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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KACP 3 단계] 차세대 여성학 연구자 교육 및 교류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협력사업 

○ KACP Phase 3] Korea-ASEAN Cooperation Project on Education and Exchange Program 

for Young Scholars in Women’s Studies

2 사업 기간

○ 2016.1.1 – 2017.2.28

3 사업 예산

○ 미화(USD) 218,972 (ASEAN-ROK Cooperation Fund)

4 시행 주최

○ 아시아여성학회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AAWS) 

*43개국 699명 회원(개인/기관)을 둔 국제여성학회 (2016년 기준) 

5 공동 주관 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한국여성연구원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 태국 타마삿대학교 평화정보센터 (Peace Information Center, Thammasat University)

○ 베트남 땅롱대학교 (Thang Long University)

○ 베트남 젠더와발전연구소 (Institute for Gender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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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개방대학교 젠더오피스 (Office of Gender Concern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Open University)

6 협력 기관

○ 아세안대학네트워크 (ASEAN University Network, AUN)

7 사업 목표

○ 한-아세안 차세대 여성 연구자 인적 교류와 교육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및 아세안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 

○ 한-아세안 지역 여성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한-아세안 여성학 지식 생산 

및 연구 협력 역량 강화 

○ 한-아세안 여성교육 리더십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여성 현황

과 역할에 대한 아세안 국가 상호 이해 증진 

8 사업 내용 

○ 한-아세안 지역 여성학 공동연구사업 공모 및 워크숍 

○ 한-아세안 지역 차세대 여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 한-아세안 여성교육 리더십 네트워크 회의

○ 한-아세안 지역 여성학 연구 출판

9 사업 참여 국가

○ 총 11개국 : 한국 및 아세안 국가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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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접 수혜자 

○ KACP 선발 공동연구자 : 한-아세안 11개국 차세대 여성학 연구자 및 대학원생 (11개

국, 18명) 

○ KACP 공동연구 팀 코디네이터 : 한-아세안 시니어 여성학자 (5개국, 6명)

○ KACP 연구 자문 및 강사 : 한-아세안 지역 여성학 연구자 및 여성 네트워크 전문가 

(6개국, 23명) 

○ KACP 사업 한-아세안 협력 기관 주요인사 (5개국, 10명)

○ KACP 공동 주관 기관 대학, 연구소 연구자 및 관계자 (3개국, 29명)

11 주요 성과 

○ 1단계와 2단계 교육 훈련사업의 축적을 바탕으로 3단계 연구 개발 사업으로 발전

○ 한-아세안 여성학 이론 및 지식 확산을 위한 기초 연구 개발 및 공동연구서 출판 

○ 한-아세안 지역의 성평등 이슈 및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 임파워먼트 

에 대한 여성 연구자 및 지역 전문가들의 상호 이해 확대 

○ 한-아세안 여성 교육 및 교류 사업에 대한 아세안 지역 교육기관, 연구기관, 개인 연

구자들의 인지도 향상 및 관심 증대

○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대학네트워크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

○ 아세안 고등 교육 발전을 위한 여성 연구자들의 역량강화와 리더십 요구 증대 

○ 한-아세안 여성 교육 및 교류 사업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요청 및 

한-아세안 지역 여성학자 네트워크 협력 지속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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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Part 1, Part 2 전체 참가자 누적수 현황>

국가
발표자

Part 1

발표자

Part 2

강사/

토론사회

초청

인사
사무국 누적

루나이 1 1

캄보디아 1 1 2

인도네시아 6 5 3 1 15

라오스 1 1 2

말 이시아 1 2 1 4

미얀마 2 1 3

필리핀 3 2 7 4 16

싱가포르 1 1 2

태국 2 2 2 2 9 17

베트남 1 1 2 9 13

한국 4 4 8 2 8 26

기타 1 1

합계 23* 20** 23 10 26*** 102

  * KACP Part 1 발표자 23명

: 공동연구팀 6팀 x 4명 (팀 코디네이터 1명 + 공동연구자 3명 구성) - 1명 (말레이시아 팀 코디네

이터 1명 개인 사정으로 불참)

 ** KACP Part 2 발표자 20명 

: 공동연구팀 대표 x 1명(팀 코디네이터 6명) + 일부 자부담 참가(공동연구자 14명) 

*** KACP 사무국: 아시아여성학회 사무국, 공동주관기관인 한국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태국 타마

삿대학 평화정보센터, 베트남 땅롱대학 현지 KACP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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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Part 1, Part 2 전체 참여기관 목록>

라오스 Institute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말 이시아
Universiti Sains Malaysia 

Women's Development Research Centre(KANITA) 

미얀마
Mandalay University 

Myanmar Institute of Theology 

베트남

Institute of Cultural Studies, 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ang Long University 

Institute for Gender and Development(INGAD) 

The Center for Promoting Development for Women and Children 

루나이 University Brunei Darussalam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인도네시아

Universitas Padjadjaran 

Research Centre for Politics, The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Universitas of Indonesia 

Parahyangan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Centre for Aceh and Indian Ocean Studies 

캄보디아 Parliamentary Institute of Cambodia(PIC) 

태국

Thammasat University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Chulalongkorn University 

필리핀

UP Center for Women's and Gender Studies 

UP Open University 

Miriam Colleg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한국

Ewha Womans University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ACWS) 

Korean Women's Institute(KWI) 

Yonsei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ngKongHoe University 

대학 연구소 전체

AUN Non-AUN Public Private
30

13 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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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여성학회 AAWS 임원>

President

Grace J. Alfonso, UP Open University, Philippines

Vice-Presidents

Sylvia Estrada-Claudio,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Kim Eun-Shil,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Council 

Chang Pilwha,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Carolyn Sobritchea,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Chalidaporn Songsamphan,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Du Fanqin, Tianjin Normal University, China

Kristi Poerwandari, Universitas of Indonesia, Indonesia

Lee Hye-Kyung, Yonsei University, Korea

Lee Myoung Su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Le Thi Quy, Thang Long University, Vietnam

Mala Khullar,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India

Noraida Endut,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Rashidah Shuib,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Sumi Maria Tam,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hina

Suwanna Satha-Anand,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Tanaka Kazuko,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Japan

Wei-Hung L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Yoon Hyungsook, National Mokpo University, Korea

Executive Committee

Aileen C. Park,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Jieun Roh,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Secretary General

Finaflor F. Taylan, UP Open University,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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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P 사무국팀>

■ 아시아여성학회 KACP 사무국

김은실, Principle Investigator

아일린 박, Project Manager

노지은, Program Coordinator

김효정, Program Coordinator 

남승 , Project Assistant 

유나, Project Assistant 

KACP 공동주  Co-organizers

■ 이화여자 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이명선, Special Professor of ACWS

김나연, Researcher 

이소정, Researcher 

이은희, Researcher 

■ 태국 타마삿 학 

Chalidaporn Songsamphan, Head of KACP Co-Organizer 

Chutidech Metheechutikul, Field Coordinator 

Kanchakan Phanturak, Administrative Staff 

Varuth Pongsapipatt, Administrative Staff 

Janewit Chueasawatee, Administrative Staff 

Torsak Jindasuksri, Administrative Staff 

Kamonporn Settachai, Administrative Staff 

Pawalisa Thanawajeran, Administrative Staff 

Tri Chunsuttiwat, Administrative Staff 

Kittitat Panpream, Design&Communication Staff 

■ 베트남 땅롱 학 

Le Thi Quy, Head of KACP Co-Organizer 

Bu Thi Kim, Coordinator

Pham Tien Nam, Assistant to the Head

Vu Thi Thanh Nhan, Administrative Staff 

Pham Thi Hong Van, Administrative Staff 

Bui Quang Tue, Administrative Staff 

Nyuyen Thi Hai, Administrative Staff 

Ho Xuan Ngoc, Administrative Staff 

Nguyen Duy Tung, Administrative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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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1) 세부 사업명 

○ [KACP 3단계 PART 1] 한-아세안 여성학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1 

○ [KACP PHASE 3 PART 1] KACP Collaborative Research Development Workshop

2) 사업 목표 

○ 한-아세안 차세대 여성 연구자 인적 교류 및 교육 훈련을 통한 한-아세안 지역 여성 

연구 교육 역량 및 리더십 향상

○ 한-아세안 각국의 여성교육을 위한 여성학 이론개발 및 지식 확산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워크숍 개최 

3) 시행주최 

○ 아시아여성학회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4) 공동주관기관 

○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Korean Women's Institute)

○ 태국 타마삿대학 평화정보센터 (Peace Information Center)

5) 공동협력기관 

○ 아세안대학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 AUN)

6) 개최 장소 

○ 국가 및 도시 : 태국, 방콕

○ 장소 : 만다린 호텔(Mandarin Hotel)

7) 사업기간 

○ 착수 및 준비 : 2016.2.1. - 6.2. (약 5개월)

○ 집행 : 2016.6.3. - 6.8. (5박 6일, 출도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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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 2016.6.4. - 6.6. (3일, 오픈포럼, 워크숍, 스터디투어)

○ 평가 및 정산 : 2016.6.9. - 6.30.

○ 주요 일정 

- 참가자 공개 모집 : 2016.2.1. - 2016.3.20.

- 심사위원회 구성 : 2016.2.1. - 2016.3.20.

- 예비 심사 및 선발 : 2016.3.21. - 2016.4.4.

- 예비 합격자 공고 : 2016.4.5.

- 예비 합격자 추천서 취합 : 2016.4.6. - 2016.4.19.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4.25.

- 최종 합격자 개발 초록 취합 : 2016.4.25. - 2016.05.16.

- 합격자 항공권 발권 및 참가 안내 : 2016.4.26. - 2016.5.16.

- 강사 항공권 발권 및 참가 안내 : 2016.4.26. - 2016.5.16.

- 프로그램 확정 : 2016.4.1. - 2016.4.30.

- 프로그램 홍보 : 2016.5.1. - 2016.6.7.

- 프로그램 진행 : 2016.6.5. - 2016.6.7.

8) 사업참가자 

○ 공동연구참가자 : 한국 및 아세안 국가 10개국, 총 23명 (*공개 모집 후 선발된 18명

의 연구자 및 5명의 코디네이터) 

○ 초청강사, 좌장, 토론자 : 6개국 17명

○ 주요귀빈 : ASEAN Secretariat (Assistant Director & Head of Education, Youth & Sports 

Division), AUN(Executive Director)

○ AAWS 임원, KACP 사무국

○ 태국 방콕 지역 대학교수, 연구자, 대학/대학원생, NGO단체 활동가 등 다수

9) 사업내용 

○ 라운드테이블 및 전체토론 (Roundtable Presentation and Plenary Discussion)

한-아세안 여성학 연구개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및 토론

○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Collaborative Research Development Workshop)

한-아세안 지역 여성 전문가 교수진 여성학 연구개발을 위한 집중 워크숍 진행

○ 스터디투어 (Study Tour)

지역 여성 활동 현장 체험 및 문화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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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 현황

1) 공개모집

○ 온라인 홍보를 통한 한-아세안 11개국 총 18명 선발 공개모집

○ 지원 자격 

- 한국 및 아세안 국가 : 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

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 차세대 여성연구자 : 대학 및 연구소에 소속된 석사 이상 학생, 후박사, 신진 연구자 

및 강사 등 여성연구 경험 있는 자

○ 지원 기간 : 2016.2.1. - 3.20.

○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2016kacp@gmail.com) 

2) 심사 및 선발 

○ 지원자 수 : 15개국 125 명

○ 1차 지원 서류 심사 : 11개국 109 명 통과

○ 2차 연구계획서 및 3차 추천서류 최종 심사 : 11개국 18명 선발

○ 심사위원회 : AAWS 이사 및 집행위원 총 7명 

○ 선발 기준 : 지원서 50%, 발표주제 50% 

<국가별 지원자 및 선발 현황>

국가 지원자수 선발자수 비고

루나이 1 1

캄보디아 3 1

인도네시아 49 5

라오스 2 1

말 이시아 5 1

미얀마 9 2

필리핀 29 1

싱가포르 1 1

태국 4 1

베트남 4 1

한국 15 3

기타 3 - 캐나다, 키스탄, 인도

합계 12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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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동연구 참가 선발자 리스트 및 프로필>

3) 강사 및 주요 초청 인사 

○ 한-아세안 지역 다학제적 여성 연구 전문가 및 대학 교수 

○ KACP 주요 협력 기관 네트워크 초청

부록 2. <PART 1 강사, 사회자, 토론자 주요 인사 리스트> 

4) 행사 준비 실행팀 

○ 아시아여성학회 KACP 사무국

아일린 박, Project Manager

노지은, Program Coordinator

김효정, Program Coordinator

남승현, Project Assistant

전유나, Project Assistant

○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협력지원

이명선, Special Professor of ACWS

김나연, Researcher

이소정, Researcher

이은희, Researcher

○ 태국 타마삿대학 현지 진행팀

Chalidaporn Songsamphan, Head of KACP Co-Organizer 

Chutidech Metheechutikul, Field Coordinator 

Kanchakan Phanturak, Administrative Staff 

Varuth Pongsapipatt, Administrative Staff 

Janewit Chueasawatee, Administrative Staff 

Torsak Jindasuksri, Administrative Staff 

Kamonporn Settachai, Administrative Staff 

Pawalisa Thanawajeran, Administrative Staff 

Tri Chunsuttiwat, Administrative Staff 

Kittitat Panpream, Design&Communication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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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국가별 전체 참가자 수 현황>

국가 발표자 강사/토론/사회 초청인사 사무국 계

루나이 1 1

캄보디아 1 1

인도네시아 6 1 7

라오스 1 1

말 이시아 1 1 2

미얀마 2 2

필리핀 3 4 1 8

싱가포르 1 1

태국 2 1 2 9 14

베트남 1 2 3

한국 4 5 3 12

합계 23* 14 3 12 52

* KACP Part 1 발표자 23명 

: 공동연구팀 6팀 x 4명 (팀 코디네이터 1인 + 공동연구자 3인 구성) - 1명(말레이시아 팀 코디네이터 

1인 개인 사정으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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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Call for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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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양식 Applic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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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P 워크숍 1 참가 안내문 Administrative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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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프로그램

1)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만찬 

○ 일시 및 장소 

- 2016. 6. 4. 토요일 15:00 ~ 21:00 

- 태국 방콕 만다린 (Mandarin) 호텔 

○ 참가자 인사 및 주요 참가 기관 소개 

○ KACP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행정 실무

       

2) 라운드테이블 및 전체토론 

○ 일시 및 장소 

- 2016. 6. 5. 일요일 8:30 ~ 18:00

- 만다린 (Mandarin) 호텔 

○ 포럼 주제 

- “Doing Transnational Feminist Research in/on Korea & ASEAN”

○ 연구팀별 주제 

- 여성에 대한 폭력 

- 평화, 환경, 안보

- 민족, 종교, 섹슈얼리티

- 젠더, 이주, 문화

- 여성성, 대중문화, 미용산업

- 젠더/성교육, 문화 

○ 총 참여인원 : 약 100여명

- 발표 : 기조발제 3인 및 연구 코디네이터 6인 발표 

- 좌장, 토론자, 일반 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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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Themes
Research Coordinator

Research Collaborators, 

Consultant, Joint Researcher & Resource Persons

Violence Against 

Women

Odine de Guzman 

(Professor, University of 

Philippines)

1. Collaborators

Viengdavong Luangsithideth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Laos)

Su Yin Htun 

(Professor, Mandalay University, Myanmar)

Minsook Heo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2. Research Consultant

Carolyn Sobritchea 

(Profess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Peace, Environment, 

& Security

Mia Siscawati 

(Professor, Universitas 

1. Collaborators 

Mai Aye Aye Aung 

○ 세션 주제, 좌장/토론자, 발표자 

 Themes Moderators Presenters

Round Table

“Doing Transnational 

Feminist Research 

in/on Korea & 

ASEAN”

Carolyn Sobritchea 

(Profess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1. Kristi Poerwandari 

(Professor, Universitas Indonesia)

“Doing Transnational Feminist Research Korea-ASEAN: 

Women as Vulnerable Groups or Active Agent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Global Competition?”

2. Rashidah Shuib 

(Prof. Dato', Universiti Sains Malaysia)

“Doing Transnational Feminist Research on/in Korea and 

ASEAN: My Personal Thoughts on the Possibilities of 

Transformative Projects?”

3. Eun-shil Kim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Doing Transnational Feminist Research on/in Korea and 

ASEAN”

Research Team 

Presentation 

Aurora Javate de Dios 

(Professor, Miriam College)

4. Odine de Guzman 

(Professor, University of Philippines)

“Violence Against Women”

5. Mia Siscawati 

(Professor, Universitas Indonesia)

“Peace, Environment & Security”

6. Noraida Endut 

(Professor, University Sains Malaysia)

“Ethnicity, Religion & Sexuality”

7. Julia Jiwon Shin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ender, Migration & Culture”

8. Chalidaporn Songsamphan 

(Professor, Thammasat University)

“Femininity, Pop-Culture, & the Beauty Industry”

9. Aileen C. Park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Gender, Sex/Sexuality & Culture”

○ 연구팀별 코디네이터 및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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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Themes
Research Coordinator

Research Collaborators, 

Consultant, Joint Researcher & Resource Persons

Indonesia)

(Professor, Myanmar Institute of Theology, Myanmar)

Phan Phuong Hao 

(Researcher, 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Vietnam)

Eka Srimulyani 

(Professor, International Centre for Aceh and Indian Ocean 

Studies, Indonesia)

2. Joint Researcher

Aurora De Dios 

(Professor, Miriam College, Philippines)

3. Resource Person

Hyun Uk Le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Ethnicity, Religion, 

& Sexuality

Noraida Endut 

(Professor, University Sains 

Malaysia)

1. Collaborators

Kurniawati Hastuti Dewi 

(Professor, The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Indonesia)

Preeya Keawpimon 

(Professor,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Thailand)

Premalatha Karupiah 

(Professor,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2. Joint Researcher

Rashidah Shuib 

(Professor Dato'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3. Resource Person

Yeonbo Jeong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Korea)

Gender, Migration, 

& Culture

Julia Jiwon Shin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 Collaborators

Elisabeth Dewi 

(Professor, Parahyangan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Indonesia)

Melanie M. Reyes

(Lecturer, Miriam College, Philippines)

Davy Top 

(Researcher, Parliamentary Institute of Cambodia, Cambodia)

2. Research Consultant

Kristi Poerwandari 

(Professor, Universitas Indonesia, Indonesia)

Femininity, 

Pop-Culture, & the 

Beauty Industry

Chalidaporn Songsamphan 

(Professor, Thammasat 

University)

1. Collaborators 

Aquarini Priyatna 

(Lecturer, Universitas Padjadjaran, Indonesia)

Norainie Ahmad 

(Lecturer,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Brunei)

Hyun-Gyung Kim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2. Research Consultant

Suwanna Satha-Anand 

(Professor,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3. Resource Person

Kyong-Mi Danyel Kwon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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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Themes
Research Coordinator

Research Collaborators, 

Consultant, Joint Researcher & Resource Persons

Gender, 

Sex/Sexuality 

& Culture

Aileen C. Park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1. Collaborators

Desintha Dwi Asriani 

(Lecturer, Gadjah mada University, Indonesia) 

Mercy Karuniah Jesuvadian 

(Lecturer,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Joohee Kim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2. Research Consultant

Eun-Shil Kim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3. Resource Person

Nayoun K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3)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6. 6. 6. 월요일 8:00 ~ 13:00

- 만다린 (Mandarin) 호텔 

○ 공동연구개발 결과 발표 (코디네이터 6인)

- 여성에 대한 폭력 

- 평화, 환경,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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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종교, 섹슈얼리티

- 젠더, 이주, 문화

- 여성성, 대중문화, 미용산업

- 젠더/성교육, 문화 

○ 더 나은 공동연구결과를 위한 연구개발 가이드 및 타임라인

- 참가자 질의 응답 및 토론

○ 세션 주제, 좌장/토론자, 발표자 

Themes Moderators Presenters

Research Team Presentation 

& Plenary Discussion

Suwanna Satha-Anand 

(Chulalongkorn 

University)

1. Odine de Guzman 

(Professor, University of Philippines)

“Violence Against Women”

2. Mia Siscawati 

(Professor, Universitas Indonesia)

“Peace, Environment & Security”

3. Noraida Endut 

(Professor, University Sains Malaysia)

“Ethnicity, Religion & Sexuality”

4. Julia Jiwon Shin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ender, Migration & Culture”

5. Chalidaporn Songsamphan 

(Professor, Thammasat University)

“Femininity, Pop-Culture, & the Beauty Industry”

6. Aileen C. Park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Gender, Sex/Sexuality & Culture”

'Moving Forward' for Better 

Collaborative Research 

Outcomes

Aileen C. Park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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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수료식 및 연구지원비 전달

○ 일시 및 장소 

- 2016. 6. 6. 월요일 13:00 

- 만다린 (Mandarin) 호텔 

○ 연구 코디네이터 및 공동연구자 수료증 및 연구지원비 전달

5) 스터디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6. 6. 6. 월요일 14:00-17:00

- 장소: 팟퐁 SWING (Service Workers in Group Foundation) 재단 방문

○ SWING 재단의 주요 활동 발표 및 토론 

-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 설립

- 재단의 방콕 지부는 트랜스젠더 및 남성 서비스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파타야 지부

는 여성 서비스 노동자들 지원.

- SWING의 주요 목표는 인종, 젠더, 종교에 관계없이 서비스 노동자들의 삶의 안녕을 향상

시키고 건강, 교육, 경력, 법률 지원에서 개인적 문제들까지 망라한 기초적 지원을 제공.

- 재단은 모든 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콘돔 배포 및 사용 교육, 신속한 

HIV 진단 및 치료 제공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시행.

- 비공식 교육, 언어 학습 프로그램, 상담, 나아가 직업학교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사

람들을 위한 입학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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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Arrival, Check-in, Orientation, and Pre-Workshop Meeting

 MC Janewit Chueasawatee (Thammasat University)

16:00∼17:00 Orientation Program
 Introduction of Organizers 

Prof. Dr. Chalidaporn Songsamphan (Thammasat University)
 AAWS-KACP Introduction 

Prof. Dr. Aileen C. Park (Ewha Womans University)
 Orientation and Program Introduction 

Ms. Hyojeo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17:00∼18:00 Collaborative Research Teams Meeting
18:00∼20:00 Welcoming Dinner

Day 2

Korea-ASEAN Collaborative Research Development Workshop Ⅰ 

MC Kanchakan Phanturak (Thammasat University)

08:30∼09:00 Registration
09:00∼09:20 Opening Program 

 Opening Address 
Prof. Dr. Eun-Shil Kim (Director,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Welcoming Remarks
Prof. Dr. Chaiwat Satha-Anand (Director, Peace Information Center, Thammasat University)

 Congratulatory Remarks 
Prof. Dr. Grace Javier Alfonso (President,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Prof. Dr. Nantana Gajaseni (Executive Director, ASEAN University Network)
Ms. Abigail Lanceta (Assistant Director & Head of Education, Youth & Sports Division, ASEAN Secretariat) 
on behalf of Ms. Rodora T. Babaran (Director,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EAN Secretariat)

09:20∼10:20 Roundtable Presentation and Plenary Discussion
Moderator : Prof. Dr. Carolyn Sobritchea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Roundtable Presentation: “Doing Transnational Feminist Research in/on Korea & ASEAN”
Presenters : Prof. Dr. Kristi Poerwandari (Universitas Indonesia)
Prof. Dato' Dr. Rashidah Shuib (Universiti Sains Malaysia) 
Prof. Dr. Eun-Shil Kim (Ewha Womans University)

 Plenary Discussion
10:20∼10:40 Tea Break
10:40∼13:00 Research Coordinator’s Presentation and Plenary Discussion

Moderator : Prof. Dr. Aurora Javate de Dios (Miriam College)
 Research Framework Presentation by Research Coordinators

Violence Against Women : Prof. Dr. Odine de Guzman (University of Philippines)
Peace, Environment, & Security : Prof. Dr. Mia Siscawati (Universitas Indonesia)
Ethnicity, Religion, & Sexuality : Prof. Dr. Noraida Endut (Universiti Sains Malaysia)
Gender, Migration, & Culture : Prof. Dr. Julia Jiwon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emininity, Pop-Culture, & the Beauty Industry: Prof. Dr. Chalidaporn Songsamphan (Thammasat University)
Gender, Sex/Sexuality & Culture : Prof. Dr. Aileen C. Park (Ewha Womans University)

 Plenary Discussion 
13:00∼14:30 Lunch 
14:30∼18:00 Research Development Workshop: Group Discussion by Research Team

 Violence Against Women 
Coordinator: Prof. Dr. Odine de Guzman (University of Philippines, Philippines)
Collaborator: Ms. Viengdavong Luangsithideth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Laos)

<일정별 전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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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Dr. Su Yin Htun (Mandalay University, Myanmar)
Prof. Dr. Minsook Heo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Research Consultant: Prof. Dr. Carolyn Sobritchea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Peace, Environment, & Security 
Coordinator: Prof. Dr. Mia Siscawati (Universitas Indonesia, Indonesia)
Collaborator: Ms. Mai Aye Aye Aung (Myanmar Institute of Theology, Myanmar)

Ms. Phan Phuong Hao (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Vietnam)
Dr. Eka Srimulyani (International Centre for Aceh and Indian Ocean Studies, Indonesia)

Joint Researcher: Prof. Dr. Aurora De Dios (Miriam College, Philippines) 
Resource Person: Prof. Dr. Hyun Uk Lee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Ethnicity, Religion, & Sexuality 
Coordinator: Prof. Dr. Noraida Endut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Collaborator: Dr. Kurniawati Hastuti Dewi (The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Indonesia)

Prof. Dr. Preeya Keawpimon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Thailand)
Prof. Dr. Premalatha Karupiah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Joint Researcher: Prof. Dato' Dr. Rashidah Shuib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Resource Person: Prof. Dr. Yeonbo Jeong (SungKongHoe University, Korea)

 Gender, Migration, & Culture 
Coordinator: Prof. Dr. Julia Jiwon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Collaborator: Dr. Elisabeth Dewi (Parahyangan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Indonesia) 

Ms. Melanie M. Reyes (Miriam College, Philippines)
Ms. Davy Top (Parliamentary Institute of Cambodia, Cambodia)

Research Consultant: Prof. Dr. Kristi Poerwandari (Universitas Indonesia, Indonesia)
 Femininity, Pop-Culture, & the Beauty Industry

Coordinator: Prof. Dr. Chalidaporn Songsamphan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Collaborator: Dr. Aquarini Priyatna (Universitas Padjadjaran, Indonesia) 

Dr. Norainie Ahmad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Brunei)
Dr. Hyun-Gyu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Research Consultant: Prof. Dr. Suwanna Satha-Anand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Resource Person: Prof. Dr. Kyong-Mi Danyel Kw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Gender, Sex/Sexuality & Culture 
Coordinator: Prof. Dr. Aileen C. Park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Collaborator: Ms. Desintha Dewi Asriani (Gadjah mada University, Indonesia)

Dr. Mercy Karuniah Jesuvadia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Dr. Joohee K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Research Consultant: Prof. Dr. Eun-Shil K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Resource Person: Ms. Nayoun K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18:00∼21:00 AAWS Council Meeting
Presiding: Prof. Dr. Grace Javier Alfonso (President,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Recording: Prof. Finaflor Taylan (Secretary General,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Presenting: Prof. Dr. Le Thi Quy (Thang Long University, Vietnam)

 Dr. Bu Thi Kim (The Center for Promoting Development for Women and Children, Vietnam)

Day 3

Korea-ASEAN Collaborative Research Development WorkshopⅡ

MC  Janewit Chueasawatee (Thammasat University)

8:00∼09:00 Research Team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Preparation
09:00∼11:00 Research Team Presentation & Plenary Discussion

Moderator : Prof. Dr. Suwanna Satha-Anand (Chulalongkorn University)



    40   한-ASEAN 협력사업 결과보고서

 6 Research Team Presentation 
Presenters : Prof. Dr. Odine de Guzman (University of Philippines) or Team Representative

Prof. Dr. Mia Siscawati (Universitas Indonesia) or Team Representative
Prof. Dr. Noraida Endut (Universiti Sains Malaysia) or Team Representative
Prof. Dr. Julia Jiwon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r Team Representative
Prof. Dr. Chalidaporn Songsamphan (Thammasat University) or Team Representative
Prof. Dr. Aileen C. Park (Ewha Womans University) or Team Representative

 Plenary Discussion 
11:00∼12:00 ‘Moving Forward’ for Better Collaborative Research Outcomes 

Moderator : Prof. Dr. Aileen C. Park (Ewha Womans University)
12:00∼14:00 Farewell Lunch & Closing Ceremony
14:00∼17:00 Study Tour

 Service Workers in Group (SWING) Foundation
17:00∼18:00 Farewell Dinner

 Laem Charoen Seafood at Centr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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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 2. 평화, 환경, 안보

: 다층  권력 계들내부의 젠더화된 역학 

평화, 환경, 안보 연구 의 코디네이터인 인도네시아 학교 Mia Siscawati 교수는 많은 경우 평화 구축 

과정에서 페미니즘 리더십이 간과되는 을 지 하 다. 평화 구축 기간 동안 젠더 평등의 이슈는 분쟁

을 끝내는 것보다 덜 요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생략 되어 왔다. 이 연구 분과의 두 연구는 평화 구축 

과정에서 페미니즘 리더십과 권력 배분, 그리고 다양한 층 에서 그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베트남의 

연구는 산림 용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Reduction of Emission from Deforestation 

4 주요 발표 및 토론 

1) KACP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6개 연구팀의 <연구주제> 발표

○ Theme 1. 여성에 한 폭력

: 한-아세안의 교차 비교  젠더폭력연구 개념화를 한 제안 

여성에 한 폭력 연구  코디네이터인 필리핀 학교 Odine de Guzman 교수는 19세기 후반 가정폭력

이 깊이 뿌리 내린 가부장제 사회를 묘사하기 해 쓰인 Jose Rizal의 작품에 해 이야기 하면서 발표

를 시작한다. 이 작품은 육체  폭력 형태의 학 뿐 아니라 언어 , 경제 , 나아가 심리  학 에 직면

한 주인공 “Sisa”를 그린다. 발표자는 “교차성”의 사용을 통해서 일반 으로 서구의 념이나 사 인 문

제로서 가정폭력의 문제라 여겨진 여성의 권리라는 주제를 새로운 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제안한

다. 교차성은 문맥, 국가, 통  문화를 월하고 젠더 평등의 옹호에 기여할 공유된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첩 인 개념이다.

<연구의 틀>

한국과 아세안 지역에서 젠더 폭력에 한 연구와 활동을 하는 것에 련하여 이론 이고 실천 인 일

부 심사를 다루는데 있어, 일반  인권 틀에 근거를 둔 교차성 개념과 페미니즘 비교 연구 방법의 

사용을 제안한다. 미얀마와 라오스에서의 연구는 각 공동체의 번 을 한다는 이유로 여 히 조혼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들에 한 폭력을 용인하는 지역 문화의 문제와 이 지역들에서 의식화 사업  

폭력 종식을 한 활동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을 검토한다. 여러 민족 

집단들 사이의 문화  차이와 이 집단들 내부에 여 히 뿌리 깊은 가부장  실천들에서 생겨나는 문제

들이 일상  경제 상황  더 큰 사회정치  환경의 향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상황은 폭력과 차별

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주된 과제이다. 그러나 여성 인권의 실행은 서류상으로만 존속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요한 과제는 권리가 실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 분

과는 주어진 성역활  젠더  가정들, 민족  특수성, 경제  실재  과제, 각 국의 법과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첩 이고 교차 인 문제들을 다루고 이해하기 해서 교차성이라는 페미니즘 개념의 채택을 

제안한다. 이 공동체들이 처한 여성에 한 폭력의 상황에 한 더욱 섬세한 설명에서 출발하여, 복합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종국에는 폭력을 다룰 더 실질 인 행동 략을 산출할 수 있기를 바란

다. 한편 한국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교차성의 즈 역시도 지역 문화, 국가, 국제 정치학의 특수성에 

의한 역학과의 련 속에서 문제를 분석하기 해 통상 서구 념의 일종으로 이해되어온 인권 개념에

서 을 빌려 올 수 있다. 종합하면, 이 연구 분과에서는 한-아세안 지역에서 여성에 한 폭력의 문

제를 다루는 데 있어 페미니즘 비교 연구의 유용성을 검하면서 교차성 근이라는 즈의 잠재성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42   한-ASEAN 협력사업 결과보고서

and Forest Degradation, REDD+) 시범사업의 상지가 되기 해 비 인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경험

에 한 사례를 살펴본다. 연구자는 페미니즘 정치생태학의 즈를 통하여 산림에 한 근권을 결정

하는데 있어 작용하는 다양한 젠더 요소의 역할을 탐구할 것이다. 3인의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주제는 

리더십과 의사결정과정의 젠더 역학이다. 한 페미니즘 리더십 역량강화 략  여성 행 성에 한 

연구들이기도 하다. 이 연구들은 여성의 서사 혹은 “여성의 역사들(herstories)”을 탐구할 것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목소리를 포 하기 해 노력하면서 연구기획의 일부로서 교차성 뿐만 아니라 

성찰성 역시 요 요소로 채택할 것이다.

<연구의 틀>

내 과 평화 구축 과정에는 젠더화 된 역학이 있다. 본 연구는 하 -주체의 서사들을 기록함으로써, 무

장 분쟁과 평화 구축 과정의 문맥에서 여성과 평화 구축을 검토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실재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이는 언제나 남성의 에서 분석되는 쟁에 한 과, 쟁은 언제나 갈등하는

[무장한] 집단 사이의 문제라 보아 여성과 같은 공동체의 다른 민간인들을 간과하는 을 해체시킬 

것이다.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논의함에 있어, 젠더 평등의 정신을 지니고 평화 구축 과정에

서 권력 분담, 권한, 의사결정과정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페미니즘 리더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요하다. 한편 환경 련 정책과 로그램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환경 갈등들 한 젠더 역학

을 지니다. 환경 갈등은 다양한 사회 집단의 여성과 소녀들을 문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산림 용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과 같은 국제 기재를 포함한 환경 문제를 다루기 한 노력들은 

다양한 사회  집단의 여성  소녀들의 문제와 요구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안보는 복잡하게 

젠더화된 권력 계와 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주의 정치 생태학의 연구 틀을 채택하여, 산

림과 산림지에 한 지역의 근권을 결정하는 젠더화된 요인들의 역할과 이 요인들이 젠더화 되는 방

식에 해 연구할 것이다.

Theme 3. 민족성, 종교, 섹슈얼리티 

민족성, 종교, 섹슈얼리티 연구 의 코디네이터인 세인스 말 이시아 학교 Noraida Endut 교수는 본 

연구에서 가부장  사회 내부에서 공간을 창출하기 하여 공식 이고 비공식 인 역에서 여성들이 

행하는 사회문화  규범과의 타   상에 주목한다. 연구자들 사이의 공통의 연구 문제는 아세안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규범들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이 규범들과 어떻게 상

해야 하는지, 한 이 상의 결과는 무엇이며 이 상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이 여성들은 그들을 구속하는 이 구조에 항하는 신 타 과 상을 택하는가 

역시 공통  질문이다.

<연구의 틀>

본 연구 의 연구 내용은 첫 번째 공  역  의사결정과정의 치들과 사  삶의 역,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공간들과 같은 삶의 역들의 스펙트럼 속 상 공간들에서, 여성들이 살아가는 실에 한 

연구라는 이다.  다른 요소는 그 공간들을 요구하는 결과로 발생하는 상황에 한 것으로, 이런 공

간에 한 필요를 달성하기 해서 어떤 규범  표 ( 부분 가부장제)과 ‘ 상하기(bargaining)’에 한 

것이다. 종교 , 문화  계율에 의해 구축되어 매우 가부장 인 공동체의 권 자들에 의해 선제 으로 

기술된 특정 규범들에 하여, 많은 경우 여성들은 순응하기로 결정하고, 차 그들이 어떤 열망을 성취

하면서도 사회  비난이나 배척에 직면하지 않기 해서 용인 가능한 새로운 규범을 상한다. 여성들

은 많은 경우, 과도하게 항을 표 하거나 종교 , 문화  규범들이 가하는 제한들을 드러내어 사회에

서 남성보다 더 많은 불이익이 당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안녕을 높이기 해 특히, 다양한 가부장  

규범들에 겉보기로 순응하는 미묘한 방식을 사용한다. 민족과 종교는 여성들이 일상에서 순응해야만 

하는 규범들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세 연구들은 어떻게 여성들의 종교 , 인종 인 문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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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의 그들의 치를 상하는 능력과 상호작용하는지에 한 조사를 포함한다. 통상 섹슈얼리티를 

통해 여성들의 삶이 사회에 의해 면 하게 조사되고 규제되기 때문에 섹슈얼리티는 단히 요한 문

제이다. 

다음은 주요 연구 질문이다. 

1. 아세안의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여성들의 삶에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 종교  규범들에는 무엇

이 있는가?

2. 여성들은 그들의 삶의 안녕과 련해 바라는 결과를 얻기 해서 존하는 공식 , 비공식  구조들

과 어떻게 상해왔는가?

3. 이 상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들은 성공 이었는가? 그리고 그 상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거나 악화시켰는가? 

4. 상이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Theme 4. 젠더, 이주, 문화

: 아시아의 젠더화된 이주 체제 

젠더, 이주, 문화 연구 의 코디네이터인 남 학교 신지원 교수는 “아시아의 젠더 이주 체제”에 한 

연구틀을 제안했다. 젠더 이주 체제는 이주 노동력은 훨씬 더 젠더/성  노동력이라는 을 주장한다. 

가부장제 체제는 한 아시아의 이주 체계를 만든다. 이는 본국과 이주국 양쪽에서 일자리를 특성화한

다. 이주 문제에 련된 복수 인 행 자들이 있다. 젠더화된 에서 이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가 분석의 복수  층 들 사이를 움직이며 구조와 행 성에 한 한층 더 상호작용 인 설명을 제공하

도록 한다.

<연구의 틀>

젠더와 이주에 한 선행 연구들은 남성 이주와 여성 이주에 근본 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Lim, 1995; 

Simon and Brettell, 1986; Tienda and Booth, 1992)과 이주 과정이 젠더화되고 성 선택 (Morokvasic, 

1983; Pedraza, 1991)이라는 을 보여 다. 젠더 차이는 송출국과 수용국 모두의 가족, 사회, 문화 구조

들에서 여성의 종속  지 로 인해 발생한다. Grieco와 Boyd가 주장하듯이 '여성들'의 지 는 구조  

효력을 젠더화하고, 이주와 정착 경험에 향력을 미치면서 “필터”로서 작동한다. 이주의 과정은 명백히 

본국과 이주국 모두에서 사회  구조들에 의해 제한된다. 젠더, 민족, 국 , 계 뿐만 아니라 젠더 역시 

이주하고자 할 때의 그 능력과 결정에 큰 향을 미친다. 특히 국가는 이민  이주와 련한 정책들을 

통해 국제 이주 과정에서 주된 행 자가 된다. 비록 이민법과 련 규정들이 표면 으로는 젠더 립

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남성과 여성의 젠더 형 이미지에 기 한 가치 단과 통 인 성 역할이 이주 

흐름에 한 통제와 련련한 행정 실천들에 배태되어있다. 젠더화된 에서 이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복수  분석 층 들 사이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국제 이주 체계에서 구조와 행 자, 공

인 것과 사 인 것, 지역 인 것과 지구 인 것에 한 한층 더 상호  설명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요한 주제인 '젠더화된 이민 체계'는 제출된 다섯 연구 제안서 모두를 포 한다. 다섯 

연구는 실행 가능한 동 연구를 진하기 해 두 가지 하  주제들로 나  수 있다. 첫째는 '규제  

통치, 경계  법성(Liminal Legality)과 시민권', 둘째로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 교차성, 구조  취약성과 

역량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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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 6. 젠더, 성교육, 문화

젠더/성교육과 문화 연구 의 코디네이터 이화여자 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Aileen C. Park 교수는 본 

연구가 세 개의 연구를 아우르는데 첫 번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십  임신에 한 연구이고, 

두 번째 연구는 싱가포르에서 미취학기부터 여성성을 구성하는 소녀들에 한 것이다. 세 번째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교 성교육에 한 것이다. 이 세 연구 주제는 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에 을 맞춘다. 

왜냐하면 사회화의 역으로서 학교는 젠더/성 문제들에 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이기 때문

이다. 문제  성교육 표 을 가진 학교들은 문제 인 사회  쟁 들을 만들 수 있다. 연구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사례들에서 출발하여 비교 근법에 기 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연구의 틀>

본 연구 의 동 연구자들은 교육과 문화를 십  임신(인도네시아), 젠더 정체성/여성성 구성(싱가포

르), 그리고 성교육(한국)에 해당하는 내인  요소로서 제기한다. 첫 번째 동연구자는 고등학교에서 

십  여성들이 데이트에서 시작하여 (원치 않는) 임신 이후 사회, 학교, 국가에 의해 유도되면서 반복되

는 폭력의 순환을 주장한다. 두 번째 공동연구자는 어떻게 여성성이 한 교실의 유치원생들에 의해 함께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신념, 태도, 행 에 향 미치는지 조사하는 

○ Theme 5. 여성성, 문화, 미용 산업

: 순응, 항, 그리고 상품화

여성성, 문화, 미용산업 연구 의 코디네이터인 타마삿 학교 Chalidaporn Songsamphan 교수는 여

성성과 신체  표 (bodily display)의 개념에 해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여성성은 여성의 신체를 통해 

규제된다. 오늘날 우리는 여성성의 수동  피해자로 여성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모든 여성

들은 여성성과 상한다. 이 연구는 여성성의 념에 한 성찰을 살펴볼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여성성에 

한 여성들의 상과 항 과정 역시 검토한다. '미(beauty)' 개념은 여 히 논쟁 이지만, 문화는 

미를 반 하고/정의하고/재정의 한다. 미의 수용과정이 존재하며, 사람들은 그들의 미를 자원이나 자산

으로 투자하고 이용한다.

<연구의 틀>

미/이상  신체는 페미니즘에서 가장 논쟁 인 쟁   하나 다. 여성들은 신체를 통해 가부장  통제

와 억압을 경험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미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지각하고 우하는 방식을 형성한

다. 여성성, 문화, 미용 산업에 한 연구는 사람들이 지구화 시 에 다양한 특정 문맥 내에서 문화

 매개와 경험을 통해 그들의 신체를 상하고, 순응/ 항하고, 상품화하는 방식을 반 한다. 다음 여

러 지 들은 연구 작업을 틀 잡기 한 시작 으로서 유용할 것이다. 여성성을 상하기란 신체와 신체

 표 을 통해 많은 여성들은 각자의 특수한 문맥에서 여성성인 바에 한 정의와 규제를 상한다. 

신체  표 은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투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견지에서 타인에 의해 분류되고 평가될 것인지를 반 한다. 한편 경합 인 념/표 /개

념으로서 미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다양한 집단들은 정치  공동체와 사회  삶에서 미와 미의 

한 치에 한 정의와 표 에 해 논쟁해왔다. 그러한 미에 한 분투는 동등하지 않은 권력 구조를 

반 하며 이를 둘러싼 갈등들은 계 , 인종, 문화, 젠더에 기 한다. 미는 국가와 자본주의 경제가 지지

해온 지역 이고 지구 인 차원들에서 문화경제  향력을 한 '소 트 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지구화, 그리고 상품화된 의료 과학은 한 사람들에게 성형 수술을 통하여 '자신'을 해 사회경제  

가치를 더욱 부가할 수 있도록 외모를 변화/개선할 안  공간과 가능성을 제공했다. 지구화시 에 이

분법  젠더 체계 내에서 미와 여성성이 어떻게 형성하고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여성

 미의 다양한 측면들과 상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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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헌신한다. 다른 한편, 세 번째 공동연구자는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교육부가 지시한 소

 “학교 성교육 표 안(SSES)”에 한 비  내용/텍스트 분석을 수행하는데 을 맞춘다. 이 연구

들은 단지 세부 으로 여성들의 일상 인 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삶과 우리가 학교에서 

진시켜야하는 의제에 심 인 것들이기 때문에 동 연구에서 이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흥미로웠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구별되는 세 국가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한 나라 상황을 다른 나라 상황에 

연결할 인식론  연 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세워야 하는가? 이 연구들이 하나의 국가  동 연구 

사업으로서 의미를 획득하기 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주제들을 타당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후자에 

답하기 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틀은 “헤게모니  실천들에 개입하고 안들을 제공하면서 주

변화된 치들의 실질  효과들을 드러내면서 지지활동으로서 쓰여지도록 (Fine as cited in Madison, 

2005, p. 6)”, “활동가-페미니스트” 치를 채택할 것이다. 비  질  연구로 우리는 “헤게모니  조건

들을 구조화하는…사회  체계와 불평등의 복합체들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 

2) KACP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토론 주요 요약 

○ Theme 1. 여성에 한 폭력 

가. 연구의 공통 맥락

공동연구를 한 세 가지 연구제안의 공통된 주제로 가정 폭력이 제시되었다. 토론 결과 '폭력'과 더불

어 '차별'을 포함하는 각 연구 사례들의 유사성과 차이를 조사하기 해 각 연구자들의 국가에서 여성의 

권한 박탈 수 을 공유하 다. 특히 용어와 련하여 무엇이 '가정폭력'인지에 한 공통의 정의가 있어

야하는데 본 연구는 ASEAN 선언을 기반으로 가정폭력을 정의 내린다. 

나. 개념  틀

- 비교 연구: 세 연구자들은 무엇이 여성에 한 폭력을 구조화하는지에 을 두고 각국에 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 법  틀: Su Yin Htun 교수는 미얀마에서 여성 보호법의 필요성에 을 맞춘 반면 Minsook Heo 

교수는 여성폭력방지법이 한국에서 그 게 성공 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Viengdavong 

Luangsithideth는 ' 통법'이 라오스 공동체에서 국가법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언 했다. 

- 사회화와 교육: 모두가 국가 성문법이 실제 여성에 한 폭력을 구조화하는 토 에 용되지 않는

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신 화제는 사회화와 교육의 역할로 옮겨갔다. 여성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수용될 수 있게 하는 규범  가치들은 사회 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 교차성: 본 연구는 사람들의 정신과 사고방식에 향을 미치는 문화  변화와 경제  역량강화를 

고찰할 것이다. 이에 더해, 법을 정치  발 과 민주주의의 념에 한 성찰로서 인식할 것이다.

다. 연구 질문과 방법론

국가별 사례연구에 가장 한 다양한 질  연구를 수행하며 '법과 사회화/교육'을 통해 각 연구를 연

결시키기로 했다. 종합 인 주제는 국가법과 통법 사이의 상에 놓일 것이다. 한편 윤리  연구 방법

의 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연구자들이 각 지역 문맥에 고유한 자료들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

는 네트워킹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며 가장 요한 것은 각 지역에서 실제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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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3. 민족성, 종교, 섹슈얼리티 

가. 연구의 공통 맥락

Kurniawati Hasturi Dewi의 '도덕  자본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치로 가는 길', Preeya 

Kaewpimon의 '낭만  계 합법화를 한 태국 타니 지역 이슬람 여학생들의 결혼 경험', Premalatha 

Karupiah의 '말 이시아 무슬림의 일상에서 여성성 상하기'. 세 연구는 1) 상 공간들에서의 경험  

실재, 2) 상하기의 개념(가부장  틀과 구조)와 여성들의 새로운 규   항의 형성, 3) 규범과 가치

에 향을 미치는 민족성과 종교에 한 인식, 4)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나. 개념  틀

- 교차성: 무슬림 연구이지만 지역별로 공통성과 차이가 있다. 섹슈얼리티 문맥에서 결혼, 계층, 가

족 배경, 교육 등 사회의 특정 가치를 형성하는 가능한 원인, 양식, 요인을 짚어내기 해 교차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연구 분석에 연결시킬 것 이다.

- 역사  맥락: 말 이시아의 이슬람화 물결과 70년   80년  후의 그 향을 재검토하면, 섹슈

얼리티 문맥에서 재의 인식과 실천에 한 조명이 필요하다. 

- 공 인 것과 사 인 것: 공/사는 상황 속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여성성에 한 정의 한 지속 으

로 변화하는 개념에 한 조작  정의가 필요하다.

○ Theme 2. 평화, 환경, 안보

가. 연구의 공통 맥락

여성주의 정치생태학의 틀을 통해 세 연구의 공동연구 개발을 진행한다. 세 연구는 다음과 같다. Mai Aye 

Aye Aung의 미얀마에서 효과 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과정을 한 페미니즘 리더십 강화. Eka Srimulyani

의 하 -주체성(sub-aternity): 여성의 , 서사, 행 성에서의 평화 상 과정. Phan Phuang Hao의 산림 용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 시범 사업 상지의 산림 근권 측면에서 본 젠더 계.

나. 개념  틀

- 근권: 근권이라는 측면에서 토지 사용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젠더에 련한 발견이라는 이 

흥미롭다. 토지에 한 통제와 신체에 한 통제 사이에는 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사

회에서, 어머니는 남성에 하여 권력을 상하면서 토지의 통제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한 고려되

어야 할 은 공동체 내의 엘리트 여성이나 미망인 여성 사이에 근권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와 

같이 사회 집단 내의 분할이다.

- 시간성: 핵심사건을 정해서 아래에서 로, 그리고 에서 아래로 동시에 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의 경우 역사의 일부를 재 할 것이고, 정상 으로 여겨지는 것에 반하는 새로

운 이야기를 쓸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당 기간 동안의 존재한 새로운 세부  실재들을 밝힐 

것이다. 

- 젠더화된 정치: 여성 리더들이 직면한 어려움의 유형은 무엇인가? 여성 리더들은 “젠더화된 정치”

에 참여한다. 아웅 산 수치가 다른 여성 리더들과 경쟁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젠더화된

다. 평화 구축 과정을 여성들이 이끌기 해 여성들을 역량 강화하는 한 방법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한 우리는 각 질문에 맞는 방법론에 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 연구 질문과 방법론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쓸 시간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기 논문은 개별 으로 작업하고 하나의 응

집된 논문으로 만들기 해서는 다양한 연구자들 사이의 다양한 요소들을 엮어낼 더 많은 시간이 요구

된다. 이에 먼  개별 논문을 마무리한 후 공동 논문을 집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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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질문과 방법론

세 연구자는 심층면 ,  그룹 토론, 담론 분석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공통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아세안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삶에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 종교  규범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어떻게 여성들은 그들의 삶의 안녕과 련해 바라는 결과를 획득하기 해 공식 , 비공식  구조

와 상하는가? 왜 여성들은 그들을 제한하는 구조들에 항하기 보다는 상하는 것을 택하는가? 

- 낭만  계에 을 맞춘 섹슈얼리티에 한 질문들

여성주의 윤리에 기반하여 연구와 연구결과물이 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알리고 모

든 과정에서 보안이 지켜질 것임을 확인한다.

Theme 5. 여성성, 문화, 미용 산업

가. 연구의 공통 맥락

Aquarini Priyatna의 '인도네시아 노년 여성 유명인의 자 /자서  실천에서 여성성 묘사', Norainie 

Ahmad의 '얼마나 정숙한 것이 정숙한 패션인가?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독실한 세속주의 문맥 속 이슬람 

여성들의 정체성 연구', 김 경의 '이  앞: 한국 뷰티 산업의 아시아 횡단의 정치학'. 세 연구의 공통 

맥락은 사람들이 지구화 시 에 다양한 특정 문맥 내에서 문화  매개와 경험을 통해 그들의 신체를 

상하고 순응/ 항하고 상품화하는 방식을 반 하는 여성성, 문화, 미용 산업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Theme 4. 젠더, 이주, 문화

가. 연구의 공통 맥락

신지원의 '아시아의 젠더화된 이주 체제', Elisabeth Dewi의 '젠더 차이화의 양식과 인도네시아인 여성 

가사 노동자들의 송  사용: 역량강화, 기업가 정신, 빈곤 감소', Melanie M. Reyes의 '결혼 이주에서의 

규제  통치', 김 미의 '국제결혼 국  자녀의 애매한 소속', Davy Top의 '캄보디아의 여성 이주 문제'. 

5개의 연구 제안의 공통 맥락을 토 로 '여성 이민과 역량강화: 선정 국가들에 한 사례연구'를 제안한다. 

나. 개념  틀

국제 이주의 문제와 련하여 '사  가부장제에서 공  가부장제로'와 련한 Walby의 주장은 역사 인 

동시에 공간 인 요소들을 강조한다(Walby, 1990). 이는 정치, 사회, 문화  세력들의 향, 그리고 나아

가 지역  문맥과 지구  문맥에서 가부장제 구조들에 한 이해를 통합시킨다(Youngs, 2000). 가부장제 

체계는 아시아 지역에서 젠더화 된 노동 이주와 증가하는 국제 결혼을 통해 지구  차원으로 확 된다. 

그런데, 국제 이주의 과정을 통해 공 인 것과 사 인 것은 국가 경계를 가로지르며 작동하게 되고, 

통 으로 구조화된 사회  실천들을 제도화 하는 공사 역 이분법에서 일탈한다.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유  고용과 송 으로 본국과 이주국 모두의 공  역에서 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가사와 돌  

직종과 같은 그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노동자들의 다수는 많은 경우 '사 ' 역으로 한정되

고 범 하게 비가시화 된, 경제와 사회에서 숨겨진 노동력이 된다.

다. 연구 질문과 방법론

본 연구의 요한 주제인 '젠더화 된 이민 체계'는 제출된 다섯 연구 제안서 모두를 포 한다. 다섯 연구

는 더 실행 가능한 동 연구를 진하기 해 두 가지 하  주제들로 나  수 있다. 각 하  주제에서 

연구자들은 주제와 련된 연구 질문의 원칙들을 발 시킬 정이다. 각 연구의 공통 인 서술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서론 2. 연구배경/사례연구 3. 연구 결과: 각 연구자의 연구 질문에 한 답 4. 정책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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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념  틀

미/이상  신체는 페미니즘에서 가장 논쟁 인 쟁   하나 다. 여성들은 신체를 통해 가부장  통제

와 억압을 경험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미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지각하고 우하는 방식을 형성한

다. 경합 인 념/표 /개념으로서 미(Beauty)는 다양한 집단들의 정치  공동체와 사회  삶 속에서의 

미, 미의 한 치에 한 정의와 표 에 해 논쟁해왔다. 그러한 미에 한 분투는 동등하지 않은 

권력 구조를 반 하며 이를 둘러싼 갈등들은 계 , 인종, 문화, 젠더에 기 한다. 육체  표 은 사회  

가치와 젠더의 이분법  념들에 도 하고 문제화했던 장들  하나 다. 

다. 연구 질문과 방법론

한국의 미용 산업에 한 연구는 오 라인 공간에서 아시아를 횡단하는 산층 여성들의 교차성에 

한 것이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같은 아시아 여성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아

시아의 미는 젠더와 경제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한국의 미는 미를 여성화하는 남성 기획을 포함한다. 

따라서 여성성은 단지 여성들이 아니라 한 남성들에 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어떤 미의 이미지를 

객들이 원하는가. 이 연구는 장소, 여성성, 한국의 미라는 세 가지 핵심어가 있다. 한편 온라인 공간

에서 미를 분석하는 것은 이미지로 여성성을 정의하고 시하는지, 온라인의 캡션  댓 과 같은 내용 

분석에 을 맞출 수도 있다. 

Theme 6. 젠더, 성교육, 문화 

가. 연구의 공통 맥락

Desintha Dwi Asriani의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원치 않는 임신 상에서의 폭력의 순환' Mercy Karuniah 

Jesuvadian의 '여성성을 구성하는 소녀들: 미취학 아동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김주희의 '한국 고등학

교의 성교육'. 세 연구 주제는 사회화의 역으로서 , , 고등학교의 젠더/성 문제와 교육에 한 공통

성과 차이를 심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 

나. 개념  틀

- 십  임신: 우리는 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원치 않는(unwanted)”이라는 용어는 “계획되지 

않는(unplanned)”이라는 용어로 바 어야 한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이라는 용어는 소녀들이 동시

에 모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학교에 가는 것과 그 신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것 사이에 딜 마가 있다는 을 반 하기 때문이다. 

- 미취학 여아: 미취학 5-6세의 여아를 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있어 합리화가 필요하다. 미취학 연

령의 여아를 연구하는 것은 이들의 정신 과정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동들을 오인할 

험에 직면한다. 

- 여성성: 여성성은 지역 , 경제 , 민족 , 인종  치들 사이의 문맥화가 되어야 한다. 

- 성인지성: 성 인지  감수성은 많은 부분 계 에 기 한다. 성교육 수업 내용의 일부는 오직 특정 

경제 계 에만 용된다. 를 들어 성 인지가 선호하는 여성의 사생활보호는 산층만이 지불할 

수 있는 사치품이다. 공간과 건축 비용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하층 계 의 거주지는 모든 구성원

의 사생활을 보장할 각 방을 가지기 어렵다.

다. 연구 질문과 방법론

성인지  성교육에 해 말하기 에, “성교육” 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다면 성 인지라는 용어도 정의 될 수 없다. 연구자는 반구조화 면 과 참여 찰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연구는 아동들에게서 “구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어느 시기까지가 자료 수집과 해

석에 한가? 부모 동의와 여타 특정 방법론의 측면과 련한 연구 윤리가 아동을 연구하도록 설계되

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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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보 및 배포

1) 웹사이트 온라인 홍보 

○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Website: www.aaws07.org aaws07@gmail.com 

○ Peace Information Center, Thammasat University

Website: www.pbic.tu.ac.th/main/content/thai-studies-programUniversiti 

○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Website: http://acws.ewha.ac.kr 

○ 한-아세안 센터 

Website: www.aseankorea.org 

○ 필리핀 대학교

 Website: www.upd.edu.ph

○ 그 외 서강대, 태국 프린스 송크란 대학교 등 다수 

2) 이메일 홍보 및 문의 접수

○ KACP 3단계 사업 공식 메일 주소 : 2016kacp@gmail.com

○ 모집 공고 및 행사 안내 이메일 홍보 : 총 5회

○ 홍보 메일 대상 : 국내외 아시아여성학회 회원 및 연구기관, 학교, 학회 및 국제 

NGO, 대사관 포함 약 8,000개

3)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프로그램 자료집: 라운드테이블,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스터디 투어 

○ 기관 홍보 자료물 (시행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 

○ 기념품: 대회 기념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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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홍보 예시>

○ 베트남 호아센 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베트남 호치민 국제대학 홈페이지 게재 

○ 여성단체 ISIS International 페이스북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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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프린스송크란 대학 홈페이지 게재 사진

○ 서강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아시아여성학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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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자 평가

1) 참가자 평가설문지 조사

○ 설문 참여자 수 : 참가자 35명 

○ 질문 문항 : 프로그램(13항), 진행관리(7항), 숙박(4항), 행사장소(10항), 총평(6항) 

2) 주요 만족도 평가 결과 : 평균 4.28점 (5점 척도)

내용 항목 평균

로그램

○ 참가 목표 성취도 4.30

○ 로그램 주제와 내용 4.14

○ 라운드테이블 발표 4.20

○ 공동연구 참가자 기여도 4.28

○ 공동연구 코디네이터 발표 4.37

진행 리

○ 사회자  토론자 4.45

○ AAWS-KACP 4.25

○ 스터디 투어 3.68

○ 로그램 북  기자재 시설 4.40

○ 정보 제공 서비스 4.34

숙박  장소

○ 식음 4.40

○ 지 교통 3.80

○ 사무국  지 인력 4.51

○ 숙박 4.54

○ 행사 장소 4.57

3) 참가자 총평

“서로의 연구 주제들을 연결하고 나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세계 각지

에서 이루어지는 젠더 연구에 있어 가장 최근의 쟁 들을 배울 수 있었다.” (한국)

“ 동연구자들에게서 련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고 이 워크 에서 배운 

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

“정말 요한 논평들이었다. 그러나 연구 분과가 체 토론을 마무리 짓기 한 시간

이 필요했다.” (인도네시아)

“오리엔테이션 로그램은 유익했고 워크 에 해 필요한 사항이 잘 고지되었다.” 

(캄보디아)



Ⅱ. 한-아세안 여성학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1   53

“일정이 무 빠듯했다. 더 많은 토론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욱 생산 일 것 같다.” 

(필리핀)

“참가자들이 좀 더 안 작업을 해 와서 자신의 연구에 한 더욱 깊이 있는 토론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한국)

“모든 것이 좋았다.  다시 이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로그램에

서 젠더 평등에 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오스)

“한 연구를 다른 연구들과 연결하는 공동 주제들을 찾는데 유익한 토론이었다.” (인

도네시아)

“ 타스틱, 내내 정 이고 좋은 분 기 다.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다.” 

( 루나이)

“세 한 비, 신속한 응, 그리고 따스한 환 .” (베트남)

“ 체 으로 좋았다. 하지만 KACP-ASEAN 동연구와 각 역할들에 해 조  혼

란스러웠다.” (필리핀)

“하노이에서 열리는 KACP 회의가 기 된다.” (말 이시아)

“연구 과정을 지속할 수 있기 해 동연구자들은 하노이(PART 2 워크  발표)에 

참여해야만 한다!” (인도네시아)

“다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한국에서 주최해주세요. 2단계 KACP 회의보다 더 

체계 이고 진지했으며 더 많은 시니어 연구자들이 포함되었다.”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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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평가 설문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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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동연구 참가 선발자 리스트 및 프로필>

1. 브루나이 

이름 Norainie Ahmad 생년월일 1980.4.20

국적 Brunei Citizen 활동국가 Brunei

소속 Institute of Policy Studies,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Lecturer)

학력 DPhil(Writing still in progress) Department of Sociology, Oxford University

경력

- 2004-2006. Tutor, Dept. of Policy Studies, Faculty of Business, Economics and Policy Studies,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Negara Brunei Darussalam.

- 2006-2013, Lecturer, Dept. of Policy Studies, Faculty of Business, Economics and Policy Studies,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Negara Brunei Darussalam.

- 2014, Lecturer, Institute of Policy Studies,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Negara Brunei Darussalam.

연구분야 Family Policy, Fertility Transitions, Transition to Adulthood, Women and Work, Female Muslim Identity

연구주제
How modest is modest fashion? A study of Muslim women identities within the context of pious 

materialism in Southeast Asia and Korea.

2. 캄보디아

이름 Davy Top 생년월일 1984.2.10 

국적 Cambodia 활동국가 Cambodia

소속 Parliamentary Institute of Cambodia (PIC)

학력 Master Degree of Arts and Human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Jilin University

경력
- 2004-2008, Staff, The Senate of Cambodia 

- 2011-present, Researcher, Parliamentary Institute of Cambodia(PIC) 

연구분야 Gender, Migration, and Culture

연구주제 Women's migration issues in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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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네시아

이름 Elisabeth Dewi 생년월일 1973.11.17

국적 Indonesia 활동국가 Indonesia

소속 Parahyangan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학력 BA, Parahyangan Catholic University

경력

- 1.5 years, Head, Parahyangan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 3 years, Gender Specialist Consultant, Asian Development Bank,

- 5 years, Lecturer,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UNPAR

- 3.5 years, Editor, Journal Parahyangan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PACIS)

- 4 years, Coordinator, Jaringan Mitra Perempuan Bandung or Women’s Concern Network 

연구분야 Women migrant workers, motherhood, feminism, masculinity, gender

연구주제
Gender Differential Patterns and Use of Remittances among Indonesian Female Domestic Workers: 

Empowerment, Entrepreneurship and Poverty Reduction

4. 인도네시아

이름 Desintha Dwi Asriani 생년월일 85.12.17

국적 Indonesia 활동국가 Korea

소속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학력 PhD student,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경력

- 2012-present Lecturer, Department of Sociology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Gadjah 

Mada University Indonesia

- 2013-present Coordinator, Community Development ASEAN Study Centre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Gadjah Mada University Indonesia

- 2011-2014 Researcher, Youth Study Center Gadjah Mada University Indonesia

연구분야 Gender Studie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dentity

연구주제 The Cycle of Violence in the Phenomena of Unwanted Pregnancy among Adolescents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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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네시아

이름 Eka Srimulyani 생년월일 1977.2.19

국적 Indonesia 활동국가 Indonesia

소속
Faculty of Social and Governmental Sciences, State Islamic University of Ar-Raniry, and International 

Centre for Aceh and Indian Ocean Studies

학력 Ph.D, University of Tech. Sydney

경력

- 2014-2015, Executive Director, Forum Bangun Aceh

- 2013-present, (Senior)Researcher, International Centre for Aceh and Indian Ocean Studies

- 2000-present, Lecturer/professor/Researcher, State Islamic University of Ar-Raniry Banda Aceh

연구분야
Women and Education, Women and Islam, Women and Peace Issues, Women in Post-Disaster 

context

연구주제 Uncovering the sub-alternity: the peace process in women’s perspectives, narratives, and agencies

6. 인도네시아

이름 Aquarini Priyatna 생년월일 1968.6.1

국적 Indonesia 활동국가 Indonesia

소속 Departement of Literature and Cultural studies, Faculty of arts, Universitas Padjadjaran

학력 Ph.D, Gender studies, Center for Women’s Studies and Gender Research, Monash University

경력 1992 – Now, Lecturer, Faculty of Arts, Universitas Padjadjaran

연구분야
Women’s and gender studies, Popular culture; celebrity culture; autobiography; literature; body and 

sexuality

연구주제 Portraying Femininity in the Auto/Biographical Practices of Indonesian Ageing Female Celeb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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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도네시아

이름 Kurniawati Hastuti Dewi 생년월일 1978.3.15

국적 Indonesia 활동국가 Indonesia

소속 Research Center for Politics, The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LIPI)

학력 PhD, Area Studies, Graduate School of Asian and African Area Studies, Kyoto University, Kyoto

경력 2001-present (15years), Researcher, Research Center for Politics

연구분야
Gender and Politics in Indonesia and Southeast Asia, Women’s Leadership, Democratization, 

Decentralization, Socail Policy, Identity Formation

연구주제 Beyond ‘Moral Capital’: Competing Idea of Piety and Sexuality in Public Sphere

8. 라오스

이름 Viengdavong Luangsithideth 생년월일 1983.7.5

국적 Lao PDR 활동국가 Laos

소속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학력 Ph.D. State University Of Malang

경력

- Current, Assistants Institute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velopment (MOES)

- 2014-2015, Lectures, School Management University Kunjuruhan Malang 

- 2013-2014, Volunteer, Education development on Teaching-learning World vision in Papua

- 2009-2010, Staff Office, Department Summaries and Research in MOES

- 2007-2009, Cabinet office,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연구분야
Realizing equal access quality education, Challeges and issues docietal Societal change in Education 

development and Gender quality

연구주제 Reduc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on end child marriage in Lao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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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말레이시아

이름 Premalatha Karupiah 생년월일 1974.5.31

국적 Malaysia 활동국가 Malaysia

소속 School of Social Sciences, Universiti Sains Malaysia

학력 Ph.D. Sociology, Universiti Sains Malaysia

경력
- 2008-present, Senior Lecturer, School of Social Sciences, Universiti Sains Malaysia 

- 2006-2008, Lecturer, School of Social Sciences, Universiti Sains Malaysia

연구분야 Beauty culture and femininity in Asian society

연구주제 Negotiating Femininity in Everyday Life

10. 미얀마

이름 Mai Aye Aye Aung 생년월일 1984.7.8

국적 Myanmar 활동국가 Myanmar

소속 Myanmar Institute of Theology

학력 Diploma in Business Law, Yangon University

경력
Dean of Liberal Arts and Lecturer / Head of Department and Lecturer (8 years), Myanmar Institute 

of Theology

연구분야 Strengthen Feminist Leadership for Effective and Sustainable Peace Building Process in Myanmar

연구주제 Strengthening Feminist Leadership for Effective and Sustainable Peace Building Process i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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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얀마

이름 Su Yin Htun 생년월일 1979.5.8

국적 Myanmar 활동국가 Myanmar

소속 Department of Law, Mandalay University, Myanmar

학력 Ph.D. Mandalay University, Myanmar

경력

- 4 years, Tutor, Higher Education Department, Department of Law, Meikhtilar University

- 3 years, Tutor, Higher Education Department, Department of Law, Taunggyi University

- 3 years, Assistant Lecturer, Higher Education Department, Department of Law, Taunggyi University

연구분야 Violence against Women

연구주제 Legal Protection on Women in Myanmar against Domestic Violence

12. 필리핀

이름 Melani M. Reyes 생년월일 1976.2.19

국적 Philippines 활동국가 Philippines

소속 Miriam College- Women and Gender Institute

학력 Ph.D Student, Social Developmen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경력

- 2016, Lecture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Open University (UPOU)

- 2005-present, Program Coordinator on Young Women Leadership, Miriam College-Women and 

Gender Institute

- 2003-present, Part time faculty Miriam College-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연구분야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Young women leadership; Violence Against Women, Migration 

concerns including the social cost of migration to families/chidlren left behind

연구주제 Regulatory Governance in Marriage Migration: What Love Got To Do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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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싱가포르

이름 Mercy Karuniah Jesuvadian 생년월일 1974.7.6

국적 Singapore 활동국가 Singapore

소속
Early Childhood and Special Needs Academic Group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학력 PhD stud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경력

2009∼current, Lecturer,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TU, Singapore 

2005∼current, Associate Faculty (part-time) UniSim, Singapore

2001∼2004, Teacher, (Ministry of Education) Anglo-Chinese School (Independent)

1998∼2000, Teacher, Yishun Junior College

연구분야

- Family stud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single mother homes, 

- Impact of low–income on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s; empowering single mothers

- Teacher, parent and school engagment; education in diverse classrooms;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연구주제 Girls Constructing Femininity: What Preschoolers Think and Say

14. 태국

이름 Preeya Keawpimon 생년월일 1973.2.1

국적 Thailand 활동국가 Thailand

소속 Faculty of Nursing, Pattani cam pus,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학력 Ph.D. Nursing Philosophy,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Thailand

경력
- 1996, Nurse practitioner, Songklanagarind hospital

- 1997-present, lecturer,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연구분야 Spirituality, Buddhist philosophy, Healing, Obstetric-Gynecology and Midwifery, women empowering

연구주제
Life’s Experience of Female Muslim University Student Couple under the Muslim Law of Traditional 

Marriage in Pattani Province,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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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베트남

이름 Phan Phuong Hao 생년월일 1983.11.24

국적 Vietnam 활동국가 Vietnam

소속 Institute of Cultural Studies, 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학력 PhD student, Schoo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East Anglia

경력

- 2007 to present, Tenured researcher, Institute of Cultural Studies, 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Sep 2009 to Jan 2013, Research Executive, Archdiocesan for the Pastoral Care of Migrants and 

Itinerant People

- Aug 2009 to May 2010, Part-time Tutor, Department of Southeast Asian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연구분야 Gender relations, migration, resource use and management

연구주제 Engendering access to forest at REDD+ project pilot sites- A case study from Vietnam

16. 한국

이름 Hyun-Gyung Kim 생년월일 1975.6.25

국적 Korea 활동국가 Korea

소속 Korean Women’s Institute

학력 Ph.D.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경력

- 2003-2004, Project Manage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Youth Center HAJA

- 2004-2005, Staff and Organizer, Secretariat for Women’s Worlds 2005

- 2005-2007, Researcher, ACWS, Ewha Womans University

연구분야

- Gender and Sexuality; Cultural Studies; Cultural Sociology; Media and Cultural Industry; Intangible 

Labor; Governmentality and Media Labor Subjectivity; Gender History; Oral History; Comparative 

Approaches in Asian Contexts; Social Science Methodology

- Governmentality and Media Labor Subjectivity; Gender History; Oral History; Comparative Approaches 

in Asian Contexts; Social Science Methodology ; Asian Contexts; Social Science Methodology

연구주제 E-Dae Ap’ : The Trans-Asian Politics of K-Beauty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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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국

이름 Joohee Kim 생년월일 1980.1.1

국적 Korea 활동국가 Korea

소속 Korean Women’s Institute

학력 Ph.D.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경력

- 2015. 9. – present, Instructor, Ewha Womans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 2015. 8. – present,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 2010. 3. – 2013. 12. Instructor, University of Seoul

- 2006. 8. – 2009. 12. Activist, MagdalenaHouse (Anti-prostitution Organization)

연구분야 Feminist Studies, Political Economy of Sexuality, Sex Economies and Sex Work, Politics of Body

연구주제 Glob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18. 한국

이름 Min Sook Heo 생년월일 1974.2.5

국적 Korea 활동국가 Korea

소속 Korean Women’s Institute

학력 Ph.D. Women’s Studies, The Ohio State University, USA

경력

- Sep 2013 - present Research Professor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 July 2011 - Aug 2013 Research Fellow Women’s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r 2014  -Feb 2016 Lecturer Chung-Ang University

- Sep 2012 - present Lecturer Korea Advanced Institute Science and Technology

연구분야

Global Feminism, Transnational Feminist Coalition, Violence Against Women, Human Rights and Global 

Governance, Intimate Partner Violence, Coercive Control, Social Justice, Criminal Justice System, 

Social Movements and Struggles, Longitudinal Analyses of Social Change

연구주제
Reflecting the Past, Sharing the Present: East Asian Women’s Movement against Violence and 

Coalitio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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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개

Eun-Shil Kim

Eun Shil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and 

Director of Korean Women's Institute (KWI) at Ewha Womans University. She has 

written widely on women, body and modernity issues.

Grace Javier Alfonso

Grace Javier Alfonso is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Philippine Society for Distance 

Learning, the UP Open University Foundation Inc., and Chair of th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 Technical Panel for Transnational and Distance Education. 

She is often a member of the Adjudication Committees for the Asian Association of 

Open Universities (AAOU) Annual Conferences

Nantana Gajaseni
Nantana Gajaseni is now an executive director of ASEAN University Network. She also 

serves as an associate professor in faculty of Science, Chulalongkorn University.

Abigail Lanceta
Abigail Lanceta is an assistant director and Head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Division in ASEAN Secretariat.

Suwanna Satha-Anand

Suwanna Satha-Anand is currently a professor at Philosophy Department, Faculty of 

Arts,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and a council member of AAWS. Her teaching 

and research interests cover the fields of Buddhist and Chinese Philosophy, Philosophy 

of Women, Social Change and Religion.

Carolyn Sobritchea

Carolyn I. Sobritchea i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he is also a 

former Director of the UP Center for Women Studies, and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gender expert on the Philippines.

Kristi Poerwandari

Kristi Poerwandari is currently the Chair of the Gender Studies Graduate Programme 

and the Vice-Chair of the Interdisciplinary School at Universitas Indonesia. Her 

education background is psychology, women's studies and philosophy.

Rashidah Shuib

Rashidah Shuib is a professor at the Women's Development Research Centre (KANITA) 

and School of Medical Sciences, Universiti Sains Malaysia. Her area of specialisation 

includes Gender & Health, Women's Health,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Aurora Javate de Dios

Aurora Javate de Dios is currently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Women and Gender, 

Miriam College’s Advocacy Center for Women’s Right and Gender Equality. She is the 

Philippines Representative to the ASEAN 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s Rights. 

Hyun Uk Lee

Hyun-Uk Lee is a Research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South Korea. She received her M.A., and her Ph.D. from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She is currently working in the Ewha research group “Social 

Sciences Korea,” investigating immigrant trans-locality in South Korea.

Yeonbo Jeong

Yeonbo Jeong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Social Sciences Program at Sungkonghoe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focuses on gender, body, and biomedicine, 

women’s health, reproductive rights and transnational feminism.

Kyong-Mi Danyel Kwon

Kyong-Mi Danyel Kwon specialize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She is 

interested in cultural theories, gender and sexuality, and film studies. Since joining 

Korean Studies at Ewha in Spring 2012, Prof. Kwon has taught courses in cultural 

theories, Gender and Sexuality in 20th century Korea, Korean diaspora, North and 

South Korean literatures, and Korean media and culture.

Nayoun Kim

Na Youn Kim is currently a Researcher at the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She has been working for the 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EGEP) which is a two-week residential Program to empower women, 

especially working in non-governmental public sectors in Asia and Africa.

부록 2. <PART 1 강사, 사회자, 토론자 주요 인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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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개

Finaflor Taylan

Finaflor F. Taylan is a social worker by profession. She is currently the Program Chair 

and a faculty of the Diploma/Master of Social Work Program of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Open University (UPOU). She is interested in developing her competence 

in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and women towards a rights based/responsive 

development agenda especially in the information age and globalization.

Le Thi Quy

Le Thi Quy is currently a professor of Sociology and History in Thang Long University 

and a Director of Institute for Gender and Development (INGAD) belong to Vietnam 

Un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s (VUSTA). She focuses to Ethnic 

Minority Group;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Bu Thi Kim

Bui Thi Kim is since 2003 the Director of DWC (The Center for Promoting Development 

for Women and Children), a Vietnamese NGO. She worked 10 years as researcher at 

Faculty for Economy at the Technical University Her interests and publications cover 

the fields on grassroots democracy, promoting participation and community 

management, women’s rights and child rights in development projects.

Chalidaporn 

Songsamphan

Chalidaporn Songsamphan is a Professor at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She 

teaches Political Science, Feminism and Politics of Sexuality.

Odine de Guzman

Odine Maria M. de Guzman, Ph.D., is director of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Women’s and Gender Studies and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nglish and 

Comparative Literatur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Mia Siscawati

Mia Siscawati teaches and serves as head of Graduate Program in Gender Studies, 

Graduate Program in Multidisciplinary Studies at University of Indonesia (UI). Her work 

focuses on feminist political ecology, gender and environment, gender and land tenure, 

gender and agrarian conflicts, gender and socio-ecological crisis, gender and food 

security, gender, environment and peace.

Noraida Endut

Noraida Endut is the Director of Women’s Development Research Centre (KANITA).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aw, Gender and Development, Gender Studies, 

Violence Against Women, Law for Social Workers, Malaysian Law, and European 

Union Law.

Julia Jiwon Shin

Julia Jiwon Shin is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 Korea. Her main research interests are in interdisciplinary and gender 

sensitive approaches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migration. Her research and teaching 

interests also cover the following areas: labour migration; migration and development; 

gender and ethnicity; racism; and feminist research methodology.

Aileen C. Park

Aileen C. Park is a Special Professor at the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of Ewha 

Womans University in Seoul, Korea. She is currently serving as the Managing Editor 

of the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AJWS). Although she now teaches part-time 

at Yonsei University’s College of Education, Dr. Park used to be a full-time instructor 

at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Yonsei University. 



Ⅲ. 한-아세안 여성학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2 Ⅲ. 한-아세안 여성학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2 Ⅲ. 한-아세안 여성학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2 



Ⅲ. 한-아세안 여성학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2   71

1 사업 개요

1) 세부 사업명 [3단계 PART 2] 

○ 한-아세안 여성학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2 

○ KACP Collaborative Research Presentation & Publication

2) 사업 목표 

○ 한-아세안 여성 연구자 연구 교류 및 학술 지원 

○ 한-아세안 여성학/리더십 학술 네트워크 강화 

○ 한-아세안 여성학/리더십 공동연구 개발 및 온라인 출판

3) 시행주최 

○ 아시아여성학회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4) 공동주관기관 

○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Korean Women's Institute) 

○ 베트남 땅롱대학 (Thang Long University)

○ 베트남 젠더와발전연구소 (Institute for Gender and Development, INGAD)

○ 필리핀 개방대학 젠더오피스 (Office of Gender Concern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Open University)

5) 공동협력기관 

○ 아세안대학네트워크 (ASEAN University Network, AUN)

6) 개최 장소 

○ 국가 및 도시 : 베트남 하노이

○ 장소 : 베트남 땅롱대학(Thang L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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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기간 

○ 착수 및 준비 : 2016.7.1. - 2016.11.30. (약 5개월)

○ 집행 : 2016.11.29. - 12.3. (5박 6일, 출도착 및 사전 오리엔테이션 포함) 

○ 행사 : 2016.12.1. - 12.3. (3일, 워크숍, 공동연구 학술대회, KAWSLN)

○ 평가 및 정산 : 2016.12.4. - 2017.2.28.

○ 주요 일정 

- 협력기관 섭외 : ~ 2016.7.31.

- 프로그램 기획 : 2016.7.1. - 2016.8.31.

- 참가자 및 강사 초청 : ~ 2016.9.30. 

- 공동연구결과 최종(안) 제출: 2016.10.30.

- 공동연구결과 최종 제출 : 2016.11.15.

- 참가자 및 강사 항공권 등 참가 안내 : 2016.11.18.

- 프로그램 자료집 완료 : 2016.11.23.

- 프로그램 진행 : 2016.12.1. - 2016.12.3. 

- 평가 및 보고 : ~ 2017.1.31. 

- 공동연구결과물 온라인 출판 : 2017.1.31.

8) 사업내용

○ KACP 공동연구 발표 워크숍 (KACP Collaborative Research Workshop)

- 공동연구의 개발 과정에 대한 6개 팀별 발표와 토론 

- ARCF 한-아세안 협력 사업 역사와 비전 소개 (ASEAN-ROK Cooperation Fund) 

○ KACP 공동연구 국제학술회의 발표 (KACP Keynote & Plenary Special Session)

- 제4차 아시아여성학회 국제학술대회와 연계 개최

- 한-아세안 여성학 공동연구 전체 세션 발표 

○ 제3차 한-아세안 여성학 및 여성리더십 네트워크 회의 (Korea-ASEAN Women’s Studies 

and Leadership Network, KAWSLN)

○ 공동연구논문 온라인 출판

9) 제4차 아시아여성학회 국제학술대회(4th Congress of AAWS, CAAWS) 

○ 아시아여성학회 국제학술대회는 3년마다 개최 

○ 2007년(1차):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2010년(2차): 말레이시아세인즈 대학교, 페낭 / 

2013년(3차): 필리핀국립대학교, 마닐라 /2017년(3차): 땅롱대학교, 하노이

○ 4차 아시아여성학회 국제학술대회에 14개국 230여명 참가 

○ KACP [3단계 PART 2] 행사와 병행함으로써 KACP 사업의 대외 홍보 효과 및 협력

을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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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 현황 

1) 사업참가자 

○ 공동연구발표자 : 11개국 총 20명 (KACP 공동연구팀 코디네이터 6명 + 일부 자부담 

공동연구자 14명) 

○ 초청강사, 좌장, 토론자 : 5개국 16명

○ 주요귀빈 : ASEAN Secretariat (Director, Human Development Directorat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Department), ASEAN-ROK Cooperation Fund (Consultant)

○ AAWS 임원, KACP 사무국

부록 3. <Part 2 발표자 및 주요 참가자 현황>

2) 이화여대 공동주관기관 협력 EGEP 특별 세션 발표 

○ 차세대 아시아 여성 활동가들의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

센터 주관 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EGEP) 아시아 여성 활동가들의 연구 발표 

(한국 2명, 방글라데시 1명, 네팔 1명, 베트남 1명) 

○ KACP 한-아세안 지역 차세대 여성 연구자와 EGEP 아시아 지역 여성 활동가들과의 

연구 교류의 장 제공

<PART 2 발표자 현황>

국가 KACP 공동연구자 PART 2 발표자 EGEP 발표자

루나이 1

캄보디아 1 1

인도네시아 6 5

라오스 1 1

말 이시아 2 2

미얀마 2 1

필리핀 3 2

싱가포르 1 1

태국 2 2

베트남 1 1 1

한국 4 4 2

기타  2** 

합계 24 20* 5



    74   한-ASEAN 협력사업 결과보고서

 * KACP Part 2 발표자 20명 

: 공동연구팀 대표 x 1명(팀 코디네이터 6명) + 일부 자부담 참가(공동연구자 14명) 

: 일부 자부담(숙박) 공동연구자의 발표는 선택 사항으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연구자 

4명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음

** 방글라데시, 네팔 국가를 의미함 

3) 강사 및 주요 초청 인사 

○ 한-아세안 지역 다학제적 여성 연구 전문가 및 대학 교수

○ KACP 주요 협력 기관 네트워크 초청

부록 4. <Part 2 강사, 사회자, 토론자 주요 인사 리스트>

4) 행사 준비 실행팀 

○ 아시아여성학회 KACP 사무국

아일린 박, Project Manager

노지은, Program Coordinator

김효정, Program Coordinator

남승현, Project Assistant

전유나, Project Assistant

○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협력지원

이명선, Special Professor of ACWS

김나연, Researcher

이소정, Researcher

이은희, Researcher

○ 베트남 KACP 현지 진행팀 

Le Thi Quy, Head of KACP Co-Organizer 

Bu Thi Kim, Coordinator

Pham Tien Nam, Assistant to the Head

Vu Thi Thanh Nhan, Administrative Staff 

Pham Thi Hong Van, Administrative Staff 

Bui Quang Tue, Administrative Staff 

Nyuyen Thi Hai, Administrative Staff 

Ho Xuan Ngoc, Administrative Staff 

Nguyen Duy Tung, Administrative Staff 



Ⅲ. 한-아세안 여성학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2   75

<Part 2 국가별 전체 참가자 수 현황>

국가 발표자 강사/토론/사회 초청인사 사무국 계

루나이 0

캄보디아 1 1

인도네시아 5 2 1 8

라오스 1 1

말 이시아 2 2

미얀마 1 1

필리핀 2 3 3 8

싱가포르 1 1

태국 2 1 3

베트남 1 9 10

한국 4 3 2 5 14

기타 1(인도) 1

합계 20 9 7 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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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P 워크숍 2 참가 안내문 Administrative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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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프로그램

1)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만찬 

○ 일시 및 장소 

- 2016. 11. 30. 수요일, 16:00 ~ 20:00 

- 베트남 하노이 뭉탄(Muong Thanh) 호텔 

○ 참가자 인사 및 주요 참가 기관 소개 

○ KACP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행정 실무 안내

      

2) KACP 공동연구 발표 워크숍 (KACP Collaborative Research Workshop)

○ 일시 및 장소 

- 2016. 12. 1. 목요일, 13:00 ~ 15:00 

- 베트남 땅롱대학(Thang Long University)의 G.Amphitheatre 홀

○ Special Talk

- 주제 : “ASEAN-ROK Cooperation: History and Development' 

- 발표자 : 박민정 컨설턴트 (ASEAN-ROK Cooperation Fund)

○ 공동연구개발 6개 팀 코디네이터 연구 과정에 대한 발표 및 전체 토론 

- 여성에 대한 폭력 

- 평화, 환경, 안보

- 민족, 종교, 섹슈얼리티

- 젠더, 이주, 문화

- 여성성, 대중문화, 미용산업

- 젠더, 성교육, 문화 



    84   한-ASEAN 협력사업 결과보고서

○ 세션 주제, 발표자, 좌장 

Themes Presenters

Moderator: Jieun Roh

(KACP Program Coordinator, Ewha Womans University)

[Special Talk]

“ASEAN-ROK Cooperation

: History and Development' 

Min Joung PARK

(Consultant, ASEAN-ROK Cooperation Fund)

Research Team 

Report and Discussion 

1. Theme_ “Violence Against Women”

(Odine de Guzman, Professor, University of Philippines)

2. Theme_ “Peace, Environment & Security”

(Mia Siscawati, Professor, Universitas Indonesia)

3. Theme_“Ethnicity, Religion & Sexuality”

(Noraida Endut, Professor, University Sains Malaysia)

4. Theme_ “Gender, Migration & Culture” 

(Julia Jiwon Shin,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 Theme_ “Femininity, Pop-Culture, & the Beauty Industry” 

(Chalidaporn Songsamphan, Professor, Thammasat University)

6. Theme_ “Gender, Sex/Sexuality Education & Culture” 

(Aileen C. Park,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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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CP 공동연구 국제학술회의 발표 (KACP Keynote & Plenary Special Session)

○ 일시 및 장소 

- 2016. 12. 2. 금요일, 9:00 ~ 12:00 

- 베트남 땅롱대학(Thang Long University) 

- 제4차 아시아여성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연계 

○ KACP Keynote Talk

- 기조발제 : Gender Justice in Major Religions in Southeast Asia”

- 발표자 : Suwanna Satha-anand 교수 (Chulalongkorn University, 태국) 

○ KACP Plenary Special Session 

- KACP 공동연구 결과 전체 발표 및 토론 

- 발표자 : 공동연구팀 코디네이터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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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차 한-아세안 여성학 및 여성리더십 네트워크 회의 

○ Korea-ASEAN Women’s Studies and Leadership Network (KAWSLN)

- 2016. 12. 3. 토요일, 10:45 ~ 11:30 

- 베트남 땅롱대학(Thang Long University) 

- 한-아세안 여성학 연구자 네트워크의 지속과 발전 방안에 관한 공유

- KACP 사업이 일 년 단위가 아니라 장기적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필요성 강조

- 아세안 국가 내의 여성학 연구 발전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역의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여성 연구자들의 리더십 필요 공감 

5) 스터디 투어 

○ 베트남 SOS 칠드런 빌리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장소 : SOS Children's Villages Vietnam 

- 베트남 SOS 칠드런 빌리지는 1987년부터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위기의 

아동들에게 가족 공동체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시설로 정부,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아동을 단순히 시설에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족 단위를 만들고, 

텃밭을 가꾸고 생계를 꾸려가며 교육을 공동으로 책임진다. 이로써 아이들이 사회

적 가족 공동체의 보살핌 속에서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미래를 가꾸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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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0  30th November 2016 (Wednesday)

Arrival, Check-in, KACP Orientation & Pre-Workshop Meeting, Welcoming Dinner

16:00∼18:00 KACP Orientation & Pre-Workshop Meeting
18:00∼20:00 Welcoming Dinner

Day 1  1st December 2016 (Thursday)

Opening Ceremonies, KACP Collaborative Research Workshop with Special Talk 

13:00∼15:00 Congress Parallel Paper Presentations 1A, 2A, 3A, & 4A
Panel 5A: Korea-ASEAN Cooperation Project Collaborative Research Workshop

[Phase 3 : Korea-ASEAN Cooperation Project (KACP) on Education and Exchange Program for Young Scholars in 
Women’s Studies] KACP Collaborative Research Workshop 

 Venue: G Amphitheatre Hall

Moderator : Jieun Roh (KACP Project Coordinator,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Special Talk : “ASEAN-ROK Cooperation: History and Development”

Min Joung PARK 
Consultant, ASEAN-ROK Cooperation Fund (AKCF) 
ASEAN Secretariat (currently based in Korean Mission to ASEAN)

 Presenters: 
Violence Against Women : Odine de Guzman (Philippines)
Coordinator: Odine de Guzman (University of Philippines, Philippines)
Collaborators: Viengdavong Luangsithideth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Laos)

Su Yin Htun (Mandalay University, Myanmar)
Min Sook Heo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Discussant: Carolyn Sobritchea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Open University, Philippines)

Peace, Environment, & Security : Mia Siscawati (Indonesia)
Coordinator: Mia Siscawati (Universitas Indonesia, Indonesia)
Collaborator: Mai Aye Aye Aung (Myanmar Institute of Theology, Myanmar)

Phan Phuong Hao (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Vietnam)
Eka Srimulyani (International Centre for Aceh and Indian Ocean Studies, Indonesia)

Discussant: Aurora De Dios (Miriam College, Philippines)

Ethnicity, Religion, & Sexuality : Noraida Endut (Malaysia) 
Coordinator: Noraida Endut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Collaborator: Kurniawati Hastuti Dewi (The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Indonesia)

Preeya Keawpimon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Thailand)
Premalatha Karupiah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Discussants: Myoung Sun Lee & Sang Wha Lee (Ewha Womans University)

Gender, Migration, & Culture: Julia Jiwon Shin (Korea) 
Coordinator: Julia Jiwon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Collaborator: Elisabeth Dewi (Parahyangan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Indonesia) 

Melanie M. Reyes (Miriam College, Philippines)
Davy Top (Parliamentary Institute of Cambodia, Cambodia)

Discussant: Kristi Poerwandari (Universitas Indonesia, Indonesia)

<일정별 전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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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nity, Pop-Culture, & the Beauty Industry: Chalidaporn Songsamphan (Thailand)
Coordinator: Chalidaporn Songsamphan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Collaborator: Aquarini Priyatna (Universitas Padjadjaran, Indonesia)

Norainie Ahmad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Brunei)
Hyun-Gyu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Discussants: Suwanna Satha-anand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Finaflor F. Taylan (UPOU, Philippines)

Gender, Sex/Sexuality Education & Culture : Aileen C. Park (Korea)
Coordinator: Aileen C. Park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Collaborator: Desintha Dewi Asriani (Gadjah mada University, Indonesia)

Mercy Karuniah Jesuvadia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Joohee K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Discussant: Eun-Shil K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Day 2  2th December 2016 (Friday)

KACP Keynote Talk, KACP Special Session, Parallel Panel Presentations

08:00∼09:00 Registration
09:00∼10:30 [Phase3] Korea-ASEAN Cooperation Project on Education and Exchange Program for Young Scholars 

in Women’s Studies
 KACP Keynote Talk: “Gender Justice in Major Religions in Southeast Asia”

Suwanna Satha-anand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Moderator: Eun-shil K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Plenary: KACP Special Session “Gender Justice and Democracy in Korea-ASEAN”
 

Moderator: Aurora de Dios (Miriam College, Philippines)

Theme 1: “Violence Against Women” 
Presenter: Odine de Guzma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Theme 2: “Peace, Environment, & Security” 
Presenter: Mia Siscawati (Universitas Indonesia, Indonesia) 

Theme 3: “Ethnicity, Religion, & Sexuality 
Presenter: Noraida Endut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10:45∼12:00      Theme 4: “Gender, Migration, & Culture” 
Presenter: Julia Jiwon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me5: “Femininity, Pop-Culture, & the Beauty Industry”
Presenter: Chalidaporn Songsamphan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Theme 6: “Gender, Sex/Sexuality Education & Culture” 
Presenter: Aileen C. Park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Day 3  3th December 2016 (Saturday)

Congress Keynote Talk, Plenary Special Session, General Assembly, 3rd KAWSLN, Study Tour

09:00∼10:45 Congress Keynote Talk & Plenary : “Women’s Studies Journey in Asia” 
10:45∼11:30 General Assembly 

& 3rd Korea-ASEAN Women’s Studies and Leadership Network Meeting
11:30∼12:00 Closing Ceremony 
12:00∼Lunch
13:30∼Study Tour (SOS Children’s Villages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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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발표 및 토론

1) KACP 기조 발제 (Keynote Talk)

- 기조발제 : Gender Justice in Major Religions in Southeast Asia”

- 발표자 : Suwanna Satha-anand 교수 (Chulalongkorn University, 태국)

“Gender Justice in Major Religions in South-east Asia”

오늘날 종교는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종교  이상과 달리, 변화하지 않는 보호 역을 구축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보수 인 세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변치 않는 역에는 여성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한 엄격한 규제와 통제가 있다. 이 기조 연설은 종교의 젠더 정의와 련한 세 

가지 논의지 을 제시한다. 1. 으로 낮선 타자와의 조우가 주는 인식  혼란, 2. 율법, 도덕  서사

들, 상징  술표 이라는 종교와 련한 3가지 담론, 3. 젠더 정의에 한 다양한 략들이 그것이다. 

우선 연설자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학자 Farish Noor의 연구에서 17세기 페르시아 사가 인도네시아 

아체(Aceh) 지역에 임시 정박을 하게 되면서 아체 지역 여성 통치자를 만난 충격을 기술한 부분을 인용

한다. 페르시아 사는 직업상 다양한 문화들을 하 고 아체 지역이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문명

이 발달한 항구도시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이 통치자라는 사실에 미루어 아체 지역 사람들은 이슬람교 

신앙심이 약하고 낮은 도덕성을 지녔기 때문에 여성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인 타자와의 조우를 통한 인식 인 충격은 그것이 나쁘다는 편견에 이르

게 하기 쉽다. 21세기 사회에도 이 17세기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보수 인 종교 권력자들에게 젠

더 정의라는 문제는 이와 다름없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상호 연 되어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종교  담론으로는 1. 율법, 2. 정 이나 철학  문헌들, 3. 상징 , 

의례 , 술  표 을 들 수 있다. 이 세 담론들은 신자들의 삶을 규제하고 도덕  삶의 규범을 제공하

며 삶의 상징 이고 술 인 표 에 향을 미치는 권력의 형식이다. 율법은 종교  삶을 규제하고 

다른 종교 공동체와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한 철학  문헌들은 우주론을 포함하는데, 이 우주 이고 

도덕 인 서사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한 기 와 원칙을 포함한다. 특히 이 나 

라만과 같은 창조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에는 남녀의 차등  지 를 나타내는 남녀 계에 한 이

야기가 사물의 고유한 질서로서 배태되어 있다. 한 상징 , 의례 , 술  측면에서 여성에게 허용되

지 않는 구역이 존재하거나, 두 성별 사이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거나, 상징  표 들에서 여성 신들에 

한 묘사는 남성신들에 한 묘사에 비해 부차 이다. 

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 에도 종교에 한 열망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경험  증거들을 목격할 

수 있다. 사람들의 삶에서 종교  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에서 여성들의 목소리에 한 

개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품에 한 동등한 근권이나 평등한 여성의 역할 등, 율법과 련한 투쟁을 

하는 여성들이 있다. 정   철학  문헌들과 련하여서 비  재해석을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종교 

학자들의 작업도 증가하고 있다. 한 태국의 불교 여성 작가들의 경우 여성과 소녀들의 목소리를 들려주

는 술 작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증가하고 있지만 젠더 정의를 한 변화에 가장 큰 

벽은 종교의 권력 제도들에 있다. 종교  권 를 지닌 사람들이 젠더 감수성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들을 볼 때, 일상  삶에서 더 많은 여성들을 한 젠더 정의를 해 고려해야할 5가지 역은 

1. 소녀들의 교육에 한 근권, 2. 종교에 한 여성들목소리의 권 , 3. 젠더 정체성과 행 성에 한 

규제들에 련한 근권, 4. 여성들의 경험으로부터, 여성들을 해 이야기하는 책, 매체, 안  자료들에 

한 근권, 5. 종교 권력 제도에 한 평등한 근권이다. 종교나 종교에 기 한 문화가 여 히 사람들

의 삶에서 큰 비 을 차지하는 사회에서 성평등을 하여 이 5가지 역을 다루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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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여성에 한 폭력 

“On Culture, Human Rights and the Politics of Crafting Laws to Protect women against domestic 

Violence: Case Studies from Myanmar, Lao PDR and South Korea”

본 연구 기획은 여성과 여성의 권리 보호에 한 법률의 제정  시행을 포함하여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련한 권리옹호활동이 과정 에 있는 만큼, 과정 에 있는 한 작업으로서 비  탐구이다.

<연구 상>

체 으로 이 연구 과제는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에 반 하는 권리옹호 로그램  과제들의 계획 

수립과 여성에 한 폭력 근 을 한 법률 제정에 있어서 지역문화, 정치경제, 그리고 보편  인권 담

론의 복합 인 역학에 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개념  틀의 채택을 탐구하 다. 이는 한국,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에서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한 법률  로그램들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 어떻게 문화  실천들과 지역문화  실천들이 핵심 요소로 존재하는지를 고찰하 다. 개별 연구 

과제들은 비록 련 법들의 제정과 시행에 각기 특유한 난 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보호를 통해 

가정폭력을 다루는 것의 요성을 강조하 다. 이 과정에서 연구 논문들은 각 공동체에서 지역 인 (그

리고 ' 통 인') 문화의 역학과 국제사회가 옹호하는 보편  인권 개념, 그리고 정치경제에 의해 형성

되는 사회  실재들에 을 맞추었다. 논문들은 지역 문화와 국제  인권 개념 사이의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입법 의제를 형성할 뿐 아니라 그 법의 성공과 미달의 범 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미얀마와 라오스에 한 연구 과제는 한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하 다. 

각 연구 상지의 젠더 상황을 기록하고 역사화 한다.

학 로부터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이를 장려하기 한 지역 주도의 발의나 활동들을 기록하

고 역사화 한다

선정된 연구 상지의 가정폭력 사건  사례들을 존하는 법률, 법령, 조례와의 련 하에 기록한다.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문화  통  실천들을 확인한다. 

권리옹호 활동이나 의식화  행동변화를 한 운동에 사용될 수 있는 교육 략  자료들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페미니즘 질  연구 방법, 문헌 자료 분석  임 분석, 사례 연구 근법이다. 

이와 련해 문헌 검토, 인터뷰,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 등이 수행되

었다.

<연구 윤리>

각 연구자는 이 연구 분야의 연구 윤리 강령을 면 히 수할 것을 약속하 다. 각 연구원은 인터뷰, 

포커스 그룹 토론, 설문조사 수행에 있어 자발 이고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얻는 한편 신원  연구 

자료의 기 성을 보장할 것을 확실히 하 다.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 분과는 미얀마, 라오스, 한국의 젠더 폭력에 한 연구와 권리옹호 활동 수행에 한 이론 ･실

천  사안들을 고찰함에 있어, 보편  인권 틀에 근거하여 교차성, 토착화, 페미니즘 비교 방법의 개념

2) KACP 전체 발표 (Plenary Special Session) 

- KACP 공동연구 결과 전체 발표 및 토론 

- 발표자 : 공동연구팀 코디네이터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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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 다. Su Yin Htun가 미얀마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와 Viengdavong Luangsithideth이 라오스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조혼  제한  교육 근권을 포함하여 각 공동체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한 폭력

이 만연하게 하는 지역의 문화  문제와 더불어 폭력을 종식시키기 한 의식화 사업들과 권리옹호활

동이 여 히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요구되는 상황을 고찰하 다. 미얀마에서 여성에 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VAW)의 만연은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  지 에서 기인한다. 습과 

문화에 의해 정해진 로, 혼인한 여성들은 최우선 으로 가사일과 양육을 담당하는 가정주부가 되도록 

요구받는다. 미얀마 사회는 남성은 가정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재정  사안과 사회  사안 모두에서 의

사결정자로서 여성보다 더 높은 지 를 가진다고 받아들인다. Su Yin Htu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얀

마가 1997년 유엔여성차별철폐 약(CEDAW)에 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친 한 계에서의 

폭력이나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을 뒷받침하고 폭력에 한 법한 기소를 막는다. 연구자는 사

실상 존하는 사법  조치들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완 히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성에

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남편의 잔혹 행 , 일상 으로 작동하는 권 로 표 될 수 있는데, 남편이 아내

의 이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 결혼지참  분쟁들, 무방비한 성 계로 인한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감

염 등이 그 이다. 다른 한편 Viengdavong Luangsithideth는 여성과 아동에 한 폭력에 한 공 인 

인식 제고와 기민한 법 집행이 라오스에서 여성에 한 폭력을 근 하기 한 권리옹호 활동에 요구되

는 조치를 취하는데 필수 인 핵심 과정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둘째로, 따라서 사회에서 더 많은 여성들

이 의사결정자의 지 를 가지고 의료, 교육, 소등 증  기회에 있어 더 큰 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여성과 련한 문제들, 여성의 발 과 성평등에 련한 문제들을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  

보호가 더욱 확 되어 다양한 민족 집단에 속하는 더 많은 여성들에게 경제  참여와 사회 서비스에 

한 근권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농 지역 공동체에서 젠더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한 권리에 

한 보다 나은 이해가 요구된다. 한 연구 결과들은 조혼을 미룰 수 있는 방법으로써 반드시 아동의 

교육권이 장려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조혼을 방지하는 법과 조혼이 아동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결과에 한 정보를 담은 홍보 자료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정부가 조혼의 

험에 놓인 소녀들을 한 교육 , 경제 , 사회  기회들을 증 시키기 해  부처들에 한 산

과 더불어 지원 정책의 틀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끝으로, 이 연구 결과는 보다 오지에 사는 여성들의 이해를 변하는 련 사회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시･도 행정단  수 에서 존재하는 부문별 젠더 문제들에 해 더 

깊은 이해를 발 시켜야 하며 젠더에 을 맞추어 더 범 한 네트워크를 창출해야만 한다. 결국 

여성에 한 폭력을 속시키는 것으로 귀결되는 어린 시기의 유해한 태도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

시키기 해서는 공동체와 학교를 상으로, 특히 남성과 소년들을 상으로 한 활동을 더 늘리고 더 

잘 할 필요가 있다. 

<주요 논의: 교차성과 토착화>

민족 집단들 사이의 문화  차이들과 이 공동체들에 여 히 뿌리 깊은 가부장제  실천들은 일상 인 

경제  문제  더 큰 사회정치  상황이 결합되면서 폭력과 차별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요한 도

과제들이다.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여성 인권의 실행은 계속 서류상의 원칙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요한 문제  하나는 실질 인 권리의 실행에 기여할 방법이다. 이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기 해서 본 연구 분과는 “교차성”이라는 페미니즘 개념을 요한 틀로 사용하여, 성역할

의 수용과 문화  가정들, 윤리  특수성, 경제  실재와 난제들, 그리고 국가의 법과 결들이 복수

이고 첩 으로 교차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법학자이자 이론가인 Kimberle 

Crenshaw이 1989년에 만든 용어인 교차성은 억압의 형식들과 억압 인 제도들이  다른 억압의 체계

들과 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을 폭넓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요컨 , 다양한 억압의 형식과 요소

들은 상호작용하고 첩될 수 있다. 이 체험  모델(heuristic model)은 다양한 체계나 요소들 사이의 

들과 이들 사이의 요한 역학들을 보여주며, 문제의 보다 미묘한 측면들을 더 잘 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념은 원래 젠더, 인종, 계 의 삼각 구조를 고찰하기 해 고안되었으나 지난 몇 년 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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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별 인 것이라 간주되어온 정체성의 여러 형식들에 존재하는 상호연 성을 강조하는 일반  용어

로 확장되었다. 이 상호연 성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요한 통찰은 “어떤 특이한 정체성”, 그리고 아마

도 어떤 특이한 상황이란 한 개인이 동시 으로 복수  범주에 속하는 데서 발 한다”는 함축이다. 문헌 

검토와 장활동 경험, 그리고 본 연구에 기 할 때, 인권, 특히 여성 인권의 원칙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범 하게 수용되고 있다는 은 명백해 보인다. 실제로, 라오스와 미얀마 

같은 민족 국가에서 성평등 활동가들과 정부 모두 발  과정의 일부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추구하

도록 지지하고 장려하다는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권리들의 실질  실행과 일상  실천에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권리들을 실행하는

가? 필리핀어에는 이 념을 잘 설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pagsasabuhay”라는 용어가 있다. 이 

용어는 “삶(life)”을 의미하는 “buhay”라는 어원에서 생겨났다. 략 으로, 이 말은 “~에 용하는 것

(applying to)” 혹은 “ 용(application)”을 의미한다. 이 경우, 두사 “pagsasa”는 군가의 삶에 한 용

이란 의미로, 삶에 “ 용하는 것(applying to)”을 지시하고 “[어떤 것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 혹은 “그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living it)”이라는 의미를 구성한다. “pagsasabuhay”라는 용어가 종교 으

로 사용될 경우, 흔히 복음(the Gospels)과 련하여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권고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민족 국가의 도  과제는 인권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평등의 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인권과 성평등의 원칙들에 한 보다 나은 이해와 수용이 가능하도록, 

그리하여 결국 인권과 성평등의 원칙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 권리옹호 로그램들과 

법률 제정에 있어 공동체들의 문화  상황과 특수성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는 것

이 요하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여성이 인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여성들의 삶에 폭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한 권리옹호 활동이 사람들의 삶의 원칙의 일부가, 삶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문화  규범과 실천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들의 문화  생산물들을 고려함으로써 권리에 한 

들과 원칙들이 지역의 언어  표 들로 비유된 다른 표 이나 “포장지”를 가질 수 있도록 소개하고 

동화하는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나아가, 여성에 한 폭력 문제를 이해하고 종식시

키기 해 우리의 지역 문화에서, 그것이 가부장제  문화라 할지라도 끌어올 수 있는 물  자원이나 

통찰들이 있다면, 채굴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Min Sook Heo의 연구는 우리 연구 분과에 “보편 ” 담론들을 지역화하려는 지향을 더 잘 표 할 방법을 

제공해 다. Min Sook은 Sally Merry의 “토착화(Vernacularization)”의 언어를 우리 분과 연구에 들여왔다. 

Peggy Levitt과 공 한 “ 장에서의 토착화: 페루, 국, 인도, 그리고 미국에서 지구  여성인권의 지

역  사용”이라는 논문에서 Sally Merry는 토착화란 “특정한 구조  스타일과 에토스의 문맥 내에서, 다

양한 방식으로, 지구  담론을 지역의 사회 정의 이념과 연결지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Levitt and 

Merry)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제법과 약들에 명시된 인권 념들을 

단순히 지역의 상황으로 이 시키는 신, 우리가 연구한 조직의 지도자들과 그 일원들은 이 념들을 

자신들의 이해와 동화에 용이하도록 재정의하고 번안하 다. 그들은 특정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하도록 여성인권의 측면들을 수정하 다[…]실천 인 면에서, 인권은 활동가들이 특정 상황에서 특

수한 문제들에 용했던 여러 다양한 해석과 의미들에 종속되는 유순한 담론이었다.” 그러나 Minsook 

Heo의 연구는 우리가 권리옹호 활동  행동상의 변화라는 목표에 있어 토착화의 요성을 믿는 동시

에 이러한 문화의 잠재성에 해 경고하는 표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한 강조한다. 이 연구는 한국

에서 구타 받는 여성들의 운동이 가정 폭력을 추방하기 해 발생하여 발 되었던 맥락을 고찰했다. 

이는 입법 개 을 통한 제도화와 가정폭력에 한 국가 개입의 결과  효과들을 검토했다. 한국 페미니

스트들의 “가정 보호”라는 틀은 한국의 문화 ･정치  분 기에서 가정폭력을 사회  문제이자 범죄로 

구성하기 해 가능한 최선의 안을 재 하는 것처럼 보 으나, 이는 실제 여성의 역량강화와 성평등

의 입법  실행을 간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 다 하더라도, 이 최근 연구에서 Minsook Heo은 

가정 폭력을 성평등과 사회  정의의 문제로 재확립하기 해서 여성 인권 틀의 토착화에 한 요성

을 강조한다. 

라오스, 미얀마, 한국에서 선정된 공동체들의 문화  상황에 한 더 정교한 설명을 통해 이 복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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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더욱 하게 이해함으로써 궁극 으로 폭력을 다루는 실질 인 기 활동 로그램과 략들

에 도달하게 되었다. 반 으로 이 연구 분과의 논문들은 여성에 한 폭력의 문제, 특히 한-아세안 

지역에서의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교차성과 토착화라는 즈의 잠재성을 설명하고자 하 고, 

아세안과 한국의 공동체  연구자들 간의 보다 더 정교한 연합/연  구축에 있어 페미니즘 비교 근의 

유용성을 탐구하 다.

Theme 2. 평화, 환경, 안보

“Gendered Dynamics of Struggles within Multi  Layered Power Relations” 

<연구 배경>

평화 구축 과정 뿐 아니라 갈등, 평화, 그리고 안보 역시 젠더화된 역학을 가졌다. 분쟁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직면한다. 유엔은 유엔 안 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2000)를 제정함

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인정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목표는 분쟁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특수한 욕구들을 다루고, 구호  복구 과정에서 여성들이 행 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성과 소녀들은 한 평화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수 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잇따

른 유엔 결의안들은 경제 복구, 사회  응집, 정치  합법성에 있어 핵심  행 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안 보장이사회 결의안 2122호(2013)는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는 무장 분쟁 상

황에서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요한 기여를 한다”는 을 인정했다. 

그러나, 기  수 에서 평화는 언제나 두 분쟁 당사자만이 련되거나 계하여 다루는 문제라 간주

된다. 분쟁이 면 이 된 경우, 많은 평화구축 과정은 여성들을 배제하거나 그 을 거의 반 하지 

않는데, 이는 여성들이 부분 비 투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세계 평화 상 과정이 

이를 보여 다. 많은 평화 회담에서 상자로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 여성은 오직 매우 소수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한 갈등, 쟁, 그리고 평화에 한 여성의 , 서사, 통찰들에 한 심은 제한

이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발 , 분쟁 사이의 복잡한 계들에 있는 젠더 차원에 한 심 역시 제한 이었다. 

일부 사례들에서, 갈등은 지역 ･국가  수 에서 국제  수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 에서 다양한 

행 자들이 연루된 천연 자원의 정치학에 의해 발발했다. 많은 요인들이 환경 문제, 가난, 그리고 안보 

사이의 계에 기여한다. 세계환경개발 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의 1987년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안보불안의 원천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  역시 포함하며, 그 결

과는 이를 더 확 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분쟁이라는 통 인 형식에 얽 들게 될 수 있다.” 

환경, 안보,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이미 발생했듯이 무장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농업 분쟁을 포함한 

갈등의 다양한 형식들이 복잡하게 결합하는 속에 있는 권력 계의 다양한 층 들에 연 된 젠더 차원

이 더욱 탐구될 필요가 있다.

<연구 목 >

본 연구의 목 은 갈등, 쟁, 평화, 그리고 평화구축 과정에 한 여성들의 , 서사, 그리고 통찰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평화, 환경, 그리고 안보라는 공통 주제 하에 있는 세 가지 다른 연구 과제

로 구성된다. 첫 번째 연구 과제의 제목은 “하 -주체성(sub-aternity) 드러내기: 여성의 , 서사, 그리

고 행 성 속의 평화 상”이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아체(Aceh) 지역의 Ar-Raniry 이슬람주립 학의 

Eka Srimulyani 박사가 수행하 다. 두 번째 연구 과제의 제목은 “미얀마의 효과 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과정을 한 페미니즘 리더십 강화”이다. 이 연구는 미얀마 신학연구소의 Mai Aye Aye Aung가 

수행하 다. 세 번째 연구 과제의 제목은 ““여성으로서 토지를 살펴보기: 베트남 부고원 지역 Kala 

Tongu 마을의 토지와 산림 근권에 있어 친족  부부 계의 역할”이다.”이다. 이 연구는 국 East 

Anglia 학 국제 개발 학교의 박사과정생이자 베트남 사회과학학술원 문화연구소 소속인 Phan Ph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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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o가 수행하 다.

<주요 연구 결과>

인도네시아 아체(Aceh) 지역에 치한 Ar-Raniry 이슬람주립 학의 Eka Srimulyani는 인도네시아 아떼 

지역의 쟁과 평화구축이라는 맥락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밝히고자 연구를 수행하 다. 아떼 지

역은 1976부터 2005년까지 30여년의 내 을 겪었다. 이 연구는 무장 분쟁과 평화 상의 문맥에서 하 -

주체의 서사들을 기록함으로써 여성들과 평화 상을 살펴보면서 그 실재들을 탐구한다. 그리고 무장 

분쟁기와 평화 상에서 평화에 한 여성들의 과 여성들이 주도한 발의들과 입장들, 그리고 역할

들을 한 고찰하 다. 연구자는 분쟁 피해 지역의 여성들, 여성 지도자들, 그리고 무장 분쟁과 평화

상,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는 기간 동안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한 시민 사회 단체들을 심층면  하 다. 

이 연구에서는 갈등, 쟁, 그리고 평화에 한 연구참여 상자들의 서사를 깊이 있게 고찰하기 하여 

사례 연구 방법이 용되었다. 이를 통해 Srimulyani 박사는 여러 여성 핵심인사들의 사례에 을 맞

췄다. Srimulyani 박사의 연구 결과는 언제나 남성의 시 에서 분석되는 쟁에 한 들과, 쟁은 

오직 두 (무장한) 분쟁 당사자들 간의 문제라 보아 여성과 같은 공동체의 다른 시민 집단들을 무시했던 

을 해체한다. 실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실제 총인구의 반을 구성하는 여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공동체의 집단을 포함하는 포  평화를 낳는데 따르는 통찰들을 생산했다.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논함에 있어, 평화 구축 과정에서 성평등의 정신을 지니고 권력 배

분, 권한, 의사결정에 심을 기울이는 페미니즘 리더십에 주목하는 것은 요하다. 미얀마 신학 연구소

의 Mai Aye Aye Aung이 수행한 두 번째 연구과제는 미얀마에서의 효율 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과정을 한 페미니즘 리더십에 을 맞추었다. 이 연구는 평화 상 과정에서 페미니즘 리더십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미얀마에서 요구되는 젠더 정의와 역량 강화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여성들에게 권

한을 부여한다. 만일 군사 정권 이후의 정부가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의 요한 역할을 이해하

고 여성들의 노력에 지속 으로 지지를 보낸다면, 평화를 한 여성 리더십의 도 과 극  평화는 

성취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연구에서 Aye Aye Aung는 미얀마 평화 구축 과정에서 권력 배분, 

권한, 의사결정과정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페미니즘 리더십의 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페

미니즘 리더십의 요구는 단순히 미얀마에서의 평화와 화해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록 리더십에 있어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요하나, 페미니즘 리더십은 여성  사회화에 기

한 리더십의 유형 그 이상이며, 남성들 한 페미니즘에 찬성할 수 있고 페미니즘의 목표들을 염두에 

두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는 젠더 이분법과 젠더 형화를 경계해야 한다. 권력의 배분과 민주  계

의 추구는 미얀마 사람들의 삶의 경험, 가치, 사유에 민족, 인종, 계 , 젠더의 효과가 반 되므로 국가가 

젠더뿐만 아니라 억압과 특권의 다른 형식들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복합 인 페미니즘의 

목표다. Mai Aye Aye Aung는 지식, 태도, 기술을 반 하는 역량이 여성 리더들이 평화 구축자가 되는데 

필수 이라는 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부분의 여성들이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 리더가 되기 

해 평화 상을 하는데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한다는 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연구에 따르면, 

평화 구축에 있어 여성 리더십에 해 논할 때, 미얀마 여성들에게 평화 연구에서의 문  배경이 없다

는 이 강조되었다. 비록 여성과 소녀들이 투원이자 평화 활동가로서 선에서 극 인 역할을 수

행했더라도 평화 연구들에 한 지식과 정치사회 으로 견고한 감각을 지니는 것이 평화 구축 과정에

서 여성 리더가 되는데 핵심 이다. 재, 공식  평화 상들은 남성들이 지배하는데, 평화 상 과정

에서 젠더 차별이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상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평화 구축을 하여 페미니즘 리더십은 요하며 공식 인 무 에서 성인지 인 평화 구축이 핵

심 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여성들은 한 평화 구축에 한 지식과 기술의 측면에서 다른 남성 상

자들과 동등한 수 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비록 평화를 하여 분리 으로 활동하는 것이 종종 필요

하다 하더라도 이제 남성들이 성인지 인 평화 운동에 한 페미니즘의 강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시

간이다. 이에 더해, 기교있는 상은 여성 리더들의 핵심 성공요인  하나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

은 문제를 논의할 한 시기를 알아야 하며 논리 이어야 한다. 나아가, 성공을 해 계속해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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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노력하며 의사소통 기술을 쌓는 것은 이 나라의 효과 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과정을 한 

페미니즘 리더십이 되기 해 가장 기 이고 토 인 요소일 것이다.

세 번째 연구 과제는 환경 련 정책  로그램들로 야기된 갈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쟁에 연 된 토

지  자원 유의 복잡한 배치 속에 있는 젠더화된 역학을 다룬다. 환경 갈등은 다양한 사회 집단의 

여성과 소녀들을 여러 문제와 역경에 처하게 한다. 반면 REDD+(산림 용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와 같은 국제 기제를 포함한 환경 문제를 다루기 한 노력들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문제 

 욕구들에 한 심은 제한 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노력들은 핵심 행 자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이 행 자들은 자신의 치를 보장하기 해서 젠더화된 응을 발 시킨다. 이 맥락에서 안보

는 복합 인 젠더화된 권력 계들에 련된다. 베트남 사회과학 학술원 문화학 연구소의 Ms. Phan 

Phuong Hao는 자신의 연구 과제에서 2014년부터 UN-REDD 2단계의 REDD+ 계획 사업 상지로 비

되어 선정된 소수민족 공동체 Kala Tongu 마을 지역 주민들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에 을 맞춘다. 

연구자는 페미니즘 정치생태학 틀을 채택하여, 권력이 있는 당사자들과 그와 연 된 사람들을 비롯한 

지역의 산림과 산림지에 한 근권을 결정하는 다양한 젠더화된 요인들의 역할을 탐구한다. 이 연구

에서 Phan Phuong Hao는 사례 연구로서 베트남 부 고원 지역 Kala Tongu 마을에 해 이야기하면서 

토지 근권과 련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탐구한다. 특히, 이는 을 재배하는 논과 커피 경작지를 

비롯하여 토지에서 이익을 얻는 이 모계 사회 여성들의 여러 기제들에 을 맞춘다. 다양한 연령, 혼

인 여부, 사회  배경을 지닌 세 여성들의 을 통해서 이 논문은 여성들의 땅에 한 근권을 형성

하는 데 있어 친족  부부 계가 수행하는 역할을 밝힌다. 이론 으로, 페미니즘 정치생태학(Rocheleau 

et al. 1996)에 근권  통치의 개념이 엮인 개념  틀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는 천연자원에 련한 

근권과 통치에 있어 젠더와 여타 사회  구별들 사이의 상호 계를 밝힌다. 이 연구를 한 자료는 

다수 심층 면 , 참여 찰, 생애사와 같은 질  연구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이 논문의 목 은 고지  

마을에서 토지와 산림의 혜택을 얻기 해 일상 으로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세 

여성들의 생애사는 토지와 숲에 한 근의 측면에서 차별  특권을 드러낸다. 이는 특히 여성들이 

통 으로 토지, 재산, 양육에 해 더 큰 통제권을 가진 모계 사회에서 잘 드러난다. 이혼한 여성들의 

경우, 토지와 노동에 한 근권을 얻기 해 부부 계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허구  친족을 포함

하여 토지에 한 근권을 구축하는 안  방식들을 찾아야만 했다. Ka E.와 Ka H. 같은 결혼한 여성

들의 경우, 남편의 가족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활용하여 토지에 한 근권을 확 하려 노력했

다. 가정의 회계 담당자로서 이 여성들은 한 재정  문제와 아이들(특히 딸들)의 안녕에 해 더 많이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이야기들은 알고 보면 개인 인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들은 한 그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사회문화 이고 정치 인 문맥들을 포착한다. 계속 자기 집안의 논을 걱정했던 Ka E.

를 제외한 나머지 두 여성들은 커피 경작지를 구축하고 지속하는데 더 많은 심을 기울 다. 1990년  

이래로 부 고원지 에서 커피 재배가 성황하게 되면서, 커피 수확지는 가장 가치있는 생산지로 간주

되어왔다. Kala Tongu 마을에서 커피 재배장은 집의 정원이나 과거 농사를 짓던 땅뙈기를 개조한 것

이다. 오늘날, 다수 커피 경작지는 이 에 산림지 거나 재도 그러하며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커피 경작지들은 지난 십 년 간 고지거주민들 사이에서 공식 인 서류 없이 사고 팔렸다. 

이는 아마도 어떤 가족 구성원이 밭을 거하고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친지들을 후속 작업에 동원하여 

커피 재배지로 개조한 데서 시작되었거나, 산림의 일부를 두 사람이 구입해서 나무를 치우고 습 인 

소유권을 확립한 데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 Kala Tongu 마을에서 재배지를 경작하는 과정은 결과 으로 

'산림 (forest officers)'들로 변되는 국가와 정부의 법  개 에 한 투쟁에 하게 련되어 있었

다. 이는 살림지에 한 법이 엄격해지고 산림 회사가 지역 주민들의 커피 나무들을 다수 제거하기 시작

했던 2000년   Kala Tongu 마을 주민들의 토지 시 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이 유일한 집합  행동은 

Kala Tongu의 남성과 여성 모두를 끌어들 기 때문에 그다지 젠더화 된 것은 아니었다. REDD+가 부 

고원지 와 REDD+가 시범 으로 시행되었던 다른 마을들에 도래하면서 (국가의 에서) 산림 보호

라는 '옳은' 실천이 추진될 것으로 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서 통 인 방식의 토지 

근권과 국가가 강제하는 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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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3. 민족, 종교, 섹슈얼리티 

“Ethnicity, Religion, and Sexuality”

<연구 배경  목 > 

아세안 지역은 다양한 민족들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지역에서 종교들은 사회의 질서에 핵심  

역할을 한다. 많은 경우 종교들은 공식 으로 다양한 수 의 인간 계들을 확립하고 규제하며,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의 경계를 정하고 국가와 시민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데 사용된다. 비록 문화와 종교가 

자주 분리된 범주로 취 되곤 하지만 종교는 문화의 한 요한 요소이다(Raday, 2003). 시민들의 구성에

서 민족의 다양성이란 일부 종교들이 한 국가의 사회  구조의 발 에 지배 이거나 규범 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와 종교는 젠더 구조의 원천이며 많은 사회들에서 성평등의 요구를 

막는 변론에 사용되곤 한다(Raday, 2003). 

여성과 련하여 젠더 구조들은 많은 경우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한 들과 매우 한 

련이 있다. 사 , 성 , 재생산  삶의 역은 다수의 문화들(과 종교들)에서 심 으로 기능하며 문

화  실천과 규칙들에서 지배 인 주제들을 형성한다(Okin, 1999). 많은 문화와 종교들은 공  역이나 

특정한 종교 , 혹은 문화  환경에서 여성이 옷을 입고 행동하는 한 방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규정한다(남성에게는 덜 그러하다). 한 성  계의 측면에서 여성들의 도덕성은 남성들에 비해서 종

교와 문화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재단된다. 여성의 치와, 여성이 삶의 사 인 역과 공 인 역 사

이를 유동 으로 오가는 능력은 사회가 여성들의 신체  행 나 표 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있을 것

이다.

아시아의 맥락에서, 특히 아세안 지역 내에서, 여성이 다른 (남성) 시민들과 동일한 기  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막는 윤리 ･종교 인 규범에 직면하여 자신의 치와 상을 질문함으

로써 자신이 처한 다문화  문맥 속에서 젠더 정의를 성취하는 능력을 찾아보고  찾아보는 것은 요

하다. 범 하게는 재생산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섹슈얼리티의 문맥은 분석들에 

<주요 논의>

의 세 개별 연구 과제들은 쟁, 환경  농업과 련한 갈등을 비롯한 분쟁들, 평화와 평화 구축과정, 

인간 안보에 하여, 다양한 사회  배경을 지닌 여성들의 개인 이지만 정치 인 서사들을 탐구하고, 

기록하고, 분석했다. 이 연구 과제들은 분쟁과 평화  평화 구축 과정, 그리고 공식  평화 상이나 

공식  환경 사업을 통한 “개입”에 존재하는 권력 계의 젠더화된 역학 속에 놓여있는 여성들의 투쟁의 

층 들을 분석했다. 이 개별 연구 과제들 모두 함께 다음 분석  측면들에 기여하 다. 

첫째, 연구 결과들은 갈등, 쟁 그리고 평화에 한 군국주의 , 선 , 남성 심  을 해체한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여성들은 평화 구축 과정과 삶에서 포 인 인간 안보를 성취하면서 자신의 역할

과 치를 발 시킨다. 여성들의 행 성은 젠더화된 역학 속에서 스스로 평화 구축 과정의 길을 찾는다. 

아체 여성들은 평화 운동을 개척하고 나아가 이를 이끌었지만 공식 인 평화 상에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자신의 방식 로 그들의 평화구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둘째, 이 연구 결과들은 

평화 구축 과정에서 비페미니즘  리더십을 해체한다. Mai Aye Aye Aung은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정치  측면들이 요한 역할을 하는 복잡하고 다면 인 분쟁들을 보여 다. 따라서 평화 구축은 진정

으로 선 인 과정이 아니다. 페미니즘 리더십은 평화 구축이 변 이고 지속가능한 과정이 되기 해

서 요구된다. 젠더화된 정치학과 젠더화된 권력 계로 가든 찬 평화구축 과정에는 페미니스트 지도자들

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 결과는 환경과 농업 갈등에 한 남성  을 해체한다. Phan Phuong Hao은 

토지, 조경, 농업 자원, 그 외 여성들이 의존하는 여타 모든 천연 자원들에 한 젠더화된 근권과 통제

권에 연 지어 일상 인 환경  농업 갈등에 한 여성의 서사를 탐구했다. 다양한 사회 집단의 여성들

은 천연 자원의 리에 있어 복합 이고 다층 인 젠더화된 권력 계들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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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한 요소이다. 섹슈얼리티는 여성들이 각자의 삶에서 동등한 자리를 요구하는 데 있어 더욱 두드

러지게 이의가 제기되는 요소로서 리 퍼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족, 종교, 그리고 섹슈얼리에 한 

연구과제의 하 주제는, 따라서 어떻게 민족, 종교,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아세안 지역 여성들의 삶 속에

서 교차하는지에 해 논한다. 이 하 주제 하에서, 제출된 세 논문들은 정치  참여라는 공  역,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상황에서 결혼 경험, 그리고 여성성의 문제에 한 여성들의 서사와 같

이 상당히 다양한 역에 있는 여성들의 삶을 살펴본다.

<주요 연구 결과>

Kurniawati Hastuti Dewi는 네 명의 자바지역 이슬람교 여성들이 어떻게 경건과 도덕  처신이라는 념

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정치  리더십이라는 공  역에 있기 한 상을 하는지를 고찰했다. 경건

과 도덕 모두 공통 으로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을 둔다. Dewi는 인도네시아에서 정치  리

더가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네 명의 자바지역 이슬람교 여성 정치인들을 추 한다. Dewi의 

연구는 여성들이 공  역에 있기 한 승인을 얻는데 직･간 으로 부과되는 경건과 정숙함의 한 

요한 상징이 베일(혹은 이슬람교의 머리복장)이라는 을 밝힌다. 베일은 매우 남성 인 정치의 장에

서 여성들이 자신의 방식들을 략 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이는 한 들의 에 자신의 성 인 

도덕성을 확인하게 하는 데에 쓰인다. 이에 더해, 여성 정치인들은 성역할에 한 자신의 정숙함과 충실

함을 에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종교  기 의 장단에 따르는 수행을 한다.

Preeya Keawpimon는 고등교육을 과정을 따라가면서 결혼하기로 결정한 이슬람교 여학생들이 처하게 

되는 환경과 상황을 조사한다. 이 결정은 결혼 이외에 낭만 이거나 성 인 계를 가질 수 없는 종교  

계율과 조건들에 순응하려는 여성들의 욕구에서 큰 향을 받았다고 가정된다. 연구자는 한 여성의 

결혼 경험과 결혼에서의 삶의 안녕을 결혼이 여성의 고등교육을 용이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식에 연 지어 고찰한다. Keawpimon는 결혼하고도 여 히 학사 학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섯 명의 

여학생들을 인터뷰했다. 이 학생들은 태국 남부의 이슬람교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태국의 이슬람교도이

다. 이 이슬람교 여학생의 서사들은 종교  가르침에 한 존 에서 결혼하기로 한 자신들의 선택을 

사회가 승인해주기를 원하는 바람을 보여 다. 결혼하라고 설득하기 해 부모나 가족 역시 종교 인 

주장을 이욯하여 부추기는 바람에 결혼한 응답자들도 있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여학생들은 결혼 생

활에 처하는데 있어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는 여성들이 가사 책무의 많은 

부분을 맡기를 요구하는 결혼생활에서의 노동의 성별 분업 문제와 련될 수 있다.

Premalatha Karupiah는 말 이인이자 이슬람교도인 여성들의 여성성 념에 한 정의와 동일시를 고찰

한다. 연구자는 말 이시아에서 열두 명의 문직 말 이인 이슬람 교도 여성들을 인터뷰하 고 말 인

이자 이슬람교도라는 맥락 속에서 여성이라는 념에 해 질문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여성성에 

한 본질주의  을 가진 경향이 있다는 을 발견했다. 이들은 여성에게 온화함 혹은 lemah 

lembut (여성의 신체  움직임  행동이자 인내심과 용이 있음과 같이 보다 무형 인 특징으로 정의

된다)가 있거나 이를 보여주는 것이 요하다고 믿는다. 여성들은 한 말 이 이슬람교 여성들은 외모

에 심을 가져야만 하는데, 외모에서 가장 요한 은 정숙함과 련된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했다. 

한 특히 어머니답게 됨으로써, 그리고 가정에서 부엌이 여성의 공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성 역할을 

충족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다른 한편, 이 여성들은  여성의 정체성은 경제 으로 독립 이

고 높은 이동성을 가지는 것과 같이 더 남성 인 념과 결부되었던 자질들을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

고 느 다.

<주요 논의>

비록 이 연구들이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의 동남아시아 지역 여성들에 걸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

과에 해 일부 공통 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성역할과 기 들은 (종교 이고 민족 인 

향에 의해 생산된) 문화 인 맥락이나 역들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규정된다. 여성들이 자신의 삶

의 사  역과 공  역 사이에서 이동성을 더 증 하고 유동 으로 만들기 해서 문화  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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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부장  요소들과 지속 으로 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상들은 어도 당분간은 여성들

이 공  역 보다는 사  역 내의 역할을 여 히 최우선 이라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여성들의 

상은 나아가 그들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역할과 련한 사회의 기 들을 선회하곤 한다. 신체를 

가리는 것은 이 세 연구를 통하여 퍼져있다. 실제로 베일을 쓰는 것, 합법 인 결혼 배우자에 의해서

만 벗겨질 수 있는 신체의 신성불가침성, 그리고 핵심 인 가치 혹은 여성성으로서의 (특히 신체 인) 

정숙이 그 이다. 비록 이 연구들이 이슬람교의 문맥에만 을 맞췄다는 면에서 한계 일 수도 있지

만 다른 한편으로 이 논문들은 상당히 다양한 민족 , 문화  상황들을 보여 다. 이 연구는 세 개의 

다양한 국가들과 련되어 있음에도 이슬람교에 한 사회  해석의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

다. 그러나 이 논문들은 한 젠더 구조들이 생산되는 방식에 있어서 일부 변형을 형성하는 민족 이고 

지역 인 문화들과 이슬람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들은 비록 

여성들이 교육 인 성취를 이룰 때조차도 그들이 살고 있는 젠더화된 역들은 계속해서 불평등을 

속시킨다는 을 보여 다. 사회는 종교와 민족에 의해 생산되는 문화들을 통해 지속 으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한 통제권에 향을 미쳐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한 기  에서 권리들을 향유하는데 

무능력하게 만든다.

이 세 연구들과 련하여 젠더 연구  페미니즘 연구에 해 성찰해볼 수 있다. 여성의 젠더화된 역

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서 친 한 국면들을 조사하고 면 히 살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연구자는 특히 장 연구 기간과 

후 시기에 지식을 생산하는 에서 자신의 치들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연구 

참여 상자보다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가?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과의 상

호작용에서 얻은 지식의 가치에 해 어떻게 생각하며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지식의 설명에서 어떤 자

리를 부여받는가? 여성들의 삶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자의 입장은 연구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한 결

과로 변화했는가? 연구 과정은 연구자들이 궁극 으로 여성의 지 를 상승시키고 젠더 정의를 달성하

도록 도울 변화의 행 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가? 이것이 젠더 연구를 가르치고 행하는데 있어 

고려하면 유용할 몇 가지 질문들이다.

Theme 4. 젠더, 이주, 문화 

“Gender and Migration: Asian Women on the Move”

<주요 연구 결과>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를 포 하는 세 가지 사례연구를 포함한다. 이 사례연구들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경험을 면 히 살펴보면서 송출국들의 에서 국제 이주 정책  제도들에 

한 성인지  통찰들을 제공한다. 

Elizabeth Dewi는 인도네시아 자와틍와 주(Central Java)에서 귀국 여성들과 이주자 가족의 역량강화  

빈곤 감소에 을 맞추어 인도네시아인 가사 노동자들의 송  양식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격차를 

조사한다. 이 사례 연구의 목 은 (1)인도네시아 여성 가사 노동자들(Indonesian Female Domestic 

Workers, FDWs)의 공동체와 지역 발 에 이주가 미친 엄청난 향을 조사하고, (2)여성 가사 노동자들

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 단계에서 빠져나오기 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과 남성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념하는데, 특히 여성 가사 노동자들의 이주로 

많은 통  젠더 양식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과 련하여서 힘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과 남성들이 목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해서 그들에게 을 맞춘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이주로 인한 혜택은 

특히 송  수혜자들의 문제와 련해서(재정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가정에서 부양자 역할) 여 히 

남편들, 공동체, 한 그들 자신에 의해 양가 으로 해석된다. 결과 으로, 지식, 교육, 자원의 부족과 

결합되어, 여성 가사 노동자들은 자신의 재정을 리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상황에 한, 특히 아내로서 자신의 성역할과 련한 죄책감을 다루어야만 한다. 게다가, 공동체(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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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 구성원들을, 특히 귀국한 여성 가사노동자들의 능력이나 기술 발 을 지원하기 한 계획이

나 략의 공식화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기  성장을 진하도록 송 액의 잠재

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장려하고, 구하며,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Melanie Reyes는 필리핀 결혼 이주에서의 규제  통치와 여성들의 행 성을 면 하게 살펴본다. 이 사

례 연구는 한국 국 민과 결혼한 필리핀인 여성들의 결혼 이주에 을 맞춘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온 결혼 이주자들의 세 번째로 큰 수용국이다. 이 연구의 목 은 (1)결혼 이주의 용이성에 향을 미치

는 존하는 규제  통치의 틀을 살펴보고, (2)비 으로 련 문제들을 분석하여 여성들의 행 성 발

휘에 한 규제들의 실행에 문제를 제기한다. 연구자는 한국 국 민과 결혼한 두 명의 필리핀 여성을 

인터뷰 했다. 두 사람 모두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했을 당시 20 다. 부분의 결혼 이주 사례들과 

달리, 이 부부들은 결혼 로커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만났

다. 이 논문은 어떻게 이 두 여성들이 자신의 행 성을 행사하고 한국인 남편과의 계에서 자신의 정체

성을 상할 수 있었는지를 밝힌다. 그들의 행 성은 그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존하는 구조들과 문화

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과 련된다.

Davy Top은 캄보디아에서 여성 노동 이주에 련한  상황  정책들을 검토한다. 이 사례연구의 목

은 (1)캄보디아에서의 국제  노동 이주 상황과 캄보디아 정부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직면

한 문제들을 조사하고, (2)국제 노동 이주에 있어서 캄보디아인 여성들을 통치하는 존하는 규제, 법, 

국제 약을 논의한다. 태국과 말 이시아가 합법  혹은 불법  통로 양자를 통한 캄보디아인 이주 

노동자들의 목 지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차 법한 캄보디아인 노동 이주자들의 일반 인 목 지가 

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한국과 일본에 비해 말 이시아와 태국에는 캄보디아인 이주 노동자들이 맞

닥뜨리게 되는 학 , 착취, 인신매매에 련한 훨씬 더 많은 수의 보고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더해, 여성

들의 이주에 기여하는 요인들은 경제  요인들, 사회  배제, 사회문화  실천들이다. 국제 이주 노동이 

보호받고 안 하기 해서는 해외에서 일하는 것과 일터에서의 권리들, 그리고 여타 차들에 하여 

합법 이고 제도 인 방안들이 잠재  이주 노동자들에게 고지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주 

과정의 통치를 개선시킬 정책  조치들  기 들이 발 되어 발 을 지속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 이주

가 지향하는 바 로 진되어 가계 경제와 노동 시장 발 에 연동되도록 보장하기 해서 더 많은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논의>

이 세 가지 사례 연구는 여성 이주자들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고국의 지속가능한 발 에 한 그들

의 사회경제  기여를 활용하기 한 국가 정책  본국과 수용국 간 지역  통치의 개선이라는 측면에

서 요한 정책  함의들을 보여 다. 이 연구에서 검토된 이주 여성들의 이주 경험은 한 여성들의 

행 성과 역량강화에 우리의 심을 기울이게 한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세 사례 연구들은 이주 여

성들이 공사 역에서 자신의 역할과 치에 한 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불평등한 권

력 계에 항하는 방식을 보여 다. 이주 여성들이 이주하기로 결정할 때 략  선택을 하면서, 겉보

기에 무력한 여성들이 착취와 불평등을 시정할 집단  권력을 조직하기 한 '통제의 공백들'을 개척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여성들의 역량강화는 이 여성들이 그들 자신을 해 말할 수 있기 

에는 완 히 실화될 수 없다. NGO, 개인들, 그리고 이주 여성들 간의 연합과 연 는 효과 인 정치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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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5. 여성성, 문화, 미용산업

“Femininity, Pop Culture and Beauty Industry”

<연구 목 >

본 연구 주제는 여성성이 어떻게 여타 문화  요소들  권력 구조들, 특히 가부장제, 자본주의 그리고 

종교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것들을 형성했는지를 고찰한다. 여성성은 여성들의 신체에서, 혹은 신체

를 통해서 표 되어 왔다. 미는 어떻게 신체가 규제되는지를 반 하는 한편, 다양한 문맥 속에 있는 매

우 많은 여성들의 항과 투쟁의 장소가 되어 왔다. 여성들은 여성의 신체에 한 이미지들을 구성하고 

 그것을 투사하면서, 여성성의 개념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타인들에 의해 평가된 가치와 상한다. 

미와 패션은 통제와 논쟁의 자리로 이용되었으며 자본주의 시장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시장에 

내놓아졌다. “여성성, 문화 그리고 미용 산업” 이란 주제 하에서, 세 논문들은 어떻게 미가 사회  

삶의 다른 국면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어떻게 여성들이 미를 통해 그들의 젠더에 한 기 를 상하는

지를 살펴본다. 

<주요 연구 결과>

미는 가치가 매겨져 시장에서 거래되기 해 이미지들을 통해 시되고 있었다. “어떻게 정숙해야 정숙

한 패션인가? : 인스타그램에서 이슬람교도 여성들의 과잉가시성(hypervisibility) 문맥 내의 정숙함 개념 

고찰”에서 Norainie Ahmad는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슬람교도 여성들의 미와 여성성이 구성되고, 

투 되며, 경합하게 되었는지를 그린다. 미, 여성성, 그리고 종교  실천에 한 개념들은 혼합되고, 해

석되며, 시되고, 상되었다. 여성들은 인스타그램 상에서 정숙한 패션에 한 자신의 변형들 보여주

었고 다양한 객들은 이를 칭찬하거나 비 하 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 상호작용은 어떻게 여성성

이 규제되고 상되는지를 보여주었다.

Aquarini Priyatna 는 “  인도네시아 문화에서의 자서   기 속 여성성” 에 한 연구에서 여성 

유명인들이 노년 여성의 이미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표 했는지에 해 이야기한다. 비록 미의 주된 한 

요소가 음임에도, 지면 속에 거론된 여성들은 독자들에게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이든 여성들은 여 히 유행에 민감하고 활동 일 수 있다. 여기서 여성 

유명인들에 의해 묘사된 미의 개념은 음을 유지하려는 시도와 나이든 여성들을 한 미의 확장 모두

를 포함하 다. 

Kim Hyun Gyung은 “ 이-뷰티(K-Beauty)의 아시아 횡단의 정치학: '이  앞'(이화여자 학교 정문 앞) 

화장품 의 이미지들을 심으로”에서 '한국의 미의 표 '이 어떻게 이해되고 제시되었는지를 고찰한

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이 지역 여성들에게 안 인 여성  외모를 소개했다. 한국 

시장에서 유행하고 선호되는 얼굴의 특징과 피부결이 이-뷰티(k-beauty)의 표 을 선택한 동남아시아

의 고객들에게 제시되고 있었다. 

<주요 논의>

이 세 논문들은 미가 특정한 문화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드러낸다. 각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는 

종교, 계  등과 같은 다른 문화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거나 경합하게 되었다. 여성들의 

외모와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쟁 인 미의 표 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여성들은 이미지들을 통

해 그들의 젠더화된 자기를 투사하면서 표 과 상하려 노력한다. 소셜 미디어는 여성들이 미의 표

을 경합하고 타인들을 규제하는 요한 장으로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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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6. 젠더, 성교육, 문화

“Gender, Sex/Sexuality Education, and Culture”

<연구 목 >

이 주제 상의 세 논문은 교육, 종교, 가족, 문화가 젠더(즉, 자기-정체화, 사회문화  기 들, 여성성, 남

성성, 혹은 간성의 사회  구조화), 섹스(즉, 인체의 생물학 , 신체 , 생리  특질들), 그리고 섹슈얼리

티(즉, 타자를 향해 발달되는 개인의 흥미, 매력, 그리고 계성)를 이해하는데 있어 수행하는 요한 

역할을 정한다. 이 동 연구 분과의 모든 구성원들은 활동가-페미니스트 입장을 취하면서, 문헌들

( : 국가 정책, 학교 규정, 교육과정/교과목/교수요목, 교재)에 한 비  분석, 학생과 교수 인터뷰, 

수업 참 을 수행하는데 동의하 고, 모아진 자료를 다각 으로 분석하기 한 여타 방법들 찾았다. 우

리는 한 연구 상 국가에서 성 교육의 역사  배경을 제시하며, 성 교육을 기  교육 과정의 틀로 

제도화하고, 통합하고, 시행할 방법들을 권고하기로 동의하 다. 이 연구 분과에서, 섹스 교육과 섹슈얼

리티 교육은 동일한 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인다.

<주요 연구 결과>

인도네시아의 Desintha D. Asriani는 인도네시아 청소년 집단에 한 성교육의 시행을 고찰하면서 국제 

기구들, 그리고 다양한 학교의 맥락(즉, 이슬람 학교, 공립 학교, 카톨릭 학교)을 지닌 학 의 교사  

학생들과 종교 근본주의자들 간에 벌어지는 지역  긴장들의 서사를 풀어냈다. 연구자는 비록 국가

･지구  수 에서 강력한 계 기  간 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성  재생산 건

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그리고 성 교육에 련한 존하는 다수의 

법과 정책들은 자유화와 포르노그래피  행 의 기반으로서 부정 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자

는 인권옹호론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섹슈얼리티 담론에 매우 큰 향을 미친 한편, 신

인 교사들과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학 에 성 교육을 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찰했다. 연구자는 교사들이 국가  페미니스트 운동가들과 국제 기구로부터 필요한 훈련과 교과 

개발을 한 지원을 얻었고 종교의 시각을 통해(즉, 계의 형식들, 사춘기의 요성, 혼  성 계와 원

치 않는 임신의 향들에 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재생산 건강”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에 주목하 다. 이 동 연구자는 근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교사들을 치하하고 성평

등과 인권의 에서 섹스와 섹슈얼리티에 해 청소년들과 더 깊은 토론을 해볼 것을 권고하 다. 

연구자는 한 정부가 종교근본주의자들에 도 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을 완 히 통합하여 시

행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어 더욱 극 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Johee Kim은  다른 한국의 공동 연구원과 함께 한국 성 교육의 역사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를 살펴보고, 교육부의 '학교 성 교육 표 안(School Sexuality Education Standards , SSES)'과 십 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 한 정부의 여타 규제 정책들을 분석하 다. 연구자는 성 교육에 한 미디어의 

향은 한국에서 우편 주문을 통해 배달되는 일본 포르노그래피 인쇄물들이 소비되고 학생들이 외설

인 “활동 사진”을 소비하는 문제가 신문지상에서 논의된 1920년 에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연구자는 

1980년  페미니즘 운동은 사람들이 성 교육에 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특히 성 행 를 

묘사하는 화, 비디오, 게임, 통신매체와 같은 자료들에서 “음란물”에 을 맞추는 한국의 정책에 문

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한 응으로, 연구자들은 기술이 진보되고 사이버 

상에서 연결되는 나라에 걸맞지 않은 규제 정책에 반 하면서 페미니스트 미디어 리터러시(feminist 

media literacy)를 권고했다. 연구자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서 표 된 메시지와 이미지의 서사 

 의도를 독해하고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비  역량”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 미디

어 교육은 십 를 다양한 미디어 이미지들의 소비자인 “디지털 네이티 (digital natives)”로 보며, 페미니

스트 미디어 리터러시는 십 들이 미디어 생산 과정에 해 성찰할 수 있게 하고 책임감 있는 안  

미디어 이미지들의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성교육에 있어 효과 인 근법이다.

Mercy Karuniah Jesuvadian는 싱가폴의 성교육에 한 기 분석을 시도하면서, 성 교육의 틀과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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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 MOE)의 “성장기와 자율  십 (the Growing Years and Empowered 

Teens)” 로그램, 그리고 두 등학교에서 P5-P6(11-12세 아동)을 상으로 설계되어 사용되는 수업계

획과 여타 교육 자료들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비  문헌 분석을 기 로 싱가폴은 1970년 부터 오랜 

성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과, 교육부의 포  틀은 성교육에 한 세 갈래의 근(즉, 가정, 

공동체, 학교)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가족이 핵심  지주가 되고 가정이 개입에 필수불가결한 

공간이라는 을 밝혔다. 연구자는 한 비록 교육내용 설계와 자료들이 본질 으로 세속 이며 연령 

맞춤형이라 하더라도, 교육 과정은 포 인 것이 아니라 욕을 심으로 하며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방에 을 맞추고 있다는 을 밝 냈다. 연구자는 교사들이 아동들과 섹슈얼리티를 토론하는 화

 근법을 사용하고 학습 자료와 수업 계획이 덜 규범 이고 더 아동 심 이도록 하라는 권고를 

제시한다. 이 공동연구자는 자녀들이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문제를 면하게 하면서 일부 가족 구성원

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화 ･종교  한계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 으로 지침을 주거

나 그들과 토론할 수 없는 가족을 신하여 친척들, 그리고 경찰을 포함한 신뢰할만한 공동체 구성원들

의 개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주요 논의>

의 내용들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한국, 싱가폴의 성교육 연구는 십  임신, 젠더 정체성 

구성, 성교육에 련하여, 교육, 종교근본주의, 가족, 문화를 내생  요인들로, 학교, 가정, 사회를 이에 

연 되어 논쟁 인 맥락들로 내세웠다. 고도로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지속 인 통신  정보 기술의 보

과 정교화는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를 가르치기 한 획기 인 근법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교실에서 하게 다루어지고 비 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동  청소년 교습자들에

게 확실히 이 된다. 한국 성 교육과 미디어 연구에서 강조되었듯이, 청소년은 인터넷에서 범 하

게 보 되는 지구  정보를 완 히 활용하는 디지털 네이티 들이다. 우리는 이 연구의 결과물, 권고

사항, 함의가 한국과 아세안 지역에서 가족, 시민, 개인들과 련한 국제 공동체, 정부, 학교 행정기 에 

큰 의미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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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ACP 공동연구보고서 출판 

1) 공동연구결과 온라인 출판 (KACP Collaborative Research Publication)

○ 공동연구팀 연구 논문 작성 

- 공동연구개발 워크숍 발표 및 토론 성과

- 팀 코디네이터 및 시니어 자문단이 공동연구자 연구논문 리뷰 및 코멘트 제시 

- 6개 주제에 관한 Introduction 작성 (팀 코디네이터)

- 공동연구자 최종 논문 수정 및 제출

○ AAWS 홈페이지 온라인 게재 

- 공동연구 논문 소프트 버전 작업 완료 

- KACP 공동연구 결과물 공개를 통한 한국 및 아세안 연구자 성과 공유

- website: http://aaws07.org 

○ 공동연구 논문 저널 투고 

- 국제적 여성학학술지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AJWS)에 논문 투고 예정 

- 공동연구논문은 AAWS-KACP 허락 없이 기타 저널 논문 게재 및 인용 금지 

2) 공동연구보고서 출판 (KACP Collaborative Research Report)

○ 공동연구보고서 (미간행) 

- <공동연구보고서> 편집 및 인쇄 

- Chapter 6개, articles 18개, introduction 6개 

<공동연구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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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보고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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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보 및 배포 

1) 웹사이트 온라인 홍보 

○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Website: www.aaws07.org 

○ 4th Congress of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 Website: http://congress2016.aaws2013.org/

○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Website: http://acws.ewha.ac.kr 

2) 이메일 홍보 및 문의 접수

○ KACP 3단계 사업 공식 메일 주소 : 2016kacp@gmail.com

○ 행사 안내 이메일 홍보 : 국내외 아시아여성학회 회원 680 곳, 한국여성학회 포함 국

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학회 홍보 

 

3)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자료집 : KACP 프로그램북 160부 및 KACP 홍보 브로셔 배포 

○ 기관 홍보 자료물 (시행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 

○ 기념품 : 대회 기념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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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미디어 홍보 예시>

○ 아시아여성학회 홈페이지 게재 

○ 베트남 땅롱대학 홈페이지 게재 

○ 베트남 현지 언론(Bài viết của Infonet)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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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가자 평가

1) 참가자 평가설문지 조사

○ 설문 참여자 수 : 참가자 26명 

○ 질문 문항 : 프로그램(13항), 진행관리(7항), 숙박(4항), 행사장소(10항), 총평(6항) 

2) 주요 만족도 평가 결과 : 평균 3.89점 (5점 척도)

항목 평균

로그램

○ 참가 목표 성취도 4.11

○ 로그램 주제와 내용 4.42

○ 라운드테이블 발표 3.80

○ 공동연구 참가자 기여도 3.73

○ 공동연구 코디네이터 발표 4.07

진행 리

○사회자  토론자 4.03

○AAWS-KACP 4.30

○기타 활동(스터디 투어 등) 3.42

○ 로그램 북  기자재 시설 4.15

○정보 제공 서비스 3.50

숙박  장소 

○ 식음 3.53

○ 지 교통 3.42

○ 스탭 진행 리 3.96

○ 숙박 3.84

○ 행사 장소 4.03

3) 참가자 총평

“환 하는 친근한 분 기로 KACP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껴졌다.” (한국)

“공동연구 워크 은 각자의 경험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발표들이었다.” (미얀마)

“공동연구 워크 은 로그램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싱가포르)

“각 분과 별로 발표할 시간이 짧았다. 각 분과 구성원들이 청 들에게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분과 별로 최소한 30분이 필요하다.” (베트남)

“연구 분과 사이의 유 감을 높이고 서로에 해 이야기를 나  시간이 더 필요했다.”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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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었던 발표가 매우 많았지만 동시에 발표가 있어서 다른 연구들을 볼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반 으로 연구들은 모두 흥미롭고 교육 이었다.” (필리핀)

“ 동연구자들의 논문 발표에 좀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여성학 지식과 연구 결과물을 나  좋은 기회 다.” (한국)

“KACP 기조 연설과 체 발표는 훌륭했고 매우 자극이 되었다.” (말 이시아)

“젠더, 민주주의, 아세안의 발 , 그리고 아시아의 여성학에 한 매우 통찰력 있는 

연설들이었다.” (한국)

“우리가 성공 인 동 연구를 해내길 바란다면, 우리는 자료를 수집하고, 세부사항

을 분석하고, 함께 토론하기 해 더 효율 인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한국)

“KAWSLN 회의를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캄보디아)

“체계 인 회의, 한 배치, 그러나 시간 리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태국)

“풍부한 토론을 한 비가 용이하도록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인도네시아) 

“ 문가들에게 여성의 권리에 해 많이 배웠다. 아시아에서 여성의 권리를 한 모

든 노고에 감사드린다.” (미얀마) 

“나의 지식을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한 다른 학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나에게는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다. 이 로그램에 매우 감사하며, 나의 동료와 

친구에게 이 로그램을 추천할 것이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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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평가 설문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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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eme
Photo Position Name Country Current Affiliation

Violence 

against 

Women

Research 

Coordinator

Odine de 

Guzman
Philippines

UP Center for 

Women's and Gender 

Studies

Research 

Collaborator
Min Sook Heo Korea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Collaborator

Viengdavong

Luangsithideth
Lao PDR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Research 

Collaborator
Su Yin Htun Myanmar

Department of Law, 

Mandalay University, 

Myanmar

Peace, 

Environment 

and Security

Research 

Coordinator
Mia Siscawati Indonesia

Graduate School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University of 

Indonesia

Research 

Collaborator
Eka Srimulyani Indonesia

International Centre 

for Aceh and Indian 

Ocean Studies

Research 

Collaborator

Mai Aye Aye 

Aung
Myanmar

Myanmar Institute of 

Theology

Research 

Collaborator

Phan Phuong 

Hao 
Vietnam

Institute of Cultural 

Studies, 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부록 3. <Part 2 발표자 및 주요 참가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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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eme
Photo Position Name Country Current Affiliation

Ethnicity, 

Religion, and 

Sexuality

Research 

Coordinator
Noraida Endut Malaysia

Universiti Sains 

Malaysia 

Research 

Collaborator

Kurniawati 

Hastuti Dewi
Indonesia

Research Centre for 

Politics, The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LIPI)

Research 

Collaborator

Preeya 

Keawpimon
Thailand

 Faculty of Nursing, 

Pattani campus,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Research 

Collaborator

Premalatha 

Karupiah
Malaysia

School of Social 

Sciences, Universiti 

Sains Malaysia 

Gender, 

Migration, and

 Culture

Research 

Coordinator
Julia Jiwon Shin Korea

Department of 

Soci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Collaborator
Elisabeth Dewi Indonesia

Parahyangan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Research 

Collaborator
Melani Reyes Philippines

Miriam College- 

Women and Gender 

Institute

Research 

Collaborator
Davy Top Cambodia

Parliamentary Institute 

of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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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eme
Photo Position Name Country Current Affiliation

Femininity, 

Pop-Culture, 

and the 

Beauty 

Industry

Research 

Coordinator

Chalidaporn 

Songsamphan
Thailand

 Thammasat 

University

Research 

Collaborator
Norainie Ahmad Brunei 

Institute of Policy 

Studies,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Research 

Collaborator
Aquarini Priyatna Indonesia

Department of 

Literature and Cultural 

studies, Faculty of 

arts, Universitas 

Padjadjaran

Research 

Collaborator

Hyun-Gyung 

Kim
Korea

Korean Women’s 

Institute 

Gender, 

Sex/Sexuality 

Education & 

Culture 

Research 

Coordinator
Aileen C. ParK Korea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Research 

Collaborator

Desintha Dwi 

Asriani
Indonesia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Collaborator

Mercy Karuniah 

Jesuvadian
Singapor

Early Childhood and 

Special Needs 

Academic Group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 NTU

Research 

Collaborator
Joohee Kim Korea

Korean Women'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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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Introduction

Eun-Shil Kim

Eun Shil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and 

Director of Korean Women's Institute (KWI) at Ewha Womans University. She has 

written widely on women, body and modernity issues.

Grace Javier Alfonso

Dr. Alfonso is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Philippine Society for Distance Learning, 

the UP Open University Foundation Inc., and Chair of th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 Technical Panel for Transnational and Distance Education. She 

is often a member of the Adjudication Committees for the Asian Association of Open 

Universities (AAOU) Annual Conferences

Suwanna Satha-Anand

Suwanna Satha-Anand is currently a professor at Philosophy Department, Faculty 

of Arts,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and a council member of AAWS. Her 

teaching and research interests cover the fields of Buddhist and Chinese Philosophy, 

Philosophy of Women, Social Change and Religion.

Carolyn Sobritchea

Carolyn I. Sobritchea i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he is also 

a former Director of the UP Center for Women Studies, and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gender expert on the Philippines.

Kristi Poerwandari

Kristi Poerwandari is currently the Chair of the Gender Studies Graduate Programme 

and the Vice-Chair of the Interdisciplinary School at Universitas Indonesia. Her 

education background is psychology, women's studies and philosophy.

Aurora Javate de Dios

Aurora Javate de Dios is currently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Women and 

Gender, Miriam College’s Advocacy Center for Women’s Right and Gender Equality. 

She is the Philippines Representative to the ASEAN 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s Rights. 

Sang Wha Lee

Sang Wha Lee was Professor Emeritus of the College of Arts and Humanity, Ewha 

Womans University. She received her Ph.D. in Social philosophy from the 

Eberhart-Karls-University Tuebingen in West Germany. Her special areas are 

feminist philosophy, philosophy of culture and social philosophy. Her recent work 

has focused on theories relating to feminism and globalization, Asian Women’s 

Studies, Ecofeminism and philosophy of Difference/Becoming. She has served as 

Director of Korean Women’s Institut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Feminist Philosophy and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She is currently working as co-representative of Korean Women’s Environment 

Network. 

Pilwha Chang

Pilwha Chang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AAWS). She wa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since 1984. She earned 

her PhD in Women in Development from the University of Sussex, and MA in Adult 

Education from the University of Hull, United Kingdom. She was the first Director 

of the Asian Centre for Women's Studies (ACWS) founded in 1995 and has served 

three terms as Director until 2016. She was also the Director of Korean Women's 

Institute in 1999, Dean of Graduate School in 2002 and the Director of Ewha Institute 

for Leadership Development in 2011 at Ewha. 

Myoung Sun Lee

Myoung Sun Lee is currently a Special Professor at the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ACWS), Ewha Womans University. She is particularly in charge of the 

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EGEP), which is a two-week course for 

Asian-African women activists. After receiving her Ph.D. in Women’s Studie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in 2003, she has taught and researched in the field of 

sexuality, sexual violence, prostitution, women’s activism, women’s policy, etc. 

부록 4. <Part 2 강사, 사회자, 토론자 주요 인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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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Introduction

Finaflor Taylan

Finaflor F. Taylan is a social worker by profession. She is currently the Program 

Chair and a faculty of the Diploma/Master of Social Work Program of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Open University (UPOU). She is interested in developing her 

competence in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and women towards a rights 

based/responsive development agenda especially in the information age and 

globalization.

Le Thi Quy

Le Thi Quy is currently a professor of Sociology and History in Thang Long 

University and a Director of Institute for Gender and Development (INGAD) be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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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성과

○ 1단계와 2단계 교육 훈련사업의 축적을 바탕으로 3단계 연구 개발 사업으로 발전

○ 한-아세안 여성학 이론 및 지식 확산을 위한 기초 연구 개발 및 공동연구서 출판 

○ 한-아세안 지역의 성평등 이슈 및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 임파워먼트 

에 대한 여성 연구자 및 지역 전문가들의 상호 이해 확대  

○ 한-아세안 여성 교육 및 교류 사업에 대한 아세안 지역 교육기관, 연구기관, 개인 연

구자들의 인지도 향상 및 관심 증대

○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대학네트워크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

○ 아세안 고등 교육 발전을 위한 여성 연구자들의 역량강화와 리더십 요구 증대  

○ 한-아세안 여성 교육 및 교류 사업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요청 및 

한-아세안 지역 여성학자 네트워크 협력 지속성 촉구

2 평가 및 제언 

1) 공동연구자 선발 및 연구팀 구성 

○ KACP 1단계, 2단계 사업지속성 확보로 한-아세안 11개국을 아우르는 차세대 여성 

연구자 발굴 및 지역 여성 전문가 네트워크 축적 

○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아우르는 참가자 선발을 위해 아시아여성학회 및 다

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노력함

○ 1단계 및 2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온-오프라인 정보 공유와 추천이 더해

짐으로써 아세안 지역의 차세대 여성 연구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함

○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국가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여성학 연구 지원

자 규모가 여전히 낮음. 대체로 교육, 연구, 인적 자원 인프라가 부족함 . 이는 아세안 

국가 내의 여성학/젠더/리더십 연구자 집단의 활성화 및 관심도의 불균형을 보여줌

○ 한-아세안 지역의 여성학 연구와 여성 리더십 이슈에 대한 차세대 여성 연구자 및 지

역 전문가들의 상호 관심과 이해 확대  

○ 다양한 아세안 여성 이슈를 공유하고 여성주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제의 시의성과 연구자로서 갖는 공통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됨

○ 공동연구팀 구성은 기존에 5개 팀, 20명으로 계획되었으나, 폭발적인 연구 지원 수요

와 현재 아세안 지역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응하기 위해 6개 팀,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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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최종 선발하였음. 그러나 절차상 사전 보고가 누락되어 추가된 연구팀의  연구

비는 아시아여성학회 자체 예산으로 처리함 

2)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교류 네트워킹 확대

○ 한-아세안 공동 협력의 주요 의제인 여성 인적 자원의 교육 훈련과 교류 및 네트워킹 

증진에 기여 

○ 아시아여성학회 KACP 사업은 한-아세안 여성학/여성 연구 문제와 차세대 여성 연구

자를 공개 모집함으로써 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했고(1단

계), 아세안 지역의 여성 연구 문제를 보다 확장하고 연구자의 여성학 연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교류의 장을 조직하고(2단계), 이를 바탕으로 3단계 사업에

서는 아세안 여성학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한-아세안 지역의 시니어/차세대 여성 연구자들의 연구 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아

세안 여성학 연구 교육 역량강화 및 세대 간 지식 공유 기반 마련

○ 한-아세안 여성학/여성리더십네트워크(KAWSLN) 학술공동체 토대 마련 

○ 1단계 한국과 필리핀, 2단계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단계 한국, 태국, 베트남 

대학 연구소와 공동 주관함으로써 아세안 사업 수혜 지역 다양성 확대 및 지역 교육 

기관 간의 교류 역량강화

○ ASEAN Secretariat 사회문화분과 (대표 축사), AUN 아세안대학네트워크 (대표 축사), 

ASEAN-ROK Cooperation Fund (컨설턴트 발표) 등 한국 외교부와 아세안 관계 기관

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한-아세안 기관 네트워크 협력 강화  

3) 사업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 

○ 태국 및 베트남 사업 지역의 대학 연구 기관들이 공동 주관함으로써 현지 대학 내 여

성학 연구 인지도를 높이고 기관 협력 사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음

○ 공동연구개발 워크숍과 국제학술회의 발표를 통해 사업 지역 현지 전문가 및 연구자

들의 교류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함 

○ 태국 및 베트남 현지 실무기관 인력, 장소, 운영 여건에 따라 사업 실행 계획이 몇 차

례 조정되어야 했고, 이로써 사업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업무가 증가함 

○ 한국 외 아세안 지역 공동 주관기관과의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사업 경험적 차

이에 의해 영어와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 계약에 의하면 사업비가 선금(계약시 50%), 중도금(중간보고서 이후 30%), 잔금

(결과보고서 이후 20%) 3차례에 나뉘어 지급됨으로써, KACP 하반기 사업인 <공동연

구워크숍 2>(베트남 하노이)의 사업직접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잔금 

선지급을 행정적으로 요청하였고, 외교부의 협조와 승인으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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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언

○ 한-아세안 국가 간의 여성 연구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제도적으로 취약한 지역

의 여성 연구자들의 교육과 연구 및 리더십의 역량 고취를 위한 인적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성학 프로그램의 제도화와 지속적 지원이 요구됨 

○ 한국 여성학 교육의 경험과 AUN, ASEAN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지역의 

여성고등교육 지원방안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플랫폼 구축, 아세안 국가들의 성주

류화를 위한 한-아세안 여성 네트워크 연대 및 확대 발전 방안 모색 등 한-아세안 지

역 내의 공동 연구와 교육 확대가 필요함

○ ASEAN Secretariat 사회문화분과에서 KACP 여성학 공동연구결과를 아세안 공동체 

국가들의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 종료 이후 잔금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비 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

를 안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