 자신도 그
러한 경험을 통해 힘을 얻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폭
력 사건의 경우 윤리·안전 이슈들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
해 동의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자들이 때로는 피해자/생존자에게 “모든 것을 
말해 달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
기를 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경험으로 생각하는 여
성이 있는 반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괴로움과 트
라우마를 반복적으로 겪는 여성도 있다. 이러한 공개적인 활

동 참여가 그들의 폭력 사건(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의도치 않게 피해여성의 위치
가 폭행 가해자에게 노출될 경우, 그 여성과 자녀들이 다시 폭
력을 겪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미디어에서 자신이 겪은 폭력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가해자 또는 다른 가족들로부터 다시 폭력을 당한 여성
들이 있으며, 이들은 추가적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사례 : 1997년, 스페인의 한 여성은 한 TV 프로그램에
서 전 남편으로부터 겪은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13
일 후에 그 전남편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 이후 1998
년, 1999년 및 2007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
다. 그 결과, 스페인의 젠더기반폭력 법은 미디어 보
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미디어 보도에 관한 조
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보도는 언론의 객관성이 요
구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젠더폭력 피해 여성과 그 
여성의 자녀들의 인권, 자유,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한 뉴스 보도는 그래픽 
처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2004년 스페인 헌법 제
14조).

출처 : http://www.lavozdegalicia.es/espana/2007/11/22/0003119573508 
3733946925.htm and  http://justiciadegenero.com/en/organic-
law-12004- of-28-december-on-integrated-protection-measures-against-
genderviolence-spain/

이처럼, 피해자/생존자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미디
어 파트너십 활동에 실제로 관련성이 있는지를 초반부터 신
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관련성이 있다면, 조기에 미디어 
조직과 논의를 시작하고, 윤리·안전 관련 행동지침을 마련해
야 한다. 예를 들면, 인터뷰에 참여하는 생존자(들)에게 사전
에 충분한 정보를 설명한 뒤 동의를 받고, 생존자 지원 서비스
와 연계하고/또는 현장에 상담가를 섭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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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보건기구, 비상사태에서의 성폭력 연구/기록/
모니터링을 위한 윤리 및 안전 권고안  
http://endvawnow.org/uploads/browser/files/
WHO%20Ethics%20and%20Safety.pdf

      인신매매 피해 여성 인터뷰를 위한 윤리 및 
안전 권고안 http://endvawnow.org/en/
tools/view/670-whoethical-and-safety-
recommendations-forinterviewing-trafficked-
women-2003.html

      세계보건기구,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연구를 위한 
여성 중심 관점의 윤리 및 안전 권고안 http://apps.
who.int/iris/bitstream/10665/251759/1/978924
1510189eng.pdf 

6.3 미디어 콘텐츠 활용 기회 

미디어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 및 방대한 정보와 경험
을 제공한다. 그 중 뉴스, 시사,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티브 
미디어(creative media) 및 소셜 미디어 콘텐츠는 우리가 가

장 자주 접하는 콘텐츠로서, 인쇄매체, 오디오, 디지털 및 시
각적인 형태로 전달된다. 미디어와 함께 협력하여 성평등, 다
양성, 및 비폭력의 가치를 존중하고 증진하려면, 미디어 콘텐
츠 제작 산업뿐 아니라 그러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6.3.1	뉴스와 시사	
뉴스 미디어 - 일반 대중 또는 특정 대중에게 주로 뉴스를 전달
하는 미디어 – 는 그 미디어가 보도하는 주제/사건과 동떨어
져 생각할 수 없다. 뉴스 미디어가 선정, 설명, 및 배포하는 정
보는 사회적 신념과 행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공공 담론에 반
영되어 있다. 어느 사회든지 뉴스 미디어는 국정현황을 알려
주는 지표이자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를 반영하
는 거울이자 사회의 길잡이 역할(a mirror and an agent)’을 
한다(갈바오 미주개발은행, Galvão IDB 2015). 따라서 미디
어 담론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주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미디어 관계자
들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고/또
는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환경을 악화 내지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미디어가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규
범과 고정관념을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호주,	생존자 옹호 프로그램

호주는 2000년에 가정폭력 위기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피해자/생존자 옹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빅토리아 
주 전체의 미디어 보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여성/여아에 대한 폭
력 관련 뉴스 미디어 보도를 개선하려면, 폭력 통계 수치에 생존자의 스토리를 더해 인간적인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인
식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현재 빅토리아 주 전체적으로 성폭력 등의 폭력 생존자 옹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자신의 이
야기를 공유하고픈 여성 피해자/생존자들이 미디어 인터뷰 시 주의할 점들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생
존자들은 미디어 인터뷰에서 무엇을 예상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배우면서, 힘과 자신감을 얻고 여성/여아
에 대한 폭력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 위 프로그램은 피해자/생존자에게 이들의 인터뷰 전후 그리고 인터뷰 동안에 지원 서비스
도 제공한다(필요하다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됨).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폭력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에게 이들이 필요한 정보,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많은 생존자가 미디어와 공공 행사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히 성공적인성과를 거두었다. 

호주 빅토리아 주의 생존자 옹호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s://www.safesteps.org.au/our-advocacy/survivor-advocate-program/  
http://whe.org.au/what-we-do/prevention-of-violence-against-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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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대표성, 성평등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보도 관행은 수 십 년 동안 답보된 상태이다. 글로벌 미디
어 모니터링 프로젝트(Global Media Monitoring Project)
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2015년 글로벌 미디어 모니터링 프
로젝트).

• 2000년 이후로 전체 보도내용 중 10% 만이 여성에 관한 기
사이다. 정치뉴스와 경제뉴스 중 여성에 대한 내용은 각각 
7%, 5%로, 여성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 디지털 뉴스와 뉴스 트위터 피드 중, 여성에 관한 기사 비
중은 26%까지 증가했지만, 성비 균형을 달성하기에는 너
무 낮은 수치이다. 

• 젠더 고정관념이 여전히 뉴스 미디어에 깊이 자리 잡고 있
다. 예를 들면, 젠더 고정관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뉴스는 전
체(텔레비전, 인쇄매체, 라디오, 디지털 매체) 중 4% 밖에 
되지 않는다. 

• 2005년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중 6%가 생존자로 묘사
되었고 2015년에는 피해 여성 중 27%가 생존자로 언급되
는 등 지난 10년 동안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가정폭력 
생존자들은 미디어에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뉴스 미디어의 가치와 관행에 대하여 

뉴스 언론의 전문적·윤리적 가치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칙은 
정확성, 공정성, 균형 및 공평성이다. 대부분의 맥락에서, 특
히 국가의 통제를 받거나 정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뉴스 미디어는 스스로에 대해 특별한 ‘주장(prop-
osition)’이 없고 특정 사회적·정치적 명분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뉴스 미디어의 편집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중립성, 
자율성, 자유 등의 핵심 가치들을 존중해야 한다. 한편, 미디
어 종사자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도덕적’ 영향을 미치는 스토
리 보다는 강력한 ‘뉴스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원하는 경향
이 있다.

보통 정기적인 편집회의에서는 마감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어떤 뉴스 스토리를 보도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
면 뉴스 기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입증된 정보를 찾고 인터

뷰와 토론을 준비해야 한다. ‘24시간 뉴스 사이클’ 동안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에 대응하기 때문에, 
뉴스 스토리는 극도로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기자
들이 새로운 외부 기고자를 찾기 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들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면, 다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뉴스 미디어에 접근하기

뉴스미디어 개입활동을 설계하려면,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
다. 예를 들면, 짧은 간격으로, 즉각적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뉴스 사이클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뉴스 미디어 조직과 그 구성원들(직원과 프리랜서 
포함)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권고한다.

• 뉴스 미디어 제작자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의 콘텐츠 분
석 결과를 공유한다. 

• 보도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 장기적인 변화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예☞(이슈 별 전문가
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뉴스 콘텐츠를 내보내기 전에 전문가
들의 리뷰를 받는다. 또는 언론인들에게 지속적인 젠더 교육
을 제공하고, 성인지 정책 및 콘텐츠 지침 수립을 지원한다). 

• 목표 대상인 언론매체에게 가능한 빠른 시기에 연락을 하
고, 그들이 편한 시간에 만나도록 한다. 구글 뉴스, 트위터, 
및 기타 소셜 미디어들은 기자들의 담당분야, 근무지역 및 
관심주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뉴스 제작 일정과 기한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매체의 일정
계획에 특정 스토리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미디어 개
입활동 담당자들은 기존 미디어 담당자 또는 조직 내부/외
부미디어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또는 특정 
행사나 중요한 일정 예☞(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의 날(11월 25일), 인권의 날(12월 10일)에 
앞서 미리 미디어 담당자와 관계를 진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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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기념일이 표시된 전체 달력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un.org/en/sections/observan ces/
international-days/ 

• 기자들이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련 보고서, 
브리핑 노트 및 근거자료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며 관리한다.

      여성 관련 미디어 디렉토리(Directory of media 
for women by women) : http://www.wifp.org/
publications/directory- of-womens-media/  

      쉬 소스 전문가 데이터베이스(She Source Expert 
Database) : http://www. womensmediacenter.
com/shesource/ 

미디어 참여 활동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 외에, 기존의 시사사
건 보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스토리

와 뉴스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전달하
거나, 관련 캠페인/개입활동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 여성 미디어 센터 쉬 소스	(Women’s	Media	Center:	She	Source)

쉬 소스는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등 성평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여성 전문가 정보를 담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서, 미디어
의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여성 전문가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 미디어 센터는 미디어 분야에 여성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쉬 소스를 구축하였다. 쉬 소스는 여성 게스트와 여성 정보원(source)이 필요한 기자, PD, 및 부커(bookers – 역
자 주: 예약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를 위해 만들어졌다. 여성 전문가가 쉬 소스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기자, PD, 및 
부커가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쉬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다. 여성 미디어 센터는 편안하게 미디어 인터
뷰를 하기에는 미디어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성들에게 ‘진보적인 여성의 목소리(Progressive Women's Voice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미디어를 상대하는 대변인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고급 교육
과 도구들을 제공하는 미디어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 미디어 센터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디어의 헤드라인 
이슈에 관한 대화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진보적인 여성의 목소리’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s://www.womensmediacenter.com/about/training/progressive-womens-voices 

태국,	여성이 만드는 뉴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Women	Make	the	News	Thailand	Online	Database)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는 태국 미디어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태국의 여성 기자/전문가/언론인들의 정보를 담은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데이터 베이스 접근: www.WMNThailand.org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bangkok.unesco.org/content/gender-equality-media-and-better-storiesnbtc-bolsters-support-women-
make-news-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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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시사 사건 보도 활용 예시	

• 인신매매, 세간의 이목을 끄는 기소 사건, 또는 유명인사의 성폭력 관련 발언에 대한 뉴스 스토리. 이러한 뉴스 보도를 좋은 기
회로 활용하여, 뉴스데스크에 연락해서 기존 관련 연구/지식 및 캠페인/옹호 메시지 등을 전달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 논평할 
수 있는 게스트 전문가를 소개하거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직접적인 뉴스 제작을 지원할 수도 있다. 

• 현재 TV 드라마 및 남미 지역의 드라마 시리즈를 일컫는 텔레노벨라(Telenovela)에서는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관련 이야
기가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다.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 시청자 전화연결, 또는 신문의 사설을 통해 여
성/여아에 대한 폭력 이슈를 설명할 수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남성과 여성을 성차별주의와 차별적 고정관념에 따라 묘사하는 블로그, 유튜브, 동영상 또는 팟캐스트
가 있다면, 해당 대화창에 코멘트를 남긴다. 또는 그러한 콘텐츠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시간에 대화 지침과 함께 예시
로 활용한다.

라디오도 뉴스와 시사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플랫폼
이다. 라디오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 라디오 아나운서, DJ, MC 및 사회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주제/메시지/논의를 포함시
키도록 한다. 

• 장기적인 미디어 개입활동 시리즈를 개발 및 홍보하고 이
를 정기적으로 예☞(매주) 방송하면서, 성평등, 여성/여아
에 대한 차별/해로운 관행/폭력 근절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도록 한다.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파악하
고, 게스트를 자처한다 예☞(라디오 인터뷰, 청취자 인터뷰 
프로그램 또는 토크 쇼).

• 같은 생각을 가진 네트워크 파트너 및 지지자들을 동원하
여, 여러분의 메시지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가능하다
면, 라디오 또는 TV 방송국에게 인터뷰 녹취물을 달라고 요
청한다 – 이러한 녹취물은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다른 언
론 매체, 캠페인 또는 지역사회 동원 활동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페미니스트 라디오와 토크쇼 예시	

라디오 방송국

• 여성 해방 라디오 뉴스(Women’s Liberation Radio 
News) https:// wlrnmedia.wordpress.com/ 

• 여성에 관한 국제 뉴스 취합 서비스(Women’s 
International News Gathering Service)   
http://www.wings.org/ 

• 여성 언론의 자유 연구소(Women’s Institute for 
Freedom of the Press)  http://www.wifp.org/ 

페미니스트 팟캐스트

• https://player.fm/featured/feminist

중요한 주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동영
상 토크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래 테드 영상(Ted Talks) 
목록을 참고한다. 

• 페미니즘 https://www.ted.com/topics/ feminism 

• 여성에 대한 폭력 https://www.ted. com/search? 
q=violence+against+women 

• 성평등  https://www.ted.com/search? 
q=gender+equality 

• 남성성  https://www.ted.com/search? 
q=masculi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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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라디오는 여성 중심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 
여성과 여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비 성차
별적, 탈 고정관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고 있다. 여러 
페미니스트 라디오 조직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더 많은 청중에게 도달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경향
이 높아지고 있다. 팟캐스트, 동영상 스트리밍 토크쇼 등의 오
디오 매체들도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용자에게 
도달하고 있다.

자료

      국제기자연맹, 여성에 대한 폭력 보도 지침  
http://ethicaljournalisminitiative. org/en/
contents/ifj-guidelines-for-reportingon-
violence-against-women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인도주의적 미디어 보도 지침 
http://gbvaor.net/wp-content/uploads/2013/ 
07/GBV-Media-GuidelinesFinal-Provisional-
25July2013.pdf  

      글래드(GLAAD: 미국 성 소수자 미디어 운동단체), 
미디어 참조 안내서   
https:// www.glaad.org/reference 

      다양성 유형 안내서 -  
https://www.diversitystyleguide.com/

      책임감 있는 보도를 위한 주의사항: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미디어 보도 지침   
http://www.endvawnow.org/uploads/browser/
files/handle_withcare_zerotolerance_2011.pdf  

      책임감 있는 언론 보도 지침 http://www.evas.
org.au/images/ docs/Responsible-Reporting-
guidelines-2013. pdf 

      성인지 언어 지침 http://www.unwomen.org/-/
media/head quarters/attachments/sections/
library/gender- inclusive%20language/
guidelines-on-genderinclusive-language-en.
pdf?la=en&vs=2129 

      젠더 용어 데이터베이스  
http://www.unwomen.org/en/digital-library/
gender-inclusive-language 

      젠더 용어집 https://trainingcentre.unwomen.
org/mod/glossary/view.php?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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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광고	
광고는 마케팅 아이디어, 서비스 및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품
들을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와 오디오를 사용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사회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인식에 대한 메시지
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는 말만큼 또는 말보다 더 강력
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광고 속 성평등에 관한 연구에 따르
면, 광고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여성이 주 구매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렇다). 또한 여성의 
출연시간과 말하는 시간이 더 짧았다. 광고 속 여성은 권력/성
취와 관련된 발언을 남성보다 훨씬 더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
다(2017년 지나 데이비스 연구소). 광고는 여아, 남아, 여성, 
및 남성의 마인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사례에
서 볼 수 있는 바, 광고는 다양한 상품 판매를 위해 여성의 신
체를 대상화하는 등 부정적인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
다. 광고 속 이미지와 메시지는 여성과 여아가 자신의 신체와 

이미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이들
의 자존감과 자부심에도 영향을 준다. 남성과 남아도 광고에 
묘사된 남성처럼 남자다움을 과시해야 한다고 느끼면서, 광
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여아는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
을 때 중요한 일상 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를 들면, 음식을 먹지 않거나 건강을 해치고, 의견을 적극적
으로 개진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거나 실수
를 하거나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
다. 미디어와 광고는 대부분의 여성이 달성할 수 없는 비현실
적인 미의 기준을 세웠다. 이들은 다양한 신체적 매력을 가진 
여성들을 묘사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2016년 유니레버 
Unilever). 

미국,	전미 광고주 협회의	#SeeHer	캠페인(The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SeeHer)	

전미 광고주 협회(ANA)는 2016년에 #씨허(#SeeHer) 운동을 출범시키면서, 미국의 여성 참정권 쟁취 100주년이 되는 2020
년까지 광고와 미디어에서 여성과 여아를 더 정확하게 묘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미 광고주 협회는 이 운동의 성공여부를 추
적하기 위해, 젬™ (GEM™)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젬™ 방법론은 무의식적인 젠더 편향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방법론이
다. 젬™은 광고/TV 프로그램을 위한 측정기준도 제공한다. 젬™ 방법론은 마케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게 오픈소스로 
제공되며, 광고/미디어 커뮤니티의 마케터, 연구원, 기관,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주들은 미
디어 전략/이행/점검 기준에 젬™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추세이다. 

#씨허 운동이 시작된 이래, 전미 광고주 협회의 젬™ 연구 파트너인 에이비엑스(ABX 역자주: 미국 내 광고 벤치마크 지수 제
공 기업)가 60,000여건의 광고를 테스트했다. 광고의 맥락을 개선하기 위해 젬™ 점수는 일 년에 두 번 집계되고 있으며, 닐슨
(Nielsen) 최고의 프로그램 및 회원이 선정한 최고의 방송과 케이블 쇼에 해당 점수가 반영되고 있다.

 - 전체 소비자 중 26%, 여성 소비자 중 45%가 젬™ 점수가 우수한 광고에 구매의향을 보였다. 

- 젬™점수가 우수한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가 11% 증가하였다. 

- 여성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광고가 여성/여아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과 제휴할 때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위 이니셔티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s://see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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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은 그 성격상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
나 최근 광고 산업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과 이니셔티
브를 통해, 부정적인 젠더 고정관념과 불평등을 바로잡으려
는 관심과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33개 광고 항목(화장
품, 보험, 공익광고 등)에 대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시청각 
매체에서 남성이 여전히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녀 편차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2017년 지나 데이비스 연구소). 이 연구에 따르면, 시
청각 매체에서 남성의 발언 중 29%는 권력, 28%는 성취와 
연관된 것이었다. 유니레버는 1년 동안 광고 산업에 대한 감
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중 40%는 광고에 묘사된 여성의 모
습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남성은 광고 속에
서 매우 단순하고 고정관념적인 모습(터프하고, 거칠고, 이성
애적이며, 동성애를 혐오하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2016년 유니레버). 이와 반대로 진보적인 광고들은 광고 효
과와 브랜드 효과가 2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유니레버). 

광고 속 고정관념 근절을 위한 포괄적 권고 Broad recom-
mendations for eliminating stereotypes from ads, 

include (2018년 세계 광고주 연맹, 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s)

• 광고 제작팀 내 다양성을 도모한다.

• 공급자, 소비자 및 직원들과 함께 브랜드의 어느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브랜드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기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구조적인 난제들을 해결한다.

• 성인지 마케팅 뿐 아니라 다른 다양성 측면들 예☞(인종, 
출신 국가,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등)도 다루도록 한
다. 또한 협력업체 포함,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 이러한 가
치관을 적용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적인 이니셔티브를 지양하고 예☞(펨버
타이징(femvertising: feminism+advertising) 캠페인),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장기적인 노력에 투자한다. 

• 오랜 시간에 걸쳐 성과를 추적한다.

영국,	해롭고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젠더 고정관념에 관한 광고 지침	 	
(Advertising	guidance	on	depicting	gender	stereotypes	likely	to	cause	harm	or	serious	or	
widespread	offence	(CAP	and	BCAP,	UK)	

영국에서 비 방송광고, 직접 홍보 마케팅 및 방송 광고를 관장하는 두 개의 위원회가 영국의 광고/마케팅 강령 해석에 관한 지
침을 수립하였다. 이 지침은 광고주, 광고 회사 및 미디어 소유자들이 광고/마케팅 강령을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
되었다. 지침이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젠더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과 특징을 보이는 시나리오

- 젠더 고정관념에 따라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몸매 또는 신체적 특징을 따르도록 압박하는 시나리오

 -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이 출연하는 시나리오 

- 잠재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들이 출연하는 시나리오

 - 젠더 고정관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시나리오  

지침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s://www.asa.org.uk/uploads/assets/uploaded/f39a881f-d8c9-4534-95f180d1bfe7b9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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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엔터테인먼트와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텔레비전, 동영상, 영화, 라디오, 드라마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전달하는 엔터테인먼트 및 크리에이티브 미디어는 뉴스 미디
어가 제공하지 못하는 상호작용과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
다. 이들은 전 연령 집단에 걸쳐 인기가 높은 매체이기 때문
에 더 광범위한 세대의 오디언스에게 도달할 수 있다. 다른 미
디어와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영화, 쇼, 게임, 음
악, 앱, 서적, 잡지 등)도 종종 전통적인 젠더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젠더 고정관념을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
에서 가장 높은 흥행수입을 올린 120편의 영화 속 젠더역할
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대표성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출연진 간의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았다; 즉, 스크린
에서 여성 배우의 대사 시간이 남성 배우보다 훨씬 적었으며; 
여성 캐릭터는 고정관념에 따라 성애화된 방식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2014년 지나 데이비스 연구소). 이는 특히 대
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젊은 층 관객들에게 매우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자체 산업 내에서 그리고 스스로 제작하는 콘텐츠 내에서 더
욱 성평등한 표현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비차별적이고 비폭
력적인 묘사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힘을 실
어주고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컨텐츠를 증진하고 있다.  

자료 

      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in Media: 
https:// seejane.org/research-informs-empowers/

      Common Sense Media:  
https://www.commonsensemedia.org/ 

그 외에도 대중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부정적인 사회적 
관념을 해소하고, 친사회적 가치관, 태도, 및 관행을 발전시
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제작 또는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종종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라고 불
리는 엔터테인먼트 교육 미디어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적합한 진입점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
의 평가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규
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Singhal, Arvind and Rogers, 
1999; Airhihenbuwe and Obregon, 2000).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텔레비전, 디지털 스트리밍, 라디오 
시리즈, 연극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임, 공공 서비스 광고, 
드라마/연속극/소설 등의 형태로 전달된다. 시청자들은 이러
한 콘텐츠 속 인물들의 상황, 딜레마, 감정, 인생 등을 통해 여
성/여아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해당 콘텐츠 속 주인공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
떻게 행동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 형식을 잘 디자인한다면, 특정 집단을 차별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젠더/인종/장애 및 기타 특징들과 관련된 고정
관념과 오해를 근절할 수 있다.

탈 고정관념 연맹(The	Unstereotype	Alliance)

유엔 여성기구가 소집하는 탈 고정관념 연맹은 광고 속 젠더 편향과 해로운 젠더 고정관념을 근절하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30명 이상의 업계 리더들이 모인 강력한 글로벌 연맹이다. 탈 고정관념 연맹은 이러한 아젠다를 발전시키고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과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이 연맹은 광고 속 고정관념을 근절하는 노력의 진척도 측정 도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유엔 여성기구와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개발하고 입증한 젠더 갭 분석 도구를 도입하여 비즈니스 관행을 평가하기로 했다. 탈 고정관념 동맹은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젬™과 같은 도구들을 기반으로, 글로벌 광고 측정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브랜드들이 고정관념을 해소하도
록 지원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 전반적으로 진척도를 추적 관리할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unstereotypealliance.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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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미디어 제작과 마찬가지로,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분야 
전문가들이 미디어 종사자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견고한 파트
너십을 구축한다면,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최고

의 드라마/에듀테인먼트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
렇게 미디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미래의 협력
을 증진한다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인도 아다풀(AdhaFULL)		

유니세프와 BBC 미디어 액션이 인도에서 실시한 프로젝트 ‘아다풀’은 인도의 청소년들이 성별에 따른 낙태, 조혼, 여아교육 제
한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여성/여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세 명의 청소
년 배우가 출연하는 TV 탐정드라마 ‘최고의 니키(Full-on-Nikki)’(78개 에피소드)를 통해 진행되었다. 

위 드라마는 평범한 10대인 키티(Kitty), 타라(Tara), 아드락(Adrak)이 주인공이며, 이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미스터리한 사
건들을 함께 해결하면서 성장통을 겪는 모습을 그렸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젠더 고정관념을 유지시키는 전통에 도전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능력을 키우고 행동을 취
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 TV 탐정 드라마가 방영됨에 따라, 드라마 내용에 대해 토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함
께 진행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 드라마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타깃 오디언스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고려하여 페
이스북, 트위터, 스마트 폰 게임, 모바일 오디오 콘텐츠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들을 동원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unicef.in/PressReleases/420/Launch-of-the-AdhaFULL-initiative-byUNICEF-and-BBC-Media-Action-India

소울 시티-남아프리카를 넘어서(Soul	City	-	South	Africa	and	beyond)	

소울 시티(Soul City)는 여성/여아 폭력 예방을 위한 세계 최대 미디어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소울 시
티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소울시티는 한 시간 분량의 에피소드 13편으로 구성된 시즌
제 프로그램이며, 라디오 방송, 광고, 간행물도 함께 운영된다. 소울 시티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수 백 
만 명에게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설명하였다. 소울 시티 프로그램의 예산은 정부, 다자간 공여국 및 기
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 평가를 받아오고 있으며, 오디언스 도달 및 영향에 관한 자체적인 연구결과를 홈
페이지에 발표하고 있다. 

에듀테인먼트 전략을 사용하는 모든 소울 시티 프로그램 시리즈는 엄격한 형성적 연구(formative research)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즉, 이용자와 전문가 모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효과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와 함께 모든 소울 시
티 프로그램 자료들을 철저하게 테스트하는 것이다. 소울 시티 프로그램은 형성적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
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더욱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소울 시티 프로세스 중 다음 단계들은 적절
한 메시지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전문가, 이용자 회원, 및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주제 이슈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시민사회단체, 비정
부 기관, 지역사회 기반 단체, 운동가, 학자 등과 협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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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유형 예☞(텔레비전 쇼)에 따라 프로그램의 비
용과 복잡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디어 조직에게 특정 콘텐
츠를 제작해 달라고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콘텐츠들이 달성한 성공적인 결과들을 제시
함으로써, 정부와 기부자들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드라마 제작자들을 찾고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좋은 미디어 아이디어가 있어도, 미디어 조직에서 그 
아이디어를 상의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경우가 있
다. 여러분이 접근해야 할 미디어 담당자는 미디어 개입활동
의 규모와 현지 미디어 제작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
과 같은 질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오리지널 드라마를 현지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는가? 
* 제3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구매하고 있는가? 
* 온라인/스트리밍 동영상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있는가? 
* 공공 서비스 광고는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가? 
* 타깃 오디언스는 휴대폰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TV, 라디오, 
직접적인 매체(in-person mediums) 등을 더 선호하는가?

제작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은 정해진 정답이 없다. 다음 아이
디어들을 참고한다.

• 미디어 조직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시나리오 작가에게 연락
한다. 

• 방송작가를 찾아서, 그들이 최근 만든 콘텐츠 중 여러분이 
원하는 미디어 개입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이
야기한다.

• 초기부터 TV 방송사 대표/이사 그리고/또는 정부를 핵심 
후원자/파트너로 확보하고 이들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대
규모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오리지널 TV 드라마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특히 이들의 지지가 중요하다. 

첫 연락을 취하기 전에, 다른 에듀테인먼트 작품에 대해 읽어
보고 누가 어떻게 그 콘텐츠를 탄생시켰는지 알아본다. 그리
고 이 핸드북에 제시된 사례연구들을 참고한다. 그런 다음, 아
래와 같은 방법으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종사자들에 대해 
알아본다.
 
• 드라마 제작자들의 최근 작품 및 이전 작품을 검색한다.

• 트위터나 기타 소셜 미디어에서 이들의 작품에 대해 알아
본다. 

• 이들의 수상 내역 또는 인터뷰 기사를 찾아본다. 

• 미디어 기업의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제작 정보와 담당
자들을 찾아본다.

• 주제 이슈에 대해 이용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 우려사항, 사고 방식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
을 알아본다. 

• 방송 이후에 프로그램 자료들을 평가한다. 평가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을 향후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한다. 

소울 시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미디어 프로그램으로서,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등 복잡한 사회적 이슈들을 설명하고 적극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울 시티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울 시티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면서, 여성/
여아에 대한 폭력 피해자/생존자들은 자발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친척들도 피해자/생존자들을 기꺼이 돕고 있다. 소
울 시티 프로그램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가정폭력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가정폭력을 용인하는 전반
적인 사회 규범이 뚜렷하게 변한 것은 아니었다(Heise, 2011). 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울 시티 프로그램은 에듀테인먼
트 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시민들의 태도/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
면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위 이니셔티브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soulcity.org.za/projects/soul-city-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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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피디아, 예술 신문 및 미디어 업계 신문에서 누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했고 그들이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 
알아본다. 다만,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역자 주: 아
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중·저소득 국가) 미디어 종사
자들의 정보는 인터넷이나 위키피디아에 없을 수도 있다.

에듀테인먼트 이니셔티브의 실행가능성 또는 콘텐츠 구매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
나 라디오와/또는 커뮤니티 극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커뮤니티 드라마 극장 또는 대중 극장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
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경우, 제작자가 아닌 소비
자 입장에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드라마
는 지역사회에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장면들을 재현함으
로써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성평등 등의 다양한 이슈들을 효
과적으로 강조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적 이
슈를 미디어의 부산물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 내 변
화의 주창자들을 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신부가 아닌 소녀들-	에듀테인먼트에서 얻은 교훈(Girls	Not	Brides	–	Lessons	from	Edutainment)	

‘신부가 아닌 소녀들(Girls Not Brides-역자 주: 국제인권단체)’은 엔터테인먼트-교육 이니셔티브가 조혼에 대한 생각을 변화
시키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조사, 핵심 정보제공자 인터뷰 및 9
개의 각각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서 진행 중인 사업평가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교훈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다. 에듀테인먼트 접근법은 다양한 전략과 구성방식을 사용하여 폭넓은 행
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적합하며, 그러한 프로그램에 적용되어야 한다. 에듀테인먼트 프로젝트는 
종종 몇 가지 구성방식과 채널을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기존 미디어 시장, 특정 지역 내 다양한 미디어의 가용성, 예산, 이용
자의 선호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에듀테인먼트 구성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 개인,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에듀테인먼트 이니셔티브는 개인,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화
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을 다루게 해준다. 에듀테인먼트 이니셔티브는 여아, 남아, 부모, 지역사회 시민, 리더 등 전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 특정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다양한 캐릭터/인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롤 모델을 제시함으
로써, 타깃 오디언스에게 적합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 

• 에듀테인먼트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려면, 대상 지역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규범, 낙인, 및 오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전에, 타깃 오디언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왜 하는 것이며 누가 그들
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 실질적인 주제 전문가와의 협업은 필수이다. 크리에이티브 제작 및 디자인 워크숍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행동변화 전문가 및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와 함께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인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 투자를 통해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측정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 에듀테인먼트는 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접근법이며, 초기에 발생하는 높은 비용은 점차 상쇄된다.

• 에듀테인먼트 이니셔티브가 의도치 않은/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그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대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위 이니셔티브와 결과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s://www.girlsnotbrides.org/wp-content/
uploads/2017/02/Entertainment-Education-and-child-marriage-scoping-study-Jan-201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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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는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광범위한 대중에게 메시
지를 전달하는 데에 효과적인 매체이다. 라디오는 종종 사회
적 규범 변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
도 라디오 파트너들은 여성/여아 폭력 예방을 위한 미디어 개
입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부 지역사회 구성원
들은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확보하고 자기표현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
는다. 이들에게 라디오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과 
여아가 목소리를 내고, 여성/여아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이들

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욱 집중적이고 필수적인 의
사소통이 가능한 맞춤형 소규모 미디어와 지역 언론을 활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라디오 또한 개발 이슈, 기회, 
경험, 생활 기술 및 공익에 관련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공유
하게 해준다. 멀티미디어·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지역
사회 라디오는 청취자들의 관심분야와 요청에 따라 인터넷에
서 찾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글로벌 정
보 사회와 연결해 준다.

카리브해 동부,	아트 인 액션(Arts	in	Action)		

유엔 여성기구는 도미니카 공화국 젠더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트 인 액션(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서인도 대학교 창작 축제
예술학과)이 개발한 모델을 기반으로 연극인들을 위한 응용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카리브해 동
부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엔 여성기구의 지역사회 동원 프로그램의 핵심 전략이자 
개입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예술인들이 사회적 문제와 부정적인 행동을 공연예술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관객들로 하
여금 그러한 문제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s://www.facebook.com/artsinactiontt

앙골라,	성평등을 위한 여성 언론인 포럼(The	Forum	for	Women	Journalists	for	Gender	Equality)

앙골라의 ‘성평등을 위한 여성 언론인 포럼(Forum for Women Journalists for Gender Equality, FWJGE)은 기자들에게 성
인지 교육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여성 기자들과 함께 성평등 및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
해 미디어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 결과, 삶의 거리(Estrada da Vida)라는 제목의 라디오 드라마가 탄생했고 지역사회에서 오
랜 기간 동안 방영되었다. 이 드라마는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노력에 지역 정치계의 참여가 얼마
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이 라디오 드라마는 여성의 삶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미디어 정보와 엔터테
인먼트 요소를 결합하였다. 이 드라마는 앙골라가 전쟁을 겪고 경제가 황폐화된 상황에서 회복을 시작하던 시기에 제작된 만
큼, 시민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이 사례에서, 드라마는 전 국민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
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뉴스 방송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전달하기에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를 사용
하는 반면, 위 라디오 드라마는 사람들이 이입하기 쉬운 인물들을 통해 단순한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많은 청취자
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forumdemulheresjornalist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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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역사회 라디오 핸드북  

http://www.unesco.org/new/en/communi 
cation-and-information/resources/
publications-and-communication-
materials/ publications/full-list/community-
radiohandbook/ 

      지역사회 미디어 우수 관행 핸드북  
http://www.unesco.org/new/en/communi 
cation-and-information/resources/
publications-and-communication-materials/ 
publications/full-list/community-media-agood-
practice-handbook/ 

      지역사회 라디오 운영 입문서  
http://www.unesco.org/new/en/communi 
cation-and-information/resources/
publications-and-communication-materials/ 
publications/full-list/how-to-do-community-
radio-a-primer-for-community-radiooperators/

여성과 남성 그리고 불평등에 대해 대화하고 고정관념에 문
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에듀테인먼트 프로그
램과 함께 미디어 플랫폼 또는 면대면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
운 비전을 수립하고, 다른 지역사회들도 함께 움직이고 변화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랍 제국,	‘남자	100명의 몫(Worth	100	Men)’	

 ‘남자 100명의 몫(Worth 100 Men)’은 미디어를 통해 여성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우머니티 재단(Womanity Foundation)
이 의뢰한 라디오 소설 시리즈로서, 3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리즈는 아랍제국의 청중이 여성의 권리와 젠더 역
할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평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였
다. 이 라디오 소설은 설득력 있고 재미있는 줄거리와 함께, 아랍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현실 예☞(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공공부문에서의 참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위험, 가족 관계 및 연애 등)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 시리즈는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팔레스타인, 이집트(3개 방송사), 모로코, 예멘,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 전역의 10개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영되었다. 방송 이후에는 라디오 토크쇼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경
제적 역량 강화 및 젠더 역할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라디오 소설과 토크쇼를 통해 
성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대화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폭력에 직면한 여성들은 그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제
대로 인식했으며, 폭력을 겪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그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하도록 격려했다. 뿐만 아니라 폭력을 정당화
하는 발언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초기 평가 결과가 고무적이지만, 위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효과를 파악하려면 
더 장기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

위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s://womanity.org/wp-content/uploads/2015/11/150223FINAL-report-B100-Ragl-no-anne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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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엔터테인
먼트 프로그램의 캐릭터와 주제를 사람들의 실제 삶과 연결
시키면(소셜 미디어, 소셜 이벤트, 게시판, 광고지, 지역사회 
개입활동 등을 통해), 기존 규범에 문제를 제기하고, 폭력 및 
해로운 관행의 피해자/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목소
리를 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음을 
알게 되면, 사회적 규범 변화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시청자/청취자 개인이 해로운 관행이 두드러지거나 
다양한 유형의 권력, 통제, 폭력을 파헤치는 드라마를 접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건 매우 드문 일이다’라고 생각
하거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

나 드라마와 관련된 라디오 전화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
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조직의 역량에 따라, 에듀테인먼트 프로젝트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해 전통적인 미디어 캠페인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에라리온,	‘알려 주세요(Leh	Wi	Know)’

시에라리온에서는 에듀테인먼트 기반 프로젝트, 추가적인 미디어 작업 및 필수적인 지역사회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이 
결합되면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성공적으로 입증되었다. 2014년-2016년에 BBC 미디어 액션은 ‘밤바 공동체
(Bamba Community)'라는 15분 분량의 정규 드라마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설득력 있는 줄거리를 가진 이 드라마가 방송된 
이후에는, 각 에피소드 별로 '알려주세요(Leh Wi Know)’라는 45분 분량의 전화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가
정폭력과 여성의 토지 소유권 등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으로, 여성권리 및 법률 전문가들이 게스트로 참여했다. 시청자들은 자
신의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젠더 관련 사회적 규범들에 대한 비평적 대화에 참여하였다.

시에라리온에는 단독으로 많은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는 대형 라디오 방송국이 없었다. 따라서 BBC 미디어 액션은 해당 국가 
내 수많은 지방 라디오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현지 청소년 NGO인 레스틀리스 디벨롭먼트(Restless 
Development)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워크숍을 열고, 10대 여성 청소년들과 함께 이들의 권리에 대해 토론하
였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bbc.co.uk/mediaaction/where-we-work/africa/sierra-leone/womens-rights-radio-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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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소셜 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의 생활 및 업무방식을 지속적으로 재
정의 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은 여성과 여아에게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
고 있다. 여성과 여아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정치/경제/사
회적 영역에서 서로의 연대, 목소리,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
다. 여성과 여아를 위해서 뿐 아니라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
다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성평등
과 여성 역량 강화를 증진해야 한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며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문화적 규범과 구
조적 장벽들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기술 접근성/사용/안전성 
측면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다. 2017년 현재, 남녀 간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국가(특히 개도국)에
서 여성은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낮다. 최빈
개도국의 경우, 여성 7명 중 1명만 인터넷 사용자인 반면 남성
은 5명 중 1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이 현저하게 적다. 아프리카에서 지난 5년 동안
(2012년-2017년) 추적한 결과, 남녀 간 디지털 격차는 크게 
증가해왔다(2017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젠더에 따른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기술적 노하우
* 기술의 효용과 응용에 대한 교육
*ICT 기술 관련 교육 내용과 방법 
*여성과 여아가 차별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경험 없이 기술을 
사용하고 인터넷에 참여하는 능력

범 아프리카 교육	TV	프로그램	‘세라비(C’est	la	vie!)’	

세라비(‘C’est la vie!‘) 는 여러 기관들(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유엔인구기금, 유엔 여성기구)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특별 이니
셔티브이다. 이 프로그램은 모성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및 아동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프렌치 무스코카 펀드(French Muskoka 
Fund)의 지원을 받아 우수 사례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016년 기준,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 수는 아프리카 7개 도시에서 
2천 만 명을 돌파했다. 

세라비 이니셔티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  범 아프리카 TV 채널 및 아프리카 전역의 40개 국영 TV 방송국 네트워크를 통해 방영되는 교육 TV 쇼 (시즌 1: 각 26분 분량

의 에피소드 26편/시즌 2: 에피소드 36편) 
(ii)  재생산 건강과 권리(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가족계획, 모자건강, 의료의 질, 젠더기반 폭력 등의 문제들을 다루

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는, 지역 차원의 멀티 플랫폼 캠페인. 

위 이니셔티브는 라디오 연속극(니제르에서 시범운영 중), 라디오/TV 광고, TV 및 라디오 토크쇼, 모바일/웹 상담, 시각자료, 브
로슈어,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위 이니셔티브의 웹사이트는 방문자에게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프
로그램의 온라인 캐릭터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며, 소셜 미디어에서 추가 장면과 줄거리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 방문
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주제나 줄거리를 제안하기도 한다.

위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은 대중매체와 멀티 플랫폼 미디어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며 혁신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다음 목표
를 달성하고자 한다.

I.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되,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거둔다.

II.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행동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는 동시에, 전통적 규범에 문제를 제기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도모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comminit.com/edutain-africa/content/cest-la-vie-television-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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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분야의 노력이란 단순히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규범 변화를 도모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터넷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
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그리고 다양한 통신기술을 통해 여성
과 여아에게 가해지는 무분별한 디지털 폭력에 대응하는 것
도 의미한다.

      Common Sense Media  https://www.
commonsensemedia.org/social-media 

      UNODC Safer Internet for Children   
http:// www.unodc.org/dohadeclaration/en/ 
news/2018/02/leading-our-children-to-a-safer-
internet--from-preschool-to-high-school. html 

전 세계 여성에 대한 온라인 폭력의 범위와 강도는 아직 알
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다음
과 같은 유형을 포함하되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온라인 폭력
을 경험해왔다. 
*성차별적이고 경멸적인 발언, 협박과 위협, 스토킹, 독싱
(doxing- 역자 주: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행위), 트롤링(troll-
ing-역자 주: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불쾌하
게 만드는 언행),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콘텐츠와 이미지
를 유포하는 행위, 및 루어링(luring-역자 주: 성적 착취를 목
적으로 아동에게 채팅과 이메일 등으로 접근하는 행위) (애드 
에이피씨 외, ADD APC et al).

온라인 폭력을 예방하고 그러한 폭력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  여성에 대한 온라인 폭력을 성립하는 요소들을 더 정확하

게 정의한다. 
*  국제적/국가적 지침, 규정, 법률 및 기준을 수립한다(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권 등). 
*  인터넷 중개 사업자들과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제도적 변화

를 도모한다. 예를 들면, 성인지 정책/규약/행동강령, 자율
규제 지침과 기준, 직원 교육, 및 폭력적인 콘텐츠를 파악/추
적/신고(투명하게)하고 디지털 폭력 관련 불만사항을 처리
하는 제도 등 조직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  성인지적인 정보통신 기술 아키텍쳐 개발/개선/사용에 투

자한다. 
*  시대적 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남아와 여아 및 여성과 남성에

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자료

      2015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여성에 대한 온라인 폭력 
및 젠더기반폭력에 관한 모범사례포럼
http://www.intgovforum.org/cms/docu ments/
best-practice-forums/623-bpf-on line-abuse-
and-gbv-against-women/file 

      #허넷허라이츠(# HerNetHerRights), 유럽 여성/ 
여아에 대한 온라인 폭력 근절에 관한 자료집  
https://www.womenlobby.org/IMG/ pdf/
hernetherrights_resource_pack_2017_ web_
version.pdf 

      홀라백(Hollabck: 공공장소 성추행을 반대하는 비영
리단체), 온라인 괴롭힘 관련 자료
https://www.ihollaback.org/resources/ and 
https://iheartmob.org/about 

     여성에 대한 진보적 통신기술 기반 폭력 대응 협회
https://genderit.org/onlinevaw/ 

인터넷과 신규 기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미디어 
산업의 게임의 규칙이 변화하고 있다. 2017년 현재, 104개 국
가의 청소년 중 80%가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상태이다(2017
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이러한 맥락은 폭력예방 노력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인터넷 외에 다른 미
디어(비 미디어 포함)도 개입활동에 참여한다면 훨씬 더 높
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개입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더 많은 이용자에게 메시
지를 전달하고 대화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대화 옵
션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포럼, 트위터 및 기타 플
랫폼들을 통해 지정된 시간에 라이브 대화를 할 수 있다. 유튜
브(YouTube)나 비메오(VIMEO)를 사용해서 동영상 링크를 
생성하면, 식별된 이슈들에 대해 대화하고 참여자들의 의견
을 요청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민감한 주제이며 일부 
사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플랫폼과 
대화의 형식에 관계없이 인터넷/소셜 미디어 실무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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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대화가 온건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 도구들은 대대적인 사회적/정치
적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해주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영
향력과 동원력이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을 활용하여 사
회의 권력관계에 도전하고 변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이렇게 
인터넷/소셜 미디어 도구들을 통해 사람들의 역량이 강화되
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기존의 주류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목소리와 견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이 직접 겪은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경험을 공
유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집단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많
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많은 관심을 받고,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소셜 미디
어는 여성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이며, 여성
들이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힘
을 실어 줌으로써 그러한 폭력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미투(#metoo) 운동이다. #미투 운동
이 전례 없이 빠르게 퍼지면서, 수 십 만 명의 여성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 성희롱과 기타 유형의 성폭력을 경험했음을 공
개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새로운 이
슈는 아니지만, #미투 운동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수
준의 성희롱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투 운동을 시
작으로, 미국과 전 세계는 주류 미디어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미투 이슈들에 대해 열띤 대화를 하게 되
었다. 또한 #미투 운동으로, 가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
례 없이 많은 형사/민사 사법절차들이 진행되며, 직장 내 성희
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폭력 경험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이니
셔티브(#timesup)가 출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그 외 유사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아이빌리브허(#ibelieveher) 와 #잇해픈스히어(#ithap-
penshere)는 주로 미국에서 강간 사건에 대한 대화 시, 피
해자를 비난하는 태도에 저항하는 운동이다. 

• #와이로이터(#whyloiter) 와 #걸스앳다바스(#girlsatd-
habas)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여성의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규범에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이다. 

• #라이프인레깅스(#lifeinleggings)는 바베이도스에서 여
성이 성희롱/강간/성폭행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도
록 격려하는 운동이다. 

짐바브웨,	허 짐바브웨(Her	Zimbabwe)		

 ‘허 짐바브웨 ‘는 펑가이 마치로리(Fungai Machirori)가 2012년에 창설한 온라인 매거진이다. 허 짐바브웨는 디지털 미디어
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짐바브웨 여성의 폭력 경험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젊은 여성들의 디지털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매거진은 2016년에 히보스(HIVOS)와 ’제한 없는 자유 언론(Free Press Unlimited)‘의 지원
을 받아서 ’짐바브웨 모바일 커뮤니티 프로젝트(Mobile Community Zimbabwe project, ZWM3)’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
는 허 짐바브웨의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젠더 관점을 적용하도록 하는 펠로우십
(fellowship)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짐바브웨의 젊은 여성들은 주류 미디어의 외면을 받는 짐바브웨인들의 이야
기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 허 짐바브웨는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었으며, 사용
하기 쉬운 소셜 미디어 공유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특정 오디언스 및 폭넓은 타깃 오디언스에게 젠더 고정관념과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이상적인 플랫폼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herzimbabwe.co.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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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계획이 있다면, 소셜 미디어 캠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여러분의 타깃 오디언스와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예방 계
획에 적합해 보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가입하고 그 플
랫폼을 사용한다. 

• 광범위한 팔로워(followers)를 유치하는 사람들과 캠페인
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이들의 콘텐츠는 어떤 

점이 특별한가?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참여와 상호작용을 위해 파트너
십을 체결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운다. 

• 캠페인에 대한 반발과 비협조적이고 차별적인 발언/비판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사실정보, 실
제 경험에 대한 설명 또는 개인적인 이야기(당사자의 동의 
하에)를 활용한다.

영국,	일상의 성차별 프로젝트(The	Everyday	Sexism	Project)

‘일상의 성차별 프로젝트(The Everyday Sexism Project)’는 영국의 한 운동가의 극히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즉, 
여성이 성차별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짧은 글로 작성해서 익명으로 업로드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였다. 이렇
게 해서 여성이 겪은 성차별 사례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 자주 공유되었으며, ‘화제의 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프로젝
트는 여성과 여아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도록 해주었다. 미디어 종사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주류 미
디어가 소홀히 하던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문제 등, 여성의 삶의 이면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성희롱, 성차별적인 대우, 
인종차별주의-성차별주의 등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일상화’되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4
개의 국제단체들과 연계되어 있다. ‘성차별 프로젝트’는 무료이며 세계 모든 여성이 사용 가능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Bates, L. (2014) Everyday Sexism, Simon & Schuster: London. http://everydaysexism.com/ 

파키스탄,	바이츠 포 올(Bytes	for	All)	

‘바이츠 포 올(‘Bytes for All’, B4A)’은 기술매개(technology-driven) 젠더기반폭력 근절에 중점을 두고, 파키스탄에서 정보
통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인권운동을 강화하고 있는 씽크 탱크(think tank)이다. 2013년, 바이
츠 포 올은 글로벌 ‘테이크 백 더 테크(Take Back the Tech)'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실시했던 테이크 백 더 테크 캠페인
(정보통신 기술을 되찾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공동 캠페인)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아본 글로
벌 커뮤니케이션 모범상(Avon Global Communications Award for Exemplary Material to Combat Violence Against 
Women)을 수상했다.

위 캠페인은 여성/여아 폭력에 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러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보급되어 있는 정보통신 기
술들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기술사용을 늘리고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16일’ 기간 동안, 바이츠포올은 살면서 폭력을 경험했거나 폭력에 저항 및 도전해온 여성/
여아들의 영향력 있는 이야기들을 널리 알렸다. 이들의 이야기는 바이츠포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온라인 폭력을 포
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여아들의 저항과 회복력을 강조하면서 젠더 규범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www.bytesforall.pk and https://samsn.ifj.org/wp-content/uploads/2017/03/ 
ByteBack_CombatingOnlineHarass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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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규범 변화를 도모하려면, 아래와 
같은 교훈과 권고사항을 참고한다(Liou, 2013).

• ‘피크 타임(peak times)'에 미리 정해진 메시지만 전달하
기 보다는, 팔로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따로 마
련한다.

 
• 사진, 동영상, 팟캐스트(적절한 콘텐츠를 당사자의 동의 하

에)등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

• 팔로워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캠페인
의 추진력을 유지해 줄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 폭력적인 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조직/
단체 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 ‘보상, 인정, 영향’ 원칙을 실천한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상받고,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자신이 실질적인 무
엇인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고 싶어 한다.

• 개인적이고(personal), 예기치 않은(unexpected), 시각
적인(visual)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심을 사로잡고 감각을 

깨운다(말하지 말고 보여주어라) (Aaker & Smith, 2010). 
이렇게 하려면, 캠페인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
전에 충분한 정보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6.4 캠페인

캠페인은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법, 정책, 제도 및/또는 개인
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집단의 구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을 의미한다(Lamb, 1997). 캠페인 전략이 의식고양 
요소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 캠페인 자체가 의식고양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캠페인은 구체적인 목표 내지 결과를 달성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에 관
한 캠페인은 법, 제도, 정책적 변화와 개인의 태도 변화를 모색
해왔으며, 젠더불평등, 차별, 폭력 등과 관련된 행동 및 사회 
전반적인 규범의 변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왔다(Coffman, 
2003).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에 관한 캠페인은 오디언스에게 메시
지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공익광고 동영상에
서 온라인 게시판과 에듀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멀티
미디어 도구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	벨 바자오(벨을 울려라)	캠페인(Bell	Bajao/Ring	the	Bell)	

‘벨 바자오! – 벨을 울려라’ 캠페인은 미국과 인도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인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가 2008년에 출범시
킨 멀티미디어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인도의 남성/남아들에게 그들의 커뮤니티 내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폭력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초인종을 울리는 등의 행동을 취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 캠페인은 전국의 청중에게 도
달하기 위해, 인쇄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밴(video van), 인터넷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기술을 신중하게 선
정하고 균형 있게 결합해서 사용하였다. 이렇게 만든 공익광고를 길거리 극장, 공공 포럼 및 청년 권리 운동가들을 위한 교육 등 
지역사회 동원 활동에 사용하였고, 해당 공익광고는 상을 받았다. 또한 캠페인 진행자용 툴킷(toolkit)과 가정폭력에 대한 토론
지침을 영어와 힌디어어로 발행하는 등 다양한 교육 자료가 개발되었다.

이 캠페인은 1억 2500만명의 인도인들에게 도달하였다. 벨 바자오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효과적인 아웃리치(out-
reach)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TV광고만 보았던 사람들보다는, 특히 캠페인 밴(van), 지역사회 동원활
동, 및 TV 광고 메시지에 모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고 여성의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는 응답을 훨씬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 바자오 사례연구에 대한 전체 내용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endvawnow.org/uploads/browser/files/bell_bajao_case_ study_english.pdf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동영상 및 평가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bellbaja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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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이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관련 미디어의 변화를 촉구하는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지침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endvawnow.org/en/modules/view/3-campaigns.html 

테이크 백 더 테크(Take	Back	the	Tech!)	캠페인

진보적 커뮤니케이션 연합(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과 여성 권리 프로그램(Women’s Rights 
Program)은 2005년부터 정보통신 기술과 여성에 대한 폭력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연구결과에 따
라 여성 권리 및 커뮤니케이션 권리 옹호가들은 이 분야에 더 깊이 참여하기 위해 ‘테이크 백 더 테크(Take Back the Tech!)‘ 캠
페인을 출범하였다. 캠페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모든 사람들이 괴롭힘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 없이 온라인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보호받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든다. 

• 여성이 지식정보와 정보통신 기술을 만들고, 정의하고, 참여하고, 사용 및 공유할 권리를 실현한다.

• 여성의 인권과 인터넷이 교차하는 지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룬다. 

• 여성이 역사적으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중요한 참여 및 기여를 했음을 인정한다.

이 캠페인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
다. 이 캠페인은 모든 정보통신 기술 사용자들, 특히 여성과 여아에게 기술의 주도권을 잡고, 가용한 정보통신 기술 플랫폼(핸
드폰, 메시징 앱, 블로그, 웹사이트, 디지털 카메라, 이메일, 팟캐스트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s://www.takebackthetech.net

뉴스 미디어의 성차별주의 근절 캠페인(End	News	Media	Sexism	Campaign)	

2016년, 세계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연합과 글로벌 미디어 모니터링 프로젝트 네트워크 및 기타 파트너들은 2020까지 뉴스 미
디어의 성차별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국내 옹호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미디어 정책과 언론 관
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뉴스 미디어에서 공정하고 동등한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전략의 효과가 입증될 것
을 기대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집중적인 캠페인 노력을 지원하고 홍보하였다. 이 캠페인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퀴즈
와 게임요소들 예☞(미디어 성평등 성적표, 편지 형태의 콘텐츠 및 로비 활동 자료, 미디어 옹호 교육 툴킷, 분석 툴 등 여러 가
지 도구들)도 활용하였다. 

캠페인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homakesthenews.org/advocacy/end-news-media- sexism-b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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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역사회 동원  

효과적이고 유망한 개입활동을 통해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등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해결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독 캠
페인이나 미디어 개입활동을 할 때 반드시 포괄적인 접근법
을 병행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 기관,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개입활동을 체계적으로 계
획하고, 그러한 개입활동을 미디어 캠페인과 함께 병행하거
나 개입활동의 일부로서 미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디
어를 변화의 진입점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미디어의 메시
지를 받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변화 프로세스에 직
접 참여하도록, 타깃 오디언스에 대한 개입활동을 추가적으
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심지어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도 개입활동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미디어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공의 핵심 관건은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참여이다. 즉, 면대면 방식의 풀뿌리 지역사회 동원
활동이 실질적인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Fergus, 2012). 지역사회 동원활동은 시민들이 다양한 장소
에서 강화된 캠페인 메시지를 듣고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면
서 해당 주제에 대해 질문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용자
가 정보와 지식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
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신념, 태도 및 관행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해준다. 또한 금기시되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 논
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또는 지역사회의 규범
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계기
가 된다.

즉각적인 성찰과 공유를 동반하지 않는 미디어 콘텐츠만으로
는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이슈에 대해 반드시 집단적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회적 규범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

적 규범 변화의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재고하고 입
장을 바꾸기 시작할 때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니카라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평등하다(Somos	diferentes,	somos	iguales)’

2002년-2005년까지, 니카라과의 페미니스트 NGO인 ‘푼토스 드 엔큐엔트로(Puntos de Encuentro)’는 10대 소녀와 소년
들이 금기시되던 주제인 성폭력, 성소수자 권리, 남성성 과시, HIV 및 콘돔 사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해당 주제
에 대한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평등하다(Somos diferentes, somos 
iguales)’ 캠페인의 전략은 에듀테인먼트, 지역사회 동원 및 현지 역량 강화 활동을 결합한 것으로서, 니카라과의 향후 HIV 감
염을 예방하기 위해 행동의 변화, 사회적 지원, 및 공동 행동을 증진하였다. 

그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주말 드라마 ‘섹스토 센티도(Sexto Sentido)’이다. 이 드라마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
스, 멕시코 및 미국에서도 방영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드라마를 방영하는 동시에 젊은 층을 타겟으로 라디오 전화참여 프로그
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병행하면서 그 드라마의 메시지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면대면 참여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현지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되었다. 이 자료에는 교육 워크숍 등 지역사회 기반 활동 
자료, 현지 NGO 및 보건/사회복지 종사자와의 협업을 위한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이 캠페인은 타깃 오디언스 중 많은 사람들
이 주제 이슈에 대해 대화하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인식하며, 젠더 차별적 견해를 배제하도록 하는 데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endvawnow.org/uploads/browser/files/sexto_sentido_impact_ evaluation_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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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개인과 폭넓은 사회적 규범에 적용되는 행동변화 이론에 근거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 네트워크(The Communication Initiative Network)‘는 행동변화에 관한 광범위한 연
구, 이론 및 도구들을 제공한다.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comminit.com/global/search/apachesolr_
search/?filters=tid:36%20tid:25

지역사회 동원 활동은 공청회와 지역사회 워크숍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드라마 방영 시간 또는 방영 직후에 또래 교육(peer 
training)을 실시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 동원활동은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현지 NGO가 해당 활동에 상당한 비중
으로 참여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네팔,	보이스 프로젝트(The	‘VOICES’	Project)		

2007년 – 2010년까지, NGO인 '이퀄 엑세스(Equal Access)'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 신탁기금(United Nations Trust 
Fund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의 지원 및 자선단체인 ‘제너럴 웰페어 프라티느산(General Welfare Prathistan)’
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이스 프로젝트(‘VOICES’ project)를 진행하면서, 네팔의 지방 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을 
지역사회 라디오방송 리포터로 양성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네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여성들의 의견을 모으고 방송함으로써, 
풀뿌리 운동을 통해 HIV/에이즈와 여성/여아 폭력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다른 
지방 여성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세상을 변화시키자(Change our World)"라는 라디오 프로
그램을 만들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청취자 수 2 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여성의 인권, 평화 구축,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등
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었다. ‘보이스 프로젝트’와 함께,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라디오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
회 홍보활동이 병행되었다. 또한 풀뿌리 리더십을 증진하고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60개의 지역사회 청취자 단
체들이 설립되었다.

위 프로그램 종료 시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 가족 간 대화 증가
*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비스 요청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결 강화 
* HIV/에이즈 및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더 강력한 행동 촉구

프로젝트 및 관련 평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endvawnow.org/uploads/browser/files/equal_access_impact_assessment.pdf

우간다,	포괄적인 지역사회 참여 접근법	‘사사!	레이징 보이시스(SASA!	Raising	Voices)’	

‘가정폭력 예방센터(The Centre for Domestic Violence Prevention)’는 우간다의 NGO이다. 이 단체는 4년 동안 캄팔라 행
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동원활동을 통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 가정폭력 예방센터는 가정폭력 현황
을 분석하기 위해 레이징 보이시스(Raising Voices)가 개발한 '사사(SASA!)' 라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경
찰서와 보건소 등 기관의 직원들,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하였다. 이 중 ‘평범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총 85명, 여성과 
남성수는 거의 동등함)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상담자, 및 운동가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가정폭력 예방센터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자신의 친구, 동료, 이웃 및 친척들을 동원하였다. 교구장, 전통적 여성 지도자들(traditional aunties), 및 마을의 지방정
부 관계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프로젝트에 협력자로서 참여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의 실천경험을 공유
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 관료들은 최근 캄팔라 행정구역 전체에 적용되는 우간다 최초의 가정폭력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경찰서, 종교단체, 보건의료 시설 등의 기관 관계자들에게 기존 정책/관행을 재평가하고 더욱 친 여성적인 태도와 
관행을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폭력 담론을 위한 미디어 활용 핸드북 85

지역사회 동원 활동에서 배운 교훈과 프로그램 권고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인권 및 비 폭력적인 관계가 주는 혜택
들을 강조한다. 

• 폭력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다루기보다는, 건전한 관계 및 
건강한 가족의 맥락에서 다룬다. 

•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을 결합한다 예☞(단체 교
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아웃리치 및 대중매체 캠페인과 병
행한다).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운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주인의식과 지속적인 참여
를 도모한다.

• 반드시 남성을 포함한다.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인, 
단체, 및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
도록 한다.

• 폭력의 대안책에 대해 희망과 기대감을 심는다. 

• 각 개인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지역사
회 동원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를 개인화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프레이밍(framing)한다(Michau, 2007).

'커뮤니티 포 언더스탠딩 스케일 업(The Community for 
Understanding Scale-Up)’은 여러 단체들(가정폭력방지
센터, 이미지(IMAGE), 재생산 건강 연구소, 옥스팜(OXFAM), 
푼토스 드 엔큐엔트로, 레이징 보이시스, 살라만더 트러스트
(Salamander Trust), 송케 젠더 져스티스(Sonke Gender 
Justice), 토스탄(Tostan), 위 캔(We Can))이 모인 컨소시엄
으로서, 전 세계 지역사회에 평가가 완료된 사회적 규범변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현지 
맥락에 맞게 조정, 모방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들에

게 중요한 교훈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담당 조직들이 프로그램 접근법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시간을 준다.

• 프로그램의 핵심원칙을 충실하게 지킨다.

• 강력한 기반을 세운다.

•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참여시킨다. 

• 정량적인 숫자 이외의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무엇이 변
화하고 있는가?). 

• 개인화 한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가치관, 신념, 태도, 관
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 맥락에 맞게 조정하고 발전시킨다.

• 혁신을 지원한다. 

자료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행동 지원 프레임워크 
http://www.unwomen.org/en/digital-library/
publications/2015/11/prevention-framework 

      효과적인 폭력 예방법  
http://www.whatworks.co.za/resources/
evidence-reviews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지식 센터 
http:// www.endvawnow.org/en/articles/343-
community-mobilization.html 

      변화의 문턱에서: 성평등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규범 
프로그램 확장   
http://raisingvoices.org/wp-content/ 
uploads/2013/02/CUSP.SVRIpaper.Final_.6sept 
2017.forWeb.pdf

이러한 활동의 결과, 캄팔라 행정구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새로운 가치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현재 이 지역사회에서 가정
폭력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을 돕기 위한 현지 지원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주민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
에게 더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으며, 공공 기관들의 폭력대응도 개선되었다. 캄팔라 행정구역에서 가정폭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폭력 수용도가 바뀌었다. 이 프로젝트에 쓰인 레이징 보이시스 접근법은 전 세계 지역사회에서 맥락에 맞
게 조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위 이니셔티브와 관련 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http://raisingvoic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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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가지 필수 실천사항
성평등,	다양성,	존중
1. 조직 내 여성 직원 채용/유지/승진에 있어서 성평등을 달성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의사결정기구/체계에 여성의 의견을 반
드시 반영한다. 성희롱, 성폭력, 일과 삶의 균형, 재택근무, 유
연근무제(남성과 여성 간 돌봄 책임의 형평성에 특히 주의할 
것) 등에 대한 회사/조직 정책을 강화한다.

2. 여성 언론인의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실천한다: 온라
인 폭력 등 여성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폭력 현황을 파악하
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업계 차원의 지침을 실행한다. 피해자
(정규 직원, 프리랜서 및 기타 직원들)가 폭력신고/지원제도
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해준다. 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외에도 조직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인 지원조치를 취한다.
 
3. 직원이 조직의 구조, 정책, 지침, 및 기존 행동강령을 숙지
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뿐 아니라, 조직의 문화를 다루
고 변화를 도모하는 기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준다. 이를 통
해, 인권, 평등, 비차별의 가치가 조직의 구조와 관행에 내재
화되도록 한다. 

콘텐츠 모니터링 및 개선
4. 매체(인쇄, 영상, 라디오, 정보통신 기술 등)별로 콘텐츠 모
니터링을 실시하여, 여아, 여성, 남아 및 남성이 고정관념에 
따라 묘사되고 있지는 않은 지 파악한다. 또한 차별적 태도와 
견해가 강화되고 있지는 않은 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협력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5. 편집 콘텐츠, 피해자 참여 및 인터뷰에 대해 자세한 지침
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의 모든 관행과 이니셔티브가 
윤리적이고 생존자 중심적이며 인권에 기반한 원칙들을 따르
도록 한다.

6. 여성과 여아(그리고 남성과 남아)의 미디어·정보 리터러
시 능력을 구축하여, 이들이 정보와 지식에 동등한 접근성을 

갖도록 하고, 자신이 접하는 콘텐츠를 검색 및 활용하고, 비판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유해 콘텐츠 등 다
양한 정보와 이미지를 인쇄/오디오/영상/디지털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7. 자신의 경험을 언론 매체에 말할 용의가 있는 다양한 배경
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때, 생존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설명한 뒤 사전 동의를 받고, 공개적인 
인터뷰 참여에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서, 자신의 경험
에 대해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원하는 메시지가 전달
되도록 한다. 

변화를 위한 파트너	
8. 젠더 고정관념, 차별, 불평등 및 유해한 남성성에 문제를 제
기하는 에듀테인먼트 전략을 설계하여, 여성/여아에 대한 폭
력의 가해와 수용에 있어서 사회적 규범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강조한다. 제작사에 연락하거나, 지역사회 라디오 또는 
소셜미디어처럼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들을 활용하여 자체적
인 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든다. 에듀테인먼트가 개입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9. 더욱 깊이 있는 폭력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 다른 이해관
계자들 예☞(여성권리단체, 젠더기반폭력 전문가, 지방 정부 
등), 특히 현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해당 커뮤니티의 남성, 
여성, 여아, 남아들과 직접적인 면대면 대화가 가능하고, 유
해한 사회적 규범에 문제를 제기하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들과 협력한다. 

10. 젠더,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및 미디어 분야의 전문 네트
워크를 창설 또는 가입하여, 정보와 교훈을 공유하고, 필요하
다면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하며 변화를 주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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