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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후원한
'2020년 제주 성평등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 역사와 함께한 여성들
남아선호사상 속 자리 위축
성평등 현주소 진단… 개선

한라일보는 지난해 '성평등 문화, 제주에 깃든다'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제주도내
www.ihalla.com/print.php3?aid=1603292400694645356

1/3

2020. 12. 7.

한라일보 기사 프린트하기

성평등 문화 수준을 살펴보고 성평등과 관련해 이뤄지고 있는 정책 상황을 진단
하는 등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평등 교육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가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요
구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해 기획의 연장선상으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을 찾아 지면에 소개하는 등 제주에서 펼쳐지고 있
는 성평등 문화확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의미를 찾아본다.
제주의 여성상은 전설속에서도 거론될 만큼 역사적으로도 깊다. 제주섬을 창조했
다는 설화를 담은 '설문대 할망'은 어찌보면 제주의 여성상을 대표하는 최초의 주
인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주할망 김만덕'의 위대함은 그가 신분과 성별, 변방 출신이라는 세 겹의
한계를 뛰어 넘은 데 있다. 관기(官妓)라는 신분을 뛰어 넘었고, 여성이란 한계를
극복해 거상(巨商)이 됐고, '출륙금지'로 대변되는 제주섬의 굴레에서도 벗어났다.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했다. 특히 힘들게 쌓아온 모든 것을 세
상에 흔쾌히 내놓으며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이제 '시대의 표상'으로
우뚝 섰다.
제주의 해녀 또한 척박한 땅과 바다를 일군 경제활동의 주역이다. 일제의 수탈과
착취에 맞서 가열차게 항일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의 역사에서 해녀가 차지하
는 비중은 막대하며, 그 옹골찬 삶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더불어 독립운동가이면서 제주 1호 여성 교장, 교육감을 지낸 최정숙 선생은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학생 79명으로 조직된 소녀결사대를 조직해 활동하다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 귀향 후에도 1921년 문맹자와 부녀자들을 모아 글자를 가
르치는 여수원을 설립하고 1949년 신성여자중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운동을 전
개했다.
최정숙 선생과 함께 주목받는 여성독립운동가는 강평국 선생이다. 제주 최초 여성
교사인 그는 제주 최초 진보청년단체인 '반역자구락부' 창립에 참여했으며, 최정
숙·김시숙·이재량과 더불어 여성의 의식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주여자청년회
를 조직, 주도했다. 최초의 해외 여성 대학유학생이기도 한 그는 일본에서도 학업
못지 않게 항일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이처럼 제주 여성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
해지면서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러한 여성상이 곧 제주 여성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여성은 과거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인해 사회적 배경 관점
에서 조금씩 설자리를 잃어갔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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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행정적 무관심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경제인, 항일독립운동 등
제주사회에서 묵직한 기록을 남겼어도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독박해야 했고, 불평
등한 삶을 살아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들어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
이다.
사전적 의미로 성평등이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재화와 기회, 보상 등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향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성평등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반 기회와 삶의 가능성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을 통해 제주도의 성평등 관련 정책과 제주의 성평등의 현 주소를 진단
하고 제주의 성평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기획은 ▷제주도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 ▷성평등 마을만들기 사업 ▷여성안
심 3종세트 사업 ▷제주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추진
사업 등을 통해 효과적인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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