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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페루 까라바이요 지역 여성의 성인지 태도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페루의 대표적인 도시빈민 지역 여성의 성 인지 태도 수

준, 젠더 폭력 경험, 여성의 주관적 권한 부여, 가족 건강성 정도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성인지 태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여 페루

및 라틴아메리카 개발도상국 지역 여성의 인권 및 건강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2017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민관협력사업인 ‘페루 도시빈민

지역(Carabayllo) 여성자립형 건강가족자활센터 구축 사업’의 1차 년도 기초선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PC+25.0 for

window를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빈민 여성들은 남성 및 소년의 권리와 특권에 대한 태도가 여성

및 소녀의 평등에 대한 태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등을 지향하

고 있었다.

둘째,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문해력이 있을수록, 대도시 출신일수록,

까라바이요 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대도시 출신인 경우, 가족 소득이 높을수

록, 부모로부터 젠더폭력을 경험하거나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삶의 변화 주

체를 본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 성인지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성인지 태도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거주기간, 가족건강성, 의

사결정의 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의 변화가 성인지 태도 점수와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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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성인지 태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거주기간, 젠더폭력

경험, 출신지역, 가족 건강성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페루 여성의 성인지 태도 향상과 여성

개발을 위한 제언으로 도시와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장기간 가족이 거주하면

서 가족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자기 의사결정권 및 자율성을 강화하여 여

성의 주관적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필요

하다.

핵심어 : 도시빈민여성, 성인지 태도, 젠더폭력, 가족건강성, 주관적 권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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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페루는 연평균

5%1)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2005년 52.2%였던 빈곤층 비율을 2018년에는

20.5%로, 절대 빈곤층도 30.9%에서 2.8%로 크게 감소시키면서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2018년 페루 전체 인구는 31,237,385명(2018년 기준, INEI)으로 그 중 약 79%

는 도시에, 21%는 시골에 살고 있으며, 수도 리마에는 전체 인구의 약 32%인

99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1940년대 수도 리마의 인구가 63만 명이였던 것에

비해 리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장 큰 이유2)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다. 비약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은 이들

을 시골에서 도시로, 특히 대도시로 이동하게 만들어 도시는 매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페루의 지니계수(GINI)는 0.45로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불평등의

정도가 반영된 인간개발지수(IHDI)도 0.606(2017년 기준)으로 낮은 편이다. 또

한 국가 재원 대부분이 수도 리마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3)는 날로 커

지고 있고, 같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도 보건, 주택, 교육 등 기본 공공 서비

스 접근에 제한을 받는 도시 빈민층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페루의 눈부신

경제성장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문화적인 문제들이 발생, 존재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1) 2002년~2013년 연평균 6.1%, 2014~2018년 4%)

2)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1980년대 테러리스트를 피해서, 수도 리마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 때

문 등 이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3) 2017년 INEI 조사에 의하면 페루 도시와 시골 지역 간 빈곤율은 도시(15.1%)와 시골(44%)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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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빈민의 여러 문제 중 특히, 여성의 인권 부분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

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이들 도시빈민 여성들은 경제의 상당부분을 남성에

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마치스모라 불리는 라틴아메리카 젠더 특유의 문화는

젠더기반폭력 노출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교육 기회 단절도 여성의 인

권과 건강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전 세계는 물론 페루에서도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젠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페루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발생률이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성폭

력과 성불평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에 여성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여성

의 인권도 매우 심각함을 의미한다. 이에 페루 정부는 여성 인권 문제의 심각

성을 인지하고 국가개발계획으로 ‘국가 차원에서 양성평등 플랜(2012년,

National Gender Equality Plan)을 채택, 여성과 다른 가족에 대한 폭력 예방,

처벌 및 근절에 관한 법률 등을 채택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이를 심각하게 고

려하고 있다.

하지만 성불평등지수(GII)는 0.391(2016년)로 여전히 불평등한데 이는 낮은

성인지적 역량과 지속되는 빈곤, 그리고 여성을 ‘모성’으로서의 역할만을 강조

하며 무한한 희생과 겸손만을 요구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 여성 정체성

마리아니스모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전통적 성인지 태도는 여성

의 권한, 성 건강, 가족건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만 구체적

연구 데이터가 빈약함은 물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빈민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

가 또는 사회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이 마땅하며, 그 첫걸음으로 먼저

페루 도시 빈민 여성의 성인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 향후 여성 인권 및 여성 중심 개발협력의 기초자료로 활용코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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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페루 까라바이요(Carabayllo) 지역 도시 빈민지역 여성

의 성인지 태도 수준, 젠더 폭력 경험, 여성의 주관적 권한부여, 가족 건강성

정도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페루 도시빈민 여성의 성인지 태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서, 페루 도시빈민 여성 및 중남미 지역 개발도상

국 여성의 성 건강 및 인권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페루 도시빈민 여성의 일반적 특성, 성인지 태도, 젠더폭력 경험 여부, 여

성의 주관적 권한 부여, 가족 건강성 수준을 파악한다.

2) 페루 도시빈민 여성의 일반적 특성, 젠더 폭력 경험, 여성의 주관적 권한

부여 및 가족건강성 수준에 따른 성인지 태도 차이를 파악한다.

3) 페루 도시빈민 여성의 성인지 태도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4) 페루 도시빈민 여성의 성인지 태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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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3.1. 연구설계

성인지 태도 영향 요인 분석

그림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페루 도시빈민 여성의 성인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종속변수는 성인지 태도, 독립변수는 젠더폭력,

성인지 태도

(종속변수)

젠더 폭력 : 언어적, 신체적 학대 모두 포함

- 부모세대 폭력 목격(간접 폭력 경험)

- 부모로부터 폭력 경험(직접 폭력 경험)

- 배우자로부터 폭력 경험(직접 폭력 경험)

- 타인으로부터 폭력 경험(직접 폭력 경험)

가족 건강성(family APGAR)

- 정상 가족기능군(7-10점)

- 중등도 가족기능장애군(4-6점)

- 심한 가족기능장애군(0-3점)

여성의 주관적 권한부여(women’s empowerment)

- 자신의 삶의 변화 희망 여부

- 삶의 변화에 대한 태도(변화 주체 대상 인지)

- 의사결정의 자율성

일반적 특성 : 연령, 학력, 문해력,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가족의 소득 수준, 가족 수 및 주거형태,

대상자의 출신지역, 까라바이요 지역 거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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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건강성, 여성의 주관적 권한부여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3.2.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민관협력사업인 ‘페루 도시빈민지역

(Carabayllo) 여성자립형 건강가족자활센터 구축 사업’4)의 1차 년도 기초선 조

사에서 사용된 설문지 분석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 대상은 사업지역인 San Gabriel을 포함한 5개 지역에서 최소 1명 이상

의 가구원과 주 5일 이상을 함께 거주하는 성인 여성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을 위해 사업 지역 5개 마을 283 가구를 전수 방문 하여 그 중 부재중이거나,

설문거부, 거주자가 없는 빈 집, 여성이 거주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한 150가구

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전수 조사를 통해 마을 지도를

작성하였다. 응답자의 현황은 <표 1>, <그림 2>와 같다.

페루 리마 외곽에 위치한 까라바이요(Carabayllo) 5개 지역에서 설문에 참여

한 150가구 여성의 지역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 San Gabriel 지역 여성 58명

- 25 de Diciembre 지역 여성 29명

- Nuevo Milenio 지역 여성 24명

- Nuevo Progreso 지역 여성 23명

- Pedro Lavarte 지역 여성 16명

4) 시행기관 : 국제한인간호재단(Global Korean Nursing Foundation), 사업기간 : 201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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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형태 가구 수 구성

설문 참여가구 150 53%

부재중 가구 60 21.2%

참여거부 가구 13 4.6%

거주자가 없는 빈 집 33 11.7%

여성이 거주하지 않는 가구 27 9.5%

Total 283 100%

표 1. 사업지역 가구 형태별 설문 참여가구 현황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실시한 마을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마을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림 2. 사업대상지역 마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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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본 연구팀의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페루 도시빈민지역

까라바이요(Carabayllo) 여성자립형 건강가족자활센터 구축사업(Programa de

auto-soporte en adolesentes y mujeres para la implementación de familias

saludables en la zona de Carabayllo, 이하 FASA)’ 기초선 조사를 위해 개발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7인의 간호대학 교수 및 국제보건 전문

가, 여성학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페루 현지 사정

에 맞게 수정된 후, 스페인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페루 도시빈민지역(Carabayllo) 여성자립형 건강가족자활센터 구축 사

업(FASA) 실행 일부로 포함되어 Peruana Cayetano Heredia 대학 연구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17013).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International NGO인

PIH(Partner in Health)5)에서 훈련받은 조사요원 5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1:1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종속변수

연구의 종속 변수는 페루 도시빈민여성이 인지하는 성인지 태도(Gender

norm attitudes scale)로 설정하였다(Waszak et al., 2000).

Waszak 등이 제시한 성인지 태도는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첫 번째는 하나는 남성의 권리와 특권 유지에 대한 태도로, 딸 보다 아들을

위한 더 많은 자원 배분과 남성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하나는 여성 및 소녀의 형평성 증진에 대한 인

식 정도로 딸의 일할 권리에 초점을 맞춘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Partners In Health (PIH)는 1987년 보스턴에 기반을 둔 비영리 건강관리 NGO로 페루 및 아

이티 등 10여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Paul Farmer, 김용(전 세계은행 총재)등에 의해 설

립되었다.



- 8 -

2) 독립변수

(1) 일반적 특성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연령과 학력, 문해력,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가족의 소득 수준, 가족 수 및 주거 형태와 함께 대

상자의 출신 지역과 연구대상지역인 Carabayllo 거주 기간 등을 조사 하였

다.

(2) 젠더폭력 경험 : 본 연구에서의 젠더 폭력의 범위는 언어적, 신체적 학대

를 모두 포함하며, 학대의 유형으로는 부모세대의 폭력 목격을 목격하였는

가 하는 간접적 폭력 노출과 본인이 부모, 배우자, 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여성의 주관적 권한부여 : 여성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희망하는지, 희망

한다면 변화의 주체를 누구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변화에 대한

태도와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

(4) 가족 건강성(family APGAR) : Smilkstein(1978)에 의해 개발된 가족건강

성 척도인 family APGAR는 많은 연구에서 가족기능을 평가함에 있어 신

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검증된 가족기능에 대한 설문지로, 가족 기능평가

를 위해 5개 분야를 측정한다. 가족기능장애의 정도구분은 Smilkstein이 분

류한대로 3군으로 분류하여 7-10점은 정상 가족기능군, 4-6점은 중등도 가

족기능장애군, 0-3점은 심한 가족기능장애군으로 분류하였다. Family

APGAR는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나타내지 못하지만 가족상호관계

에 대한 개인적 만족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절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milkstein, 1978, 김연표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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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25.0 for window를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 하였으

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인지 태도, 젠더폭력 경험 및 가족 건강성은 변

수의 특성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

출 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태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는 Sheffe 방법을 적용하였다.

3) 대상자의 성인지 태도와 주요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통

해 분석하였다.

4) 성인지 태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분석을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페루의 대표적인 도시빈민 지역인 까라바이요(Carabayllo) 150가

구 1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이 연구 결과를 페루 전체 여성으

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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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여성의 성인지 태도 영향 요인

1. 성인지 태도의 개념

성역할(gender role)은 생물학적 성을 기초로 특정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고 적합하다고 믿는 남성적·여성적 태도와 가치, 행동 양식을 습득시킨

결과로 개인이 갖게 되는 성적 태도나 정체성 즉, 여자와 남자가 ‘사회화’ 되면

서 학습해 가는 일종의 역할(김현미, 2016)이며, 성규범(gender norm)은 성역할

을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규제,

즉 사회통제 매커니즘(mechanism)을 의미한다.

성인지 태도는 성별로 다르게 규제된 성역할이나 사회·문화적 규제의 한 형

태인 성규범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성인지 태도는 가족과 사회 체계에서 이

루어지는 남녀 간의 노동 분담에 대한 태도이며(유계숙, 2010), 남성 또는 여성

의 성역할 규범에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한다(임정빈, 정혜정, 1998).

성인지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대응은 다양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달라질 수 있듯이 인간도 성역할 사회

화를 겪으면서 각자가 처한 상태에서 성역할 태도를 새롭게 습득하고 인식하

는 과정을 거쳐 재구성할 수 있다(문지선, 2017).

성인지 감수성에서 성(性)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형

성된 성(gender)을 의미하며, 인지(cognition)는 성별 간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

하고 이해함을 의미한다. 즉,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이분법적 성역할의 고정 관념으로부터 벗어

나 융통성 있는 역할 수행에 대한 가치, 태도, 행동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

회적 성 역할 인식 변화에 적응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는 영역은 가족, 직장, 교육과 정치, 과학 등 다양하

고도 포괄적이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은 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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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며, 교육, 지식, 지각을 통해 변화되고, 실천과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인지 태도관을 심어주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삶에 큰 영향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가장 작은 단위인 부모와 형제·자매

를 포함한 가족의 바람직한 성인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어릴

때 가족과 환경으로부터 잘못 학습되어 형성된 성역할 및 성인지 태도는 본인

과 가족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더 나아가 세대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여성의 권한이 약하고 가족건강성이 낮을수록 여성은 젠더 폭력에 더 많이 노

출되고 있고, 빈민일수록 전통적 성인지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페루 도시 빈민 여성의 경우, 일반 도시 여성에 비해 낮은 교육 및 사회·경

제적 수준으로 인해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떨어져 있었

으며, 마치스모(machismo)로 대표되는 강한 가부장적 성격을 지닌 가족이 많

아 여성의 인권은 무시되는 보수적인 성인지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또

한,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보수적 성인지 태도를 자연스레 학습하고 있어 현

재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 수행이 추후에도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성인지 정책(Gender Sensitive Policy)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은 가장 기본적

인 요소인데 이것의 핵심은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 차이

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권희경,

2018).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정책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성별 역할과 지

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 차별적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전길양 외, 2015).

위와 같은 성인지 태도 연구에는 다양한 측정 도구가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

서는 Waszak의 gender norm attitude scale 도구를 사용, 남성의 권리와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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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태도, 여성 및 소녀(딸)의 형평성 증진에 대한 태도를 동의=0 비동의

=1의 이분형으로 측정하였으며, 합산한 값이 높을수록 평등주의 신념이 강함을

의미한다.6)

2. 젠더 폭력

세계보건기구(WHO)는 섹스와 젠더의 차이를 ‘섹스는 남녀를 구분하는 생물

학적·육체적 특성이고, 젠더는 특정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적합하다고 여

겨지는 사회적 역할·행위·활동·자질을 각기 의미한다고 했다. 즉, 여성과 남성

(female/male)은 섹스의 범주이고, 남자다운/여자다운(masculine/feminine)은 젠

더의 범주이다. 또한, 섹스의 측면은 여러 인류사회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고, 젠더의 측면은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젠더는 성별 정체성이

나 성별 역할이 고정불변 하는 것이라 특정 역사적 상황에서 재구성되고 변화

하는 것이다.

젠더폭력은 상대 성(性)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

력과 소수 성(性)을 가진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등이 있다. 젠더폭력은 성폭

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인데 가부장적 정

치・경제・사회・문화 속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가 설정되고 이에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에 대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7)

여러 다양한 젠더 폭력 중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8)은 부모, 배우자, 자

6) gender norm attitude는 성규범 태도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성

인지 태도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므로 이 연구에서도 성인지 태도로 번역해 사용하였다.

7) Daum 백과, 위키백과 ; 검색일 2019. 3.7

8) 최근 용어 정리의 필요성으로 과거 ‘family violence, domestic violence’등으로 사용되던 가정

폭력, 부부폭력의 용어를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 Intimate-Partner Violence)으로

정리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부부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대표적인 용어로 IPV를 사용하고 있다.(가정폭력1 현

황과 정책과제 , 송아영, 보건복지포럼 247권0호, 2017.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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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

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가정 폭력에서 일어나는 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학

대, 욕설 등을 하는 언어적 학대, 무시와 일거수일투족 감시등의 정신적 학대와

성교의 강요 및 피임을 하지 않는 등의 성적 학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직업

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학대 등이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

시키거나 외출을 못하게 하는 등의 사회적 격리학대 등도 있다9).

대부분의 아이들은 세 살까지 성별로 분류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나 환경으

로부터 성 고정관념과 역할을 배운다. 이때 형성된 성 역할 및 규범 태도는 성

인이 돼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 성인지 태도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Bandura(1973)와 Akers(1998)의 사회학습학습 이론에 의하면, 가정 내에서

부모의 폭력사용(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 및 형제자매에 대

한 폭력적 학대 등을 목격한 아이들은 폭력 남편, 폭력 아빠가 될 가능성이 크

며, 이렇게 가정에서 형성된 폭력에 대한 인식은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998명을 대상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10년

실시한 <폭력예방교육 실태 및 폭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중 학교 폭력 가해자는 응답자의 64%, 피해자는 54.8%

로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학생이 학교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 경험자들 중에도 학교 폭력 가해자는 62.9%, 피해자는

54.2%였다. 이처럼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폭력을 경험

하기 쉬운 것은 이들의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수준이 가정 내 폭력을 겪지 않

은 학생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점 척도로 우울 및 불안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값은 1.5로, 경험하

지 않은 집단(1.2840)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격성 역시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6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1.1493)보다 높았다(폭력예방교육 실태

9) 위키백과 ; 검색일 201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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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폭력에 대한 인식에 관한 보고서, 2010).

Rosenberg(1987)는 그의 연구에서 부모 간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폭력이 많

이 노출될수록 아동의 대인예민성10) 및 여러 사회기술은 현저히 떨어진다 밝

혔으며, O’Keefe(1998)는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성인이 된 후 폭력을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배우고, 폭력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에 비해 우울, 불안, 초조의 분노장애등의 심리적 문제와 공격적

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통해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여러 선행 연구들

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런 연구들은 가정폭력이 세대로 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엄채경, 2016).

Gelles(1993)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젠더 폭력 빈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연세대사회복지대학원, 2010).

또한, 성수진(2017)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간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정서적 폭

력을 가할 가능성이 컸으며, 가구소득이 적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을 하

지 않은 경우에 신체적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2>은 2011~2017년 페루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

라 배우자 및 파트너로부터 성 폭력을 당한 경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교육

수준이 낮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젠더 폭력(성 폭력)에 더 많이 노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대인관계에 있어 불편감과 언짢음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

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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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
수준

무학 11.5 11.6 10.4 13.2 9.0 11.0 11.4

초등교육 10.6 11.1 9.4 9.8 11.1 10.2 9.2

중등교육 10.0 8.6 9.2 7.8 8.1 6.4 6.0

고등교육 6.2 5.7 5.9 5.9 4.6 4.0 5.1

사회·경
제적
수준

최하위층 8.8 8.8 8.2 8.6 9.2 8.2 7.4

하위층 10.9 11.2 11.7 8.9 8.4 8.0 7.9

중간층 10.1 9.4 8.9 9.2 9.1 7.5 6.4

상위층 10.9 8.2 7.3 7.1 7.7 4.8 6.7

최상위층 4.8 4.9 4.9 4.9 4.3 3.8 3.3

표 2. 성폭력 경험 비율_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수준별 (2011-2017)

* 평생동안 경험한 폭력을 모두 반영했음

** 출처 : 페루 국가통계정보학연구소(INEI)

3. 여성의 주관적 권한 부여(women’s empowerment)

여성의 권한(Women’s Empowerment)11)이란 이전에 거부당했던 자신의 삶

과 주변 상황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며,

목적은 여성의 의사결정과 권력 참여에 있어 여성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한, 권력에의 참여 등을 모두 포함한다.

도시빈민여성에게 있어 여성의 권한부여(women’s empowerment)는 다차원

적으로 접근해야 할 어려운 문제이다. 페루 도시빈민 여성의 경우 라틴아메리

카의 특유의 젠더문화와 사회·경제적 문제 등이 어우러져 빈곤의 여성화 및 젠

더 폭력 등의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

적, 사회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문화적 지위 개선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

들, 특히 여성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

11) 이 용어는 1995 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World Women's Conference)에서 공식적

으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의사결정과 권력 참여에 있어서 여성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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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분야에서의 권한 부여 인정은 공평한 사회 발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위한 필수기반이다.

Irene Casique(2003)는 그의 연구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자율성12)은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으로 하위 그룹일수록, 그리고 도시보다 농촌에서

자율성이 낮다고 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권한 부여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 활동 기회

가 제한적이고 수입도 불평등하다. 이런 불평등은 여성의 빈곤화를 유발시킬 뿐

만 아니라 여성을 폭력에 노출시키기도 한다. Digest(2000)에 의하면 여성에게

제한된 경제적 기회는 폭력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을 증폭시키고 생존을 위해

경제적으로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관계로부터 벗

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경제적

권한 부여가 여성들을 다양한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림 3>는 14세 이상 소득이 없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지역별로 나타내

고 있다. 2016년, 14세 이상 여성의 경우 31.5%가 본인의 수입이 없었는데 이

는 남성(12%)보다 2.6배 더 많은 수치이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본인의 수입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 자율성이 떨어져 개인적 빈곤이 더 심해

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반면 경제적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가족 구성원 중 가

장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더 큰 힘을 가진다(페루 성별 차이-양성평등을 위한 보고서, 2017).

12) 의사결정권은 여성이 가족일이나 본인 문제 등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

며, 자율성은 배우자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여성이 활동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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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본인 수입이 없는 14세 이상 페루 남·여 비율(2016년) 

출처 : 페루국립통계정보학연구소(INEI.2017)-전국가계조사

* Nacional(국가), Urban(도시), Rural(시골), Costa(해안지역), Sierra(고산지역), Selva(정글지역).

본 연구는 Susana et al(2006)이 콜롬비아와 페루의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주관적 권한부여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삶의 변화에 대한 태도

와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삶의 변화에 대한 태도는 여성

이 자신의 삶에 있어 변화를 희망하는지, 변화를 희망한다면 변화의 주체를 누

구로 인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본인 자신’. ‘신 또는 예수’, ‘가족’, ‘정부’ 중

무엇을 본인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로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

문으로 구성되었다.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0, 완전한 자율성을 지닌 상태를 10으로 가정한 10개의 개단 중 본인의

위치를 진술하는 형태로, 현재의 자율성과 5년 전의 자율성을 각각 어느 위지

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진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4. 가족 건강성(Family Apgar)

가족건강성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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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어 정서적으로 만족감과 안녕감을 느끼는 것이다.

건강한 가족은 정서적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높아 서로 의

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처하고 해

결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으며, 가족 간의 공통된 가치체계와 규범을 공유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어은주 외 1995, 강경애, 2018).

가족건강성에 관련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

력 수준이 높았으며, 양육자(주로 어머니)는 가족구성원의 자아개념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족 내에서 특히 어머니의 자기 의사결정권

과 자율성이 높을수록 건강한 가족을 만든다는 다양한 연구사례들이 있었다(양

순비 외, 2003).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기능적 상태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family APGAR를 사용했다. family APGAR는 가정의학과 의사인

Smilk st ein(1978)에 의해 개발된 가족 기능 측정 설문지 도구로 포괄적인 접

근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족 상호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수준을

간략하게 측정할 수 있어(Kim et a l , 1993 )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설문지는 ‘적응력(Adaptability-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동원력)’, ‘파트너십

(Partnership-의사결정 공유, 책임감의 정도, 동료의식)’, ‘성장(Growth-가족간

의 상호지지, 성숙, 자아실현)’, ‘애정(Affection-가족간의 돌봄, 애정의 정도)’,

‘해결(Resolve-가족 타 구성원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정도)’의 5개 구성을 측

정하는 5개 항목(각 항목을 3점 척도로 평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된 점

수가 높을수록 기능적인 가족임을 의미하는데 7~10점은 잘 기능하는 기족이며,

4~6점은 중등도의 역기능이 있는 가족, 0~3점은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임을

나타낸다(강성규 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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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페루 까라바이요 지역

1. 페루의 사회·경제적 현황

공식 명칭은 페루 공화국(Republic of Peru)이며, 전체 면적은 1,285,216㎢으

로 한반도의 약 6배이다. 북쪽으로는 에콰도르와 콜롬비아가, 동쪽에는 브라질,

남동쪽으로 볼리비아, 남쪽으로는 칠레와 접하며 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다. 고

원 지방(sierra, 27%)과 정글 지방(selva, 63%), 그리고 해안 지방(costa, 10%)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인구는 2018년 기준 31,237,385명이며, 이 중 수도 리

마에는 약 31%인 97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INEI, 2018)13). 2017년 기준 인구의

약 79%(23,311,893명)는 도시 지역에, 약 21%(6069,991명)는 시골에 거주하고

있으며(INEI, 2017), 종족은 인디언 45％, 메스티조 37％, 백인 15％, 동양계

3%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 께추아어(Quechua), 아이마라어

(Aymara)이며, 국교는 카톨릭이다(위키백과)14).

페루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2002년～2013년 사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

라로 연평균 6.1%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보

였으며, 빈곤율(하루 미화 5.50달러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은 2005년 52.2%에서

2013년 26.1%로 떨어졌으며, 절대빈곤층은(하루 $3.20달러) 같은 기간 30.9%에

서 11.4%로 감소했다(ECLAC, 2018).

2018년 페루국립통계정보연구소(INEI)에서 실시한 전국 가구 조사(ENAHO)

에 따르면, 전체 인구 빈곤율은 2017년에 비해 1.2% 하락한 20.5%로 약 31만

3천여 명의 페루인들이 가난에서 벗어났으며, 절대빈곤층도 2017년 3.8%에 비

해 1% 낮아진 2.8%로 집계됐다. 하지만 절대빈곤층은 2016년 6,131,000명에서

2018년 6,593,000명으로 62,000명이 넘게 증가된 것으로 집계15)되었는데 이는

13) INEI(페루국립통계정보학연구소,El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e Informática)

14)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2019.6.3. 검색)

15) 도시 지역은 0.7%, 농촌 지역은 2.3%의 빈곤율이 하락했고, 도시의 경우 22만 5천여 명의



- 20 -

인구 증가와 소득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보여 여전히 계층, 지역, 인종 간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El comercio-Peru, INEI, 2019.4.11.).

앞서 언급한대로 페루 빈곤율은 크게 감소했지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

는 2017년 지니계수(GINI)는 0.45로 지난 3년간(2014-2017년) 큰 변화를 보이

지 않고 있다. 또한, 소득을 비롯하여 교육수준, 평균수명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개발 지수(HDI)는 0.75로 188개국 중 89위(2017)로 높은 수준이나, 불평등

의 정도가 반영된 인간개발지수(IHDI)는 0.606(2017)으로 낮은 편이고, 대부분

의 국가 재원은 수도 리마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16) 커지고 있다. 이

에 시골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도시 근교 빈민층의 유입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PAHO-peru).

그림 4. 라틴아메리카 18개국 GINI 계수 비교(2002-2017).

출처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경제협력회(ECLAC), 가계조사 데이터 베이스 기반

보건 분야에 있어 2018년 페루 기대수명은 75.2세이며, 페루의 모성 사망률은

출생아 1천 명 당 185명(2006년)에서 65명(2015년)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천 명 당 33명(2000년)에서 15명(2017년), 아동사망률은 출생

빈민이 증가한 반면, 농촌의 경우 16만 3천여 명의 빈민이 감소했다. 따라서 도시에는 약

3,562,000여명이, 농촌에는 약 3,130,000여명의 빈민이 있다

16) 도시와 시골의 지역간 빈곤율은 도시(15.1%)와 시골(44%)이다.(INE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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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산율
(15~19세 소녀)

피임방법(15~49세 여성) 산전 최소
1회

검사율

전문가에
의한 분만

비율합계 현대적방법 전통적방법

비율
(%) 13.4 75.4 54.5 20.9 97.5 93.6

표 3. 페루 생식건강 젠더불평등지수 구성 지표 

아 1천 명 당 47명(2000년)에서 18명(2017년)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이다. 하지

만 여전히 OECD 평균 모성 사망률 (10명/1천 명 당), 유아사망률(4명/1천 명

당)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편차에서 기인한

다고 보여진다. 또한, 결핵 발병률은 100,000명당 117명(2016년)으로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5세 미만 영․유아 중 극심한 가난을

겪는 비율보다 영양실조17)나 빈혈 비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INEI-UNDP 페

루 국가보고서, 2018).

2018년 기준으로 15～19세 여성청소년 중 미혼모 및 임신 경험은 13.4%이

며 정글 지방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도시 10.7%, 시골 23.2%).

피임률(15～49세)은 75.4%(현대적 피임법 54.5%, 전통 피임법 20.9%)이며, 전

문가에 의한 분만비율 93.6%, 1회 산전관리 비율 97.5%이다(INEI, 2018).

출처 : 페루 국립통계정보학연구소(INEI) - 인구통계 및 가족건강 조사 설문

교육분야에 있어 2011년 기준 초등교육 순 등록률은 남녀 모두 94.5%를 기

록하면서 보편적 초등교육을 대체로 달성하였으나 취학 전 아동(3~5세)의 교육

이수율은 지난 5년간 70%에 이르렀으나 빈곤지역의 아동들 중 1/2이 취학전

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되었다. 중등교육 총 등록률은 75%로 중남미 국가의 평

균을 상회하나 빈곤층의 경우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하는 비율이 37%에 불과

하며, 토착민 인구(18~20세)의 11%만이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ve the Children_education and teenage pregnancy in rural peru, 2014).

17) UNDP country profiles-Peru에 의하면 5세 미만 아동중 13.1%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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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2016-2021a

최소 중등 교육 받은
인구(25세 이상)

노동력 참여율(15세
이상)b

여 남 여 남 여 남

지수 37 93 63.3 74.1 65.0 82.6

표 4. 페루 권한 및 경제 참여율별 젠더불평등지수 구성 지표 

양성평등 분야에 있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65%(2017년 기준)로 여성의 노

동 및 정치 참여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실업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도 존재하여 남성의 평균 임금이 여성보다 18% 높은 것으로 나

타나며,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여성 문맹률은 여성 8.7%(남성 3.0%)이며, 시

골의 경우 남성은 7.4%인 반면 여성의 문맹률은 23.5%에 달했다(IENI, 2018).

*출처 : a. 선거관리위원회 Oficina Nacional de Procesos Electorales,

b. 국립통계정보학연구소(IENI) - 전국 가구 조사.

또한, 페루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3명 중 2명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리마거주 여성들 중 절반이 넘는 51%가 배우자들의 육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하며 꾸스코(Cusco)의 경

우 69%의 여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페루는 자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소득 불균형, 계층·지역·인종 간

발전 격차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개발목표로 ‘페루 독립 200주년

개발계획(2011-2021)’을 발표했다. 이 개발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배재하지 않고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포용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인적자원 개발, 지역 간 균형발전, 생산성 증가에 대한 투자를 통해 2021년까

지 개발계획을 달성하고자 전략적 분야 및 세부목표를 설정했다. 세부 목표로

는 국가의 빈곤 및 절대 빈곤율을 10% 이하로 감소시키고자, 독립 200주년인

2021년을 기념하여 2010년에서 2021년까지 ①국민의 인권과 존엄성, ②서비스

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접근성, ③국가 및 거버넌스, ④경쟁력 및 고용, 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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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치 2021

1인당 GDP 4,473달러 10,000달러

수출규모 31,529백만 달러 124,000백만 달러

고용률 46.3% 60%

빈곤층 비율 34.8% 10%

극빈층 비율 12.6% 5%

지니계수 0.479 0.35

표 5. 페루 국가발전전략 2021 주요 목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⑥천연자원과 환경을 전략적 분야로 선정하고 시행중에

있다(Peru(2011), 페루 독립 200주년 개발계획).

2. 페루 젠더문화와 여성

2.1 페루 젠더 문화 특성

마치스모(machismo)18)는 페루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며, 남성성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용어로도 널리 연구되어 왔

다. 이 단어의 사전적 개념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적 행동’으로 남성성의

공격적인 문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문화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이순주, 2010).

마치스모(machismo)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남유럽의 가부장적인 전통과

가톨릭의 남성 중심적 문화인 마치스모가 라틴아메리카에 강화되어 나타난 이

유는 유럽 정복자들이 원주민 여성들을 강제로 겁탈하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태도가 확산되었고,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남성들은 정치적 억압과 스페인 본토

18) 스페인어 Machismo는 우리에게 마초(Macho)라는 명사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나친 남

자다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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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열등의식을 보상받기 위한 정치적 지향점으로 마치스모를 선택했

기 때문이다(주종택, 2007).

라틴아메리카에서 마치스모(machismo)는 이상적이고 공격적인 남성상을 의

미하지만 여성에게는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반면, 성모

마리아와 같은 이상적인 여성상을 규정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마리아니스모

(mariarismo)는 마치스모(machismo)와 함께 독립이후 정치적으로 이용함은 물

론, 가정과 국가에서도 여성의 역할을 단지 ‘모성’의 역할로만 규정함으로써 남

성의 여성지배를 정당화해왔다(Cymene H, William F, Katherine E, 2007).

마리아니스모(mariarismo)는 마치스모(machismo)처럼 명확한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종교 가톨릭과 성모마리아에 근원을 둔 여성의 이상적인

사회적 성역할 개념으로 정의되며,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 여성상을 의미한다.

또한, ‘마리아니스모’(mariarismo)는 1973년 스티븐스(Stevens)의 라틴아메리

카 여성에 관한 저술에서 그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라틴아메리카 여성들

의 모성 관념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의 저술에 따르면, ‘마리아니스모

(mariarismo)’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강하고 우월하며 도덕적

으로도 뛰어난 반신적(semi-divinas)인 존재라고 교육하는 관념이다(Stevens,

1973).

하지만 ‘마리아니스모(mariarismo)’에서 요구하는 원칙들은 동시에 젠더 불평

등 관계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들에게 남성에 대한 순종과 자기

희생, 그리고 가족에 대한 무한한 헌신과 의무 등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마리아 필라르(Maria Pilar)에 의하면 마리아니스모(mariarismo)에서 요구되

고 지켜야 하는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은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전통을 버리지 말아야 하며, 독립적인 생각을

갖거나 독신, 자조적(self-supporting)이지 않아야 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우

선으로 두지 않으며, 아내의 역할 외에 자신의 삶에서 그 무엇도 되기를 원치

않아야 한다. 또한, 성관계는 쾌락이 아닌 단지 자녀를 갖기 위한 행위임을 잊

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를 불신하거나 도박, 언어·신체적 폭행, 알코올 및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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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남에게 도움을 요

청하지 않아야 하며, 집 밖에서 가정사나 개인사를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하고

불쾌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허락 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이순주, 2010).

사실상 위에 열거한 것들은 여성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원

칙들이지만 라틴아메리카에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젠더 문화가 깔려 있고, 이것

은 여성들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제한한다. 마치스모(machismo)가 좀 더 강하

고 공격적인 남성성을 대표한다고 믿으며, 여성에게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

할로 무한한 겸손과 희생만을 강요하다 보니 자연스레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

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때때로 가정폭력과 같은 젠더 폭력의 원인

이 되기도 하고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만 강조하는 특유의 젠더 문화는 여성의 주체적인 자기 결정권을 약화시

키고 여기에 경제적인 요소가 결합되면 도시 빈민여성의 여성 권한은 더욱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2.2 페루 여성

UN WOMEN에서 발표한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여성은 동일

한 일을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25~40% 적은 임금을 받으며, 가사일과 양육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30분에서 50분 정도 더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페루 여성의 경우도 위에 언급된 내용과 같이 남성에 비해 25%가 적은 75%

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INEI, 2018 보고서), 특히 도시 빈민

여성의 경우 상당수가 시골 출신에 열악한 가정 및 교육 배경을 갖고 있기 때

문에 더 적은 급여를 받고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Pan

American Health Organisation-PAHO, 2018).

Ipsos Peru19) 의 가계조사 연구에 따르면, 페루 빈민 여성 계층의 평균 프로

필은 48세로 세 아이의 엄마이며, 소매점에서 일을 하거나 가사도우미, 수공예

19) Ipsos는 전 세계 89개국에 지부가 있는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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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판매 등 비 숙련된 서비스 일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느 국가의 도시 빈민여성들처럼 페루 도시빈민 여성들도 경제활동뿐만 아

니라 가사 노동에도 남성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의 경제 활

동 원인이 대부분 빈곤에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실

정이지만, 열악한 배경으로 인해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양육 등 가정 내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페루 도시 빈민지역에는 취약한 치안으로 인해 도난 및 강도, 성 범죄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범죄에 여성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페루의 경

우 18세 이하의 엄마를 가진 아이는 11%나 되며, 12～16세 엄마의 약 60%는

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나타났다(Save the Children_Peru country spotlight,

2015).

소녀들과 청소년들은 올바른 피임법과 성교육 부족, 보건서비스의 접근성 부

족과 함께 폭력과 성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10대의 임신은 소녀들의 교육 중

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페루의 경우 2011년과 2014년 십대들의 임

신이 12.5%에서 14.6%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십대 임신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으로, 강압적 관계, 성적 착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 부족, 생식보건 요

인과 피임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이 요인이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

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폭력과 남용, 가난과 소외의 악순환을 초래했다(국

제한인간호재단, 2017).

가. 페루 여성가장

도시 빈민 여성수가 증가 했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 가장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관련이 있음은 알 수 있다.

2018년 페루국가통계정보학연구소(INEI)에 따르면, 가장은 가정 내에서 경제

적으로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 정의했으며, 2017년 페

루에서 여성이 가장인 가구는 2,867,015이다. 이것은 페루 전체의 약 35%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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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수치로 28.6%였던 2007년과 비교하면 약 7% 상승했고, 가정 관리에 있

어 여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 가장수가 가장 많은 지역

은 수도 리마(약 886,000명)이며 정글과 북부지역 도시에 비해 대도시로 갈수

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시골과 도시를 비교해볼 때 도시지역 여성

가장 수는 36.8%인 반면 농촌지역은 27.6%로 나타났다.

INEI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20세 미만 중 가장 중 48.5%는 여성가장인데 이는 다른 연령

대의 여성 가장보다 10%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 상태에 따라

서도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여성 가장 중 40%만이 결혼 또는 동거상태

인 반면 25%는 솔로 상태이며, 이는 2007년에 비해 7% 더 상승한 수치이다.

빈곤퇴치원탁회의 의장인 Federico Arnillas는 빈민여성 가장의 소득을 높이

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가계의 소득을 책임지는 여성가장의 수가 증가함에도

이들은 남자가장에 비해 급여는 75% 정도만을 받기 때문에 계속 빈곤할 수밖

에 없다고 말했으며, Pacifico대학의 연구원인 Leda Perez는 양육 등 필요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 지적했다

(el comercio, 2018).20)

나. 페루 미혼모

미혼모의 문제는 산전 관리 소홀로 인한 빈혈, 고혈압 등의 합병증과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가 태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숙희, 2006). 특히 10대 미혼모의 문제는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약물 복

용이나 흡연 음주로 인한 장애아 출산이나, 인공유산으로 인한 불임, 교실에서

의 출산, 영아 살해로 이어져 가족과 사회뿐 아니라 미혼모 자신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도미향 등, 2001). 또한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심리

20) el comercio-peru 일간지, 2019년 4.10일 검색,

https://elcomercio.pe/peru/censo-2017-35-hogares-peruanos-son-encabezados-mujeres-notici

a-55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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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갈등과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

에 실패하여 다시 미혼모가 되거나 다른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숙경,

2002).

페루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낙태(1924년)와 윤리적 낙태와 강간에 의한

낙태(1928년)는 범죄로 여기지 않기로 했지만 가톨릭 국가인 페루에서는 그 외

모든 목적의 낙태는 종교적,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낙태는 가족에 대한 모욕

과 도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낙태를 하거나 수술에 동의한 여성도 법적

책임도 지게 했다(Maria J., 2012).21)

하지만 페루에서는 연간 371,420 건의 비밀스런 낙태 수술을 하고 있고 불완

전 유산으로 입원 한 여성의 50.9%는 25세 미만이다. 또한, 2012년 페루 국가

청소년사무국(Secretaría Nacional de la Juventud)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할 경우 11.4 %의 청소년이 낙태 수술을 실시 할 것이고, 젊

은 여성의 경우 35 %는 낙태를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2017년 페루 보건부(MINSA) 조사에 따르면, 낙태를 하는 원인으로 이미 많

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거나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응답했는데, 적절한 시

기는 아이를 함께 키울 안정된 파트너가 없고, 경제적인 이유(28%)와 부모가

되는 두려움(5%) 때문 등이라고 응답했다.

페루에서 낙태는 불법이지만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암암리에 낙태

수술은 이뤄지고 있다. 반면, 페루 도시빈민 여성의 경우 강간에 의한 원치 않

은 임신과 올바르지 않은 성 생활로 인해 임신이 되더라도 경제적, 종교적, 낮

은 성인지 감수성, 사회적 시선 등을 이유로 미혼모의 삶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고, 이로 인해 여성의 건강을 해침은 물론 대부분 육아와 생계를 함께 책임

져야 하는 페루 미혼모들의 삶은 계속 빈곤해지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2.3 페루 젠더 폭력 현황

21) 1991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 낙태를 한 자 또는 낙태를 동의한 자에게는 징역 2년 또는

52-104일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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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연구들에서(Hilbernam, 1980; Rounsaville, 1978; 김광일, 1985; 김

재엽, 양혜원, 1998; 김주현, 2006; 양현아, 2006) 젠더 폭력 피해경험은 피해자

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젠더 폭력 중 가정 폭력22)은 신체적 문제와 함께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 내에 속해 있거나 같은 공간

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폭력

과 관련된 심리적 증상, 예를 들어 우울, 불안, 공격성, 적대감등을 드러내며 심

지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Jaffe, Wolfe, Wilson, 1990; Gleason, 1993; 신은

주, 1997; 김주현, 2006; 양현아, 2006; 배정환, 2012). 또한 이들은 신체적, 정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사회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세계 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는 에티오피아

와 방글라데시의 뒤를 이어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강간과 여성학살 등) 발생

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로 대부분의 희생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거나 가족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2016 페루보고서,

PAHO).

<표 6>은 2011~2017년 동안 페루 여성이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심리·언어적 폭행 및 성폭력 비율을 보여준다. 매년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 여

전히 30% 이상의 여성이 신체적 폭력을, 매년 60% 이상의 높은 비율로 페루

여성은 심리·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성 폭력 비율도 6.5%나 된다.

22) 최근 가정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 Intimate-Partner Violence)으로 바꿔서 부르

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IPV보단 익숙한 가정폭력이라 지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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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체
적

폭력

국가 38.0 36.4 35.7 32.3 32.0 31.7 30.6

도시 38.9 37.3 36.4 32.8 32.7 32.6 31.3

시골 36.0 34.2 33.9 30.9 29.9 28.9 28.4

심리·
언어
적폭
력

국가 70.0 70.6 67.5 69.4 67.4 64.2 61.5

도시 69.9 70.5 67.5 69.9 67.8 64.4 61.7

시골 70.3 70.8 67.5 68.1 66.1 63.8 60.8

성
폭력

국가 9.3 8.7 8.4 7.9 7.9 6.6 6.5

도시 9.4 8.6 8.4 7.7 7.7 6.4 6.2

시골 9.1 9.0 8.5 8.5 8.4 7.4 7.4

표 6.  신체적, 심리·언어적 폭행 비율_배우자 또는 파트로부터 (2011~2017년) 

(%)

출처 : 페루국립통계정보학연구소(INEI-2018)

페루 여성 및 취약계층부(Ministerio de Mujeres y Poblaciones Vulnerables)

의 2018년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국가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El

FEMINICIDIO’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발생한 살인이며, 가해자의 권력, 신뢰,

기타의 지위 또는 관계 남용 등으로 가정폭력, 강요, 괴롭힘 또는 성희롱과 관

련해 여성이 사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때 가해자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

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여성이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페루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2018년까지 1,152명의 여성이 페루에서 살해되

었는데 범인은 대부분 애인이나 가족이었다. 여성 살해는 리마(Lima), 아레끼

빠(Arequia), 후닌(Junin), 쿠스코(Cusco), 푸노(Puno) 순 등 주로 큰 도시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26개 주 중 수도인 리마(Lima)시 지역에서만 전체 31%

가 넘는 356건이 발생했다(2018 페루 가정 및 성폭력 예방 국가프로그램 보고

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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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도별 페루 여성 살해 피해자 수.

출처 : 2018 페루 가정 및 성폭력 예방 국가프로그램 보고서

페루 검찰청 범죄 관측소(Observatorio de la Criminalidad de la Fiscalía

peruana) 보고서(2018)에 따르면 특히 2017년 3분기 때 134명의 여성 살인과

17,182명의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 시간 마다 3명의 여성이 성폭력에 노

출됐음을 의미한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 4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으며 그 중

60 %는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이었다.

페루 가정 및 성폭력 예방 국가 프로그램(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18세부터

59세까지 살해된 여성 수는 131명으로 전체 88%를 차지하며, 모든 경우 가해

자가 남성이었으며 53%는 10~34세의 젊은 남성이었다. 신고자 중 78%는 살해

원인이 가족관계 또는 감정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표 7>는 2018년 페루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가해자 유형을 보여준다. 가해

자는 남편(파트너)이 52%, 전 남편(전 파트너)이 19%로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살해당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도 12%나 돼, 단순 여성 혐오에 의한 살인등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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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국가검찰부-범죄관측(Ministerio Publico-Observatorio de Criminalidad)

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약 67%의 여성이 희생자 또는 가해자의 집에서 살해

당했으며, 외부의 경우 인적이 드문 곳이나 호텔, 공용주차장, 일터 등에서 발

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 유형 발생 수 백분율(%)

남편(파트너) 78 52%

전 남편(전 파트너) 29 19%

가족 7 5%

아는 사람 6 4%

모르는 사람 18 12%

기타 11 7%

Total 149 100%

표 7. 페루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가해자 유형(2018년 기준)

출처 : 2018 페루 가정 및 성폭력 예방 국가프로그램 보고서

3. 페루 까라바이요 지역 현황

도시빈민(urban poverty)은 도시 지역 거주민이 저소득 또는 저자산 등이 빈

곤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도시 빈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과밀지역을

슬럼이라고도 한다.23)

도시빈민을 한 마디로 정의하거나 도시빈민을 다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개념이나 도구는 없는데 이는 도시빈민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특성을 지칭한다고 보

기 때문이다. 도시빈민은 결핍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23) 위키백과, 검색일 :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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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빈곤층이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도시빈민의 특성은 한 국가

내에서도 도시별로도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각 국가별로도 차이를 보인다(김

은미, 2012).

페루의 경우 도시와 시골 지역 간 큰 소득 불균형 등으로 인해 1940년대 이

후 경제적 기회를 찾아 페루의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수가 증가했

다24). 급속하게 산업화된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페루 수도 리마의 고용 시장도

이런 인구 유입을 따라가지 못했고 도시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 이들은 리마 외곽에 판자 집을 지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빈민

도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뿌에블로 호베네스(Pueblo Jovenes 젊은이의 마을)

라고 불리우는 이 판자촌은 리마와 페루의 다른 도시들을 둘러싸고 있는 광대

한 판자촌에 붙여진 별명이며, 이 중 빌라 엘살바도르(Villa El Salvador)와 코

마스(Comas), 까라바이요(Carabayllo) 같은 마을들의 이 판자촌들은 리마의 주

요 외곽 지역이 되었다.

페루 수도 리마 북부 까라바이요 지역은 대표적인 대규모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인구 약 2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도시 인구 대부분은 빈곤하

며 주로 판자촌에 거주 중인데 이 빈민 판자촌은 1990년대에 전기가 보편적으

로 보급 되었고 식수는 대다수가 물탱크 트럭으로 운송25)되어 공급되는 등 기

본 인프라와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실정이며,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빈민 도

시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적 범죄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24)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는 테러리스트들을 피해 도시로 이주해 온 사람도 많다

(https://en.wikipedia.org/wiki/Pueblos_j%C3%B3venes, 검색일 : 2019. 5.9)

25) 까라아비요 판자촌 지역의 경우 리마의 부유한 산 이시드로(San Isidro)나 미라플로레스

(Miraflores) 지역보다 생활에 필요한 물 공급 비용이 6배~10배 더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https://en.wikipedia.org/wiki/Pueblos_j%C3%B3v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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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까라바이요 지역 위치.

대표적 빈민지역인 까라바이요 지역(Carabayllo district)의 인구수는 약 30만

명(여성 인구-약 51%)에 이르는데 반해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은 보건소 9개

로, 이 중 기본 검사 시설을 갖춘 보건소는 4개, x-ray 및 초음파 시설을 갖춘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해 도시빈민층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의

사 수는 60여명, 간호사는 50여명, 조산사 40여명, 치과의사 13명 정도이며, 이

는 인구 1만 명당 의사 2명, 간호사 1.7명, 조산사 1.3명, 치과의사 0.41명의 비

율로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빈민층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이 지역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SIS(Seguro Integral de Salud : 2002년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과 빈민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설립된 전국민 대상

공공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나, 잦은 이주 및 프로그램의 비활성화(전 국민 중

32.5% 미가입)로 거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해 높은 의료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Annual Report, PIH- Lim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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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이 지역 인구 중 13.9%는 초등교육, 50.2%는 중등교

을, 15.1%는 대학교육까지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교육 수준을 보이고 있다(2021년까지 까라바이요 지역 개발계획 보고서,

2016).

전형적인 도시빈민지역인 까라바이요(Carabayllo)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

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여성, 청소년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 낮은 성인지적 역량과 지속되는 빈곤 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지속되는 폭력과 빈곤에 노출되는 여성과 소녀들은 남성에 비해 교육 기회와

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정서적・신체적 건강도 위협 받는데 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가족의 해체 위기로 이어져 여성의 빈곤화는 점점 심해지

고 있다.

까라바이요 구청에서 발표한 2016년 시민안전계획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가정폭력 건수는 2014년 117건에서 2015년 137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

으며 알코올로 인한 가정 문제도 매년 300여건 이상 신고 되고 있다.

까라바이요(Carabayllo) 지역 경제는 도·소매업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숙박업과 음식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등이 있다. 주요 소매업 직종으

로는 상업 20.35%, 제조업 14.35 %, 운송, 통신 분야 12.45 %, 건설 노동자

7.92 %등이 있으며, 2015년 기준 이 지역의 경제활동 참여인구는 85,905 명으

로 남성이 62.63 %, 여성이 37.37 %로 구성된다(2021년까지 까라바이요 지역

개발계획 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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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페루 까라바이요 지역 여성의 성인지 태도

영향 요인

1. 성인지 태도 수준

대상자들의 성인지 태도 전체의 평균은 24.80±1.64점으로, 하위 영역의 점수

를 살펴보면, 남성 및 소년의 권리와 특권에 대한 태도는 평균 평점 1.84±.13으

로 여성 및 소녀의 평등에 대한 태도 1.60±.26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측정되어 대상자들은 남성과 소년의 권리와 특권에 비해 여성과 소녀의 평

등에 비해 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9.752, p<.001)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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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m±sp
평균평점±

표준편차
t p

남성/

소년의

권리와

특권

1. 아들이 딸 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1.95±.26

1.84±.13

9.752 <.001

2. 딸들은 집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경
우에만 학교에 보내야 한다.

1.84±.37

3. 아들이 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부모
가 늙었을 때 더 잘 부양하기 위해서 이다.

1.82±.39

4. 만약 교육비가 제한적이라면 딸보다 아
들에게 더 사용해야 한다.

1.95±.26

5. 여성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고, 타인
의 일에 걱정하지 않는다.

1.30±.46

6. 여성은 정치는 남성들에게 맡겨야 한다. 1.97±.18

7. 여성은 항상 남편이나 아들 혹은 다른
남성의 도움이 필요하다.

1.86±.35

8. 여성이 노년기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은 아들 뿐 이다.

1.95±.21

9. 좋은 여성은 남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1.87±.34

10. 자녀의 건강문제가 있을 때 치료는 자
녀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

1.90±.30

여성/

소녀의

평등*

11. 딸들은 그들이 원한다면 먼저 일을 하
고 나중에 자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1.41±.49

1.60±.26

12. 딸들은 아들들과 똑같이 밖에서 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1.82±.39

13. 딸들이 많은 자녀를 낳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한다.

1.30±.46

14. 필요하다면 나는 내 딸이 집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부양할
수 있기를 원한다.

1.87±.34

성인지 태도 총점 24.80±1.64

* 역코딩

표 8. 성인지 태도 수준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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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영향 요인별 특성

2.1. 대상자 일반적 특성

페루 도시빈민 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15±11.13세이며, 21~30세, 31~40세가 각각 45명(30.0%), 47명(31.3%)

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60명(40.0%). 중등학교 졸업

이 58명(38.7%)으로 현재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39명(92.7%)

이었다. 거주기간의 평균은 16.61±7.82년으로 21~30년이 56명(37.3%)로 가장 높

았다. 응답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자영업 43명(28.7%), 고용업

11명(7.3%)이었으며, 무직인 경우가 96명(64.0%)이며,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S./1,000 미만이 122명(81.3%)으로 대부분이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가족 수는 평균 4.33±1.19명 이었으며, 친척 등 다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48명(32.0%)이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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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특 성 빈도(명) 분율(%) m±sp

연령

20세 이하 4 2.7

37.15±11.13

(Range : 19~74)

21~30세 45 30.0

31~40세 47 31.3

41~50세 37 24.7

51세 이상 17 11.3

학력

무학, 초등졸 미만 21 14.0

초등학교 졸업 60 40.0

중등학교 졸업 이상 69 46.0

문해력
읽고 쓰기 가능 139 92.7

읽고 쓰기 불가능 11 7.3

출신지역

대도시 51 34.0

산간지역 69 46.0

해안지역 30 20.0

까라아이요

(Carabayllo)

거주기간

5년 미만 18 12.0

16.61±7.82

(Range : 2~36)

6~10년 23 15.3

11~20년 46 30.7

21~30년 56 37.3

31년 이상 4 2.7

무응답 3 2.0

경제활동참여

무직 96 64.0

자영업 43 28.7

고용업 11 7.3

가족소득수준

s./100~349 38 25.3

s./350~749 42 28.0

s./750~999 42 28.0

s./1,000~1,349 22 14.7.

s./1,350이상 6 4.0

가족 수

2인 3 2.0

4.33±1.19

(Range : 2~8)

3인 35 23.3

4인 45 30.0

5인 36 24.0

6인 이상 20 13.3

무응답 11 7.3

주거 형태

자가 97 64.7

임대 5 3.3

다른 가족(친척)과 함께 48 32.0

표 9. 대상자 일반적 특성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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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젠더 폭력 경험

젠더 관련 폭력 경험 여부와 유형별 폭력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1가지 이상의

젠더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55명(36.7%)이었으며, 젠더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는

부모세대의 젠더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6명(24.0%), 대상

자 본인이 부모, 배우자, 타인으로부터 젠더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2명(14.7%), 24명(16.0%), 25명(16.7%)로 측정 되었다<표 10>.

변수 특 성 범주 빈도(명) 분율(%)

젠더폭력 경험

유무

있음 55 36.7

없음 95 63.3

젠더 폭력

유형에 따른

경험 여부

부모 폭력 목격
있음 36 24.0

없음 114 76.0

부모로 부터
있음 22 14.7

없음 128 85.3

배우자(파트너)로 부터
있음 24 16.0

없음 126 84.0

타인으로 부터
있음 25 16.7

없음 125 83.3

표 10. 젠더 폭력 경험                                         

                                                               n=150

2.3. 주관적 권한부여

응답자의 주관적 권한부여 중 삶의 변화 요구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12>

와 같다.

자신의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상자들의 114명

(76.0%)이 있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가장 변화를 희망하는 내용에는

빈곤문제가 66명(57.9%)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30명(26.3%), 가정폭력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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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4.4%)로 응답되었다.

본인 삶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본인

자신을 1순위로 지목한 경우는 25명(21.9%)이었으며, 신 또는 예수님을 1순위

로 지목한 경우가 86명(75.4%)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

명(2.6%)으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변수 특 성 빈도(명) 분율(%)

삶의 변화 요구
없음 36 24.0

있음 114 76.0

가장 변화를

원하는 부분

빈곤 66 57.9

가정폭력 5 4.4

건강 30 26.3

모름 5 4.4

기타 8 7.0

변화의 도움

주체 인지

본인 25 21.9

신 또는 예수님 86 75.4

가족 3 2.6

표 11. 주관적 권한 부여_삶의 변화 

                                                                 n=150

  

* 무응답 제외함

대상자의 주관적 권한부여 중 의사결정의 자율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전혀 자율성이 없는 경우 1, 완전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

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10으로 응답하였을 때, 현재 대상자들의 자율성은

7.05±2.28점 이었으며, 본인의 5년 전 자율성 점수는 5.47±2.89점으로 응답하여,

5년 전 자율성에 비해 현재의 자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t=5.590, p<.001), 5년 전에 비해 현재의 자율성이 어떻게 변화하

였는가를 살펴 본 결과, 5년 전에 비해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감소한 경우는 36

명(24.0%), 변화가 없는 경우는 22명 이었으며, 증가한 경우가 92명(61.3%)이었

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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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특 성 빈도(명) 분율(%) m±sp

가족

건강성

정상가족 기능군 109 72.7

7.70±2.16중등도 기능 장애군 34 22.7

심한 가족기능 장애군 7 4.7

표 13. 가족건강성(Family Apgar) 수준          

                                                                n=150

변수 특 성 빈도(명) 분율(%) m±sp t p

의사결정의

자율성

현재 자율성 7.05±2.28
5.590 <.001

5년 전 자율성 5.47±2.89

자율성

변화정도

감소 36 24.0

변화없음 22 14.7

증가 92 61.3

표 12. 주관적 권한 부여_의사결정의 자율성                          

n=150  

2.4. 가족건강성(family APGAR) 수준

대상자가 인지한 대상자 가족의 건강성(Family APGAR)의 수준은 <표 11>

과 같다.

가족건강성의 평균 점수는 7.70±2.16점이었으며, 점수기준에 따르면 정상가족

기능군이 72.7%(109가구), 중등도 기능장애군이 22.7%(34가구), 심한 가족기능

장애군이 4.7%(7가구)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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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특성에 따른 성인지 태도의 차이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태도의 차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태도의 차이는 <표 14> 와 같다.

대상자들의 연령과 성인지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729,

p=.536). 교육수준 범주에 따른 성인지 태도의 차이는 중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경우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경우에 비해(F=4.281, p=.016), 읽고 쓰기

가 가능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평등한 성인지 태도를 보이

고 있었다(t=3.560, p<.001).

출신 고향별로는 대도시가 산간 및 해안 지역 등 지방에서 이주해 온 경우

(t=3.549, p=.001)보다 성인지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거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가 나머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낮은 성인지 태도 점수를 보였다

(F=7.022, p<.001). 대상자의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성인지 태도 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F=.198, p=820)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성인지 태도는 월

소득 S./350 미만인 경우가 S.1,000 이상인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낮게 측정

되었다(F=4.367, p=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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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n m±sp t/F p post-hoc

연령 30세 이하 49 24.90±1.62

.729 .536
31~40세 47 24.96±1.59

41~50세 37 24.46±1.74

51세 이상 17 24.80±.1.6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a 21 24.14±1.77

4.281 .016 a<c초등졸업b 60 24.60±1.82

중등졸업이상c 69 25.19±1.31

문해력 읽고쓰기 가능 139 24.94±1.56
3.560 <.001

읽고쓰기 불가능 11 23.18±1.78

고향 대도시 51 25.39±1.30
3.549 .001

지방 99 24.51±1.71

거주기간 10년 이하a 41 23.95±1.87

7.022 <.001 a<b,c,d
11년~20년b 46 25.04±1.38

21년~30년c 56 25.21±1.41

31년 이상d 4 26.25±1.26

경제활동 무직 94 24.78±.61

.198 .820자영업 43 24.74±1.76

고용직 11 25.09±1.51

가족

소득수준

<S./350 38 24.24±1.79

4.367 .014 a<cS./350~1,000 84 24.87±1.59

>S./1,000 28 25.39±1.31

표 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태도의 차이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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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젠더 폭력 경험, 여성의 주관적 권한 부여에 따른 성인지 태도의 차이

젠더 폭력 경험 유무 및 젠더폭력 유형별 경험에 따른 성인지 태도를 살펴보

면, 1가지 이상의 젠더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성인지 태도가 높게 측정되었다(t=3.166, p=.002). 젠더폭력의 유

형별로 살펴 보면, 부모세대의 젠더폭력을 목격한 경우,(t=2.496, p=.014), 부모

로부터 젠더 폭력을 경험한 경우(t=3.088, p=.002), 배우자로부터 젠더 폭력을

경험한 경우(t=2.017, p=.046), 타인으로부터 젠더 폭력을 경험한 경우(t=2.144,

p=.034)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인지 태도가 높게

측정되어, 각 유형별 젠더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

으로 성인지 태도가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주관적 권한 부여 중 삶의 변화 요구 희망에 따른 성인지 태도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t=1.059, p=.291), 변화를 희망하는 경우 변화

를 위한 주체를 본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신 또는 예수와 같이 절대자

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보다 높은 성인지 태도를 보였다(F=5.813, p=.004). 또한,

5년 전에 비해 의사결정의 자율성 정도가 증가한 경우가 감소한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성인지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F=7.364, p=.001)<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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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n n±sp t/F p post-hoc

젠더폭력

경험

경험유무
있음 55 25.35±1.44

3.166 .002
없음 95 24.49±1.66

부모폭력

목격

있음 36 25.39±1.38
2.496 .014

없음 114 24.62±1.67

부모
있음 22 25.77±1.31

3.088 .002
없음 128 24.64±1.63

배우자
있음 24 25.42±1.31

2.017 .046
없음 126 24.69±1.67

타인
있음 25 25.40±1.53

2.144 .034
없음 125 24.68±1.64

주관적

권한부여
삶의

변화요구

있음 114 24.89±1.64

1.059 .291
없음 36 24.56±1.59

변화를 위

한 주체

본인a 25 25.80±1.29

5.813 .004 a>b
신 또는
예수b 85 24.69±1.60

가족c 3 23.67±2.52

의사결정

자율성

변화정도

감소a 36 23.97±1.89

7.364 .001 a<c
변화
없음b 22 24.73±1.72

증가c 92 25.15±1.38

표 15. 젠더폭력 경험 및 여성의 주관적 권한 부여에 따른 성인지태도의 차이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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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족건강성 수준에 따른 성인지 태도 차이

가족 건강성 수준에 따른 성인지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상가족 기능군

의 성인지태도가 중등도 및 심한 가족기능 장애군이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성

인지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F=6.112, p=.003)<표 16>.

특성 범주 n m±sp t/F p

Family

Apgar

정상가족 기능군a 109 25.06±1.63

6.112 .003 a>b,c중등도기능장애군b 34 24.26±1.50

심한가족기능장애군c 7 23.43±.98

표 16. 가족 건강성 수준에 따른 성인지 태도 차이 

                  n=150  

4.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성인지 태도 점수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거

주기간(r=.308, p<.001), 가족 건강성(r=.227, p=.005), 의사결정의 자율성(r=.197,

p=.015), 의사결정 자율성의 변화(r=.172, p=.035)가 성인지 태도 점수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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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연령
거주
기간

가족
건강성

의사결정
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변화

성인지
태도

연령 1

거주기간
.308**

(<.001)
1

가족건강성
.116
(.159)

.145
(.079)

1

의사결정
자율성

-.122
(.137)

.053
(.520)

.191*

(.019)
1

의사결정
자율성 변화

.078
(.344)

.200*

(.015)
.057
(.492)

.557**

(<.001)
1

성인지태도
.031
(.705)

.315**

(<.001)
.227**

(.005)
.197*

(.015)
.172*

(.035)
1

표 17.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150 

5. 대상자의 성인지 태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페루 도시빈민 여성들의 성인지 태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의 현 지역 거주기간과 출신 지역, 가족건강성 수준, 젠더 폭력 유

형별 경험여부와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범주형 변수는 더미변수 처리 하였으며,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 상관

은 Durbin-Watson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가 1.885이므로

종속변수는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 이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000~1.082로 10 미만이므

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단계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기간(B=.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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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3)이 길수록, 부모로 부터의 젠더폭력을 경험한 경우(B=.929, p=.008), 대

도시 출신인 경우(B=.591, p=.029), 가족 건강성(B=.126, p=.032)이 높을수록 대

상자들의 성인지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거주기간, 부모로 부

터의 젠더폭력 경험, 출신지역, 가족 건강성이 성인지 태도를 설명하는 설명력

은 17.9%였다<표 18>.

변수 B SE β t p R2(△R2) F

(상수) 22.710 .024 45.199 ＜.001

거주기간 .049 .016 .233 2.987 .003 .100 16.026

젠더폭력(부모) .929 .344 .204 2.699 .008 .145(.045) 12.199

출신지역(대도시) .591 .264 .173 2.239 .029 .175(.030) 10.106

가족건강성 .126 .058 .164 2.163 .032 .201(.026) 8.945

Adj R2 =.179 , F=8.945 P<.001

표 18. 성인지 태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50

제외된 변수 : 의사결정 자율성, 부모 젠더폭력 목격, 배우자 및 타인으로 부터의 젠더

폭력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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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페루의 도시빈민 지역인 까라바이요 5개 마을 150 가구 여성을 대

상으로 젠더 폭력 경험, 여성의 주관적 권한 부여, 그리고 가족 건강성 등이 페

루 도시빈민 여성의 성인지 태도 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요인들이 성

인지 태도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근 페루에서도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관련 연구

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시 빈민여성의 젠더 관련 연구는

안데스 산맥 및 정글 지방에 비해 관심도 적고 선행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라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페루 도시빈민지역(Carabayllo) 여성 자립형 건강가족

자활센터 구축 사업’의 기초선 조사 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분석한 것이라 성

인지 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설문

을 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UN인간개발보고서 및 페루국립통계정보학연구소(INEI)의 데이터에 따르면

15세 이상 페루 여성 중 약 33.2%(2005-2018년)가 신체적 또는 성폭력 경험이

있으며, 최소 60~70%(2011-2017년)의 여성들은 심리·언어적 폭력도 겪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들(Rosenberg, 1987. Gelles, 1993. 성수진,

2017. Digest, 2000.)에 의하면 교육·경제·사회·문화적 수준이 낮거나 여성에게

주어진 권한이 낮을수록 젠더 폭력률은 높아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36.7%

의 여성만이 1가지 이상의 젠더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있다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것은 본 연구의 조사를 NGO기관인 Partner in Health를 통해 훈련

받은 설문조사요원이 각 가정을 방문, 1:1로 진행하였으나 설문조사 요원이 같

은 지역 주민이다 보니 민감한 질문에는 좀 더 솔직한 답을 하지 않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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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젠더 불평등 지수에 포함된 청소년기 출산 경험 여부, 피임 유무, 미혼

모, 낙태 경험 등과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사회·심리적 손상 등의 변수도 성인

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본 연구의 설문 조사 변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일반적으로 도시빈민들은 지역적 연고도 없고 낮은 교육 수준, 숙련 기술 부

재 등으로 인해 주로 단순 노동에 종사하며 적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어 계

속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악순환에 시달리게 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15세±11.13로 40세 이하가 64.0%를 차지하

고 있었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54.0%, 산간 및 해안지역에

서 이주해 온 경우가 66.0%였다. 그리고 가족의 평균소득이 S./1,000 미만인 경

우가 81.3%로 가족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 여성은 36.0%에 불과 하였다. 또한, 한 집에 두 가족 이상 다른 가족

(친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형태도 32.0%로 보고되었다.

도시빈민에 관한 보고서 및 연구(Bandura, 1973; Akers, 1998: Gelles, 1993:

성수진, 2017; INEI, PAHO. UN Women, Ipsos-Peru)에 따르면 도시빈민 상당

수는 시골 출신으로 열악한 가정환경과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까라바이요(Carabayllo)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13.9%, 중등학교

50.2%, 대학은 15.1%의 교육 이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비

교적 낮은 교육 수준이다. 이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연구지역의 여성

들이 전형적인 도시빈민의 형태임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페루 도시빈민 여

성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불안정한 경제활동, 불안정한 주거 현황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

는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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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도시 빈민 여성의 경우, 평균 48세에 세 아이의 엄마로 소매점에서 일

을 하거나 가사도우미, 수공예품 판매 등 비숙련적인 일을 하며 급여는 남성에

비해 70~75%(INEI, 2018 보고서)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페루에서

는 젊은 여성 가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20세

미만 여성 가장이 48.5%나 되며, 이는 다른 연령대의 여성 가장보다 10%이상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빈민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빈곤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페루 도시빈민 가족의 건강성 수준은 가족기능도지수(Family APGAR)는 라

틴아메리카의 타 국가와 비교가 쉽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문화 이주

여성이 인지한 가족 건강성 수준을 살펴본 연구(김연표 외, 2009, 이슬기 외,

2012)들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물론 국내 다문화 이주여성의 특성과 페루 도시빈민 여성의 특성을 동일시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왔으며,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점, 사회

적 취약계층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가족 건강성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페루 도시빈민여성들이 인지하는 가족기능도지수의 평균은

7.70±2.16인데 비해, 국내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평균 6.30±3.4점

(김연표, 2009), 5.60 ± 2.91(이슬기 외, 2012)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타

연구 가족가능도지수 평균: 6.5-7.2점), 정상가족기능군(가족기능도지수 7-10점)

의 비율은 72.7%로 국내 연구들(48.7-83.4%)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

문화 이주여성의 범위가 40% 대라면, 국내 다문화 이주여성에 비해 가족의 순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한국과 페루 모두 가족을 중요시 여

기는 문화와 가부장적 특성 때문에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

본 연구에서는 Waszak et al.(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인지 태도 측정도

구 Gender norm attitudes scales를 사용, 남성 및 소년의 권리와 특권에 대한

태도, 여성 및 딸의 성별에 관한 평등한 신념 및 형평성 증진에 대한 태도를

측정·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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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t=4.281, p=0.016), 그리고 문해력

(t=3.560, p＜0.001)이 있거나 대도시 출신일수록(t=3.549, p=0.001) 평등한 성인

지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기간이 길수록(r=.308, p

＜0.001) 높은 성인지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여성들이 도시로 이주해 생활하며

도시화가 되어감에 따라 성인지 태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

다.

가족의 소득수준(F=4.367, p=.014)에 따른 성인지 태도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유의한 차이(F=.198, p=.820)는 없었는

데,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그 소득이 워낙 미미하여 가족

전체 소득수준에 크게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Waszak et al(2001)이 진행한 이집트 여성의 성인지 태도에 관한 연구에 의

하면 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문해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자

녀의 수가 적을수록 남성의 성 표준에 대해 평등주의적 관점을 보이며 성인지

태도의 평등함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성인지 태도에 있어 평등주의 신념이 높

을수록 우울은 낮으나 불안수준은 높게 나타나 성인지 태도가 여성의 정신건

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의 성인지 태도 형성과 관련이 있는 젠더 폭력 경험을 살펴보면, 성장기

때 폭력적 훈육에 노출된 여성의 경우 자아 통제력이 낮고 여성은 잠재적 젠

더 폭력 피해자로 길들여진다는 연구가 결과가 있다(김은경, 2000).

도시 빈민일수록 전통적 성인지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남녀 비교에 있

어 전통적 성인지 태도가 높을수록 남성은 폭력에 더 관대한 가해자가 되고,

여성은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는 남녀의 성역

할이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으로 구조화 된 전통적 성역할, 즉 마치스모와 같은

가부장제적 사회문화 특성 때문에 젠더 폭력이 발생한다고 여러 여성학자들은

주장한다. 또한, 여러 여성학적 연구를 통해 여성의 성차별적 관념에 대해서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가 보여 진다는 보고(김은경, 2000)가 있는데 폭력에 노출

되었던 여성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강하더라도 자신이 남성, 즉 가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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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향한다. 하지만, 남성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평등을

지향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여성 및 자녀의 형평성 증진

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주관적 자기주도와 관련해 삶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대상자들 중 변화를 위한 주체를 신 또는 예수와 같은 절대자에게 의존

하는 경우보다 본인을 변화의 주체로 인지하는 경우가, 그리고 의사결정의 자

율성이 높을수록 성인지 태도가 보다 형평함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이는 성인

지 태도에 있어 여성의 자기의사결정권과 권한 인식이 높을수록 성인지 태도

가 보다 평등함을 지향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빈민여성의 주관적 권한부여에 대한 Susana et al(2016)의 연

구에서는 당신이 변화를 이루는데 있어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냐 라는 변화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꼽은 경우가 73%로 가장 높았으며, 중복 응

답에 있어 두 번째로 신 또는 예수라고 응답한 경우도 58.%로 높게 측정 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75.3%가 1순위로 ‘신 또는 예수’, 라고 응답했으며,

‘자기 자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는 21.9%로 본인 삶의 변화 주체를 ‘신 또는

예수’와 같은 절대자의 힘에 기대고 있는 양상을 보여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 또한, 여성의 성인지 태도 중 특히 남성 및 소년의 권리와 특권

에 대한 평등 지향에 대한 인식에 비해 여성과 소녀의 형평성 증진에 대한 인

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여성 자신들의 주체적인 권한에 대한 인지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변화를 신과 같은 절대자에게 의

존하게 될 경우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이 제거될 것이라고 우려한 Waszak et al(2001)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가족의 건강성에 관련한 선행연구(양순비, 유영주 2003; Irene, 2003)들에 따

르면 여성은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 수준이 높았으며,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자율성은 가족 구성원의 자아개념에 큰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가족을 만든다고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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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본인의 가족이 정상가족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중증도 혹은 심한 기능가족장애군에 비해 보다 평등한 성인지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성인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기간, 부모로 부터의 젠더폭력

경험, 출신지역, 가족의 건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도

시화가 될수록, 성장기간에 젠더폭력 등에 노출되어 성평등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록, 가족이 순기능을 할수록 여성의 성인지태도가 더욱 평등을 지향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페루 여성들의 성인지 태도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성인지 감수성 증가 프로그램과, 가족의 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중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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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고도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페루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경제적 불평등을

비롯해 여러 사회·문화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 빈민은, 특

히 빈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 빈민여성은 계속 빈곤하게 살아가는 악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페루의 대표적인 도시빈민 지역인 까라바이요(Carabayllo) 지역의

빈민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지 태도 수준, 젠더 폭력 경험, 여성의 주관적 권한

부여, 가족 건강성 정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페루 도시빈민 여성의 성인지 태

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페루 도시빈민 여성 및 중남미

개발도상국 지역 여성의 인권 및 여성 중심 개발협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민관협력사업인 ‘페루 도시빈민지역

(Carabayllo) 여성자립형 건강가족자활센터 구축 사업’의 1차 년도 기초선 조사

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SPSS

PC+25.0 for window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성인지 태도, 젠

더폭력 경험 및 가족 건강성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태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성인지 태도와 주요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성인지 태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분석은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로 종속변수는 성인지 태도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

수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연령, 학력, 문해력, 경제활동 참여여부, 가

족의 소득 수준, 가족 수 및 주거 형태, 출신지역과 까라바이요 거주 기간 과

가족건강성(family APGAR), 젠더폭력 경험, 여성의 주관적 권한부여로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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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 37.15±11.13세, 평균 거주

기간은 16.61±7.82년이었다.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40.0%로 가장 많았고,

중등학교 졸업은 38.7%로 수도인 리마 도시 전체 평균(전체: 76.3%, 남-79.1%,

여-73.7%)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응답자의

81.3%가 S./1,000(약 $300) 미만의 낮은 소득수준을 보였으며, 무직은 64%였

다. 가족 수는 4.33±1.19명이었으며, 친척 등과 함께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형태는 32%로 전형적인 도시 빈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대상자들의 성인지 태도 점수 평균은 24.80±1.64점이었으며, 남성 및

소년의 권리와 특권에 대한 태도는 여성 및 소녀의 평등에 대한 태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주요 영향 요인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성인지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고 문해력이 있을수록, 대도시 출신일수록, 까라바

이요 거주기간이 길수록 평등한 성인지 태도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

과 성인지 태도는 타 연구의 결과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대상자의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성인지 태도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성인지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젠더 폭력 경험 유무 및 젠더폭력 유형별 경험에 따른 성인지 태도를 살펴보

면, 한 가지 이상의 젠더폭력을 경험하거나 각 유형별(부모 세대 폭력을 목격

했거나 본인이 부모, 배우자, 타인에게 폭력을 경험) 젠더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성인지 태도를 보였다.

또한, 여성의 주관적 권한 변화를 위한 주체를 본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

와 5년 전에 비해 의사결정의 자율성 정도가 증가한 경우 통계적으로 높은 성

인지 태도를 보였다.

가족 건강성 수준에 따른 성인지 태도는 정상가족 기능군의 성인지태도가 중

등도 및 심한 가족기능 장애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성인지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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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성인지 태도 점수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거주기간, 가족 건강

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의 변화가 성인지 태도 점수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성인지 태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거주기

간, 부모로 부터의 젠더폭력 경험, 출신지역, 가족 건강성이며, 거주기간이 길수

록, 부모로 부터의 젠더폭력을 경험한 경우, 대도시 출신인 경우, 가족 건강성

이 높을수록 대상자들의 성인지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페루 여성의 성인지 태도 향상과 여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성의 도시화, 거주기간 그리고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성인지 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도시와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장기간 가

족이 거주하면서 가족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

발과 정책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자기 의사결정

권 및 자율성을 강화하여 주체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젠더 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과 젠더폭

력 피해자의 폭력유형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프로그램 확대 및 보호 시설

확충으로 젠더 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셋째 가족 구성원이 평등을 지향하는 성인지 태도를 보일수록 가족의 건강성

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족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 단위의 맞춤식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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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첫째, 본 연구는 페루의 대표적인 도시빈민 지역인 까라바이요(Carabayllo)

지역의 150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페루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

는 도시빈민 여성의 젠더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

구 변수 및 대상자가 제한적이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

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초선 조사 시 사용된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성인지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심도 있는 설문을 진행하지 못하였

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젠더 폭력 등과 같이 민감한 질문을 진행하는데 있어 설문지 기법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한 결과 도출을 할 것을 제안 한다.

마지막으로, 페루의 여성 문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및 법 관련 요인을

조사하고, 실제적인 중재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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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to gender norm attitude of

Peru Urban poor area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factors that influence

gender norm attitude of Peru urban poor area women in order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improving women’s right and health in Peru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 Latin America.

This study used data from a baseline survey of 'Peru Urban(Carabayllo)

Low-income Women's Healthy Family Self-support Center(HFSC)

Establishment Project’ which is a Civil society Partnership Program of

KOICA at 2017.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PSS PC+25.0 for

windows, frequenc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rban Poor women showed more egalitarian beliefs on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men compared to the equity for girls.

Second, subjects showed more egalitarian beliefs on gender norm attitude

in following cases; more educated, literacy, came from large city, higher

family income, experience of gender violence, higher family APGAR score,

self-awareness as the subject of change of life.

Third,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gender norm attitude were duration

of residence in urban poor area, experience of gender violence, region of

origin and family APGAR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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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ng the results of above researches, there need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reflect family health-enhancing factors with long-term

residence of family members and with reducing urban and regional gap.

Especially for preventing gender violence, there need to develop and carry

out tailor-made program which can strengthen woman's subjective

authority by enhancing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Key word : Urban Poor women, gender norm attitude, gender violence, higher

family APGAR score, woman's subjective autho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