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 선언
이 선언은 여성의 권리에 관한 현행 국제법 및 정책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여성의 권리가 여성의
정의를 바꾸려 하는 단체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선언은 이미 존재하는 여성의
권리를 재확인하며, 국가들이 이를 홍보하고 보호해야 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전세계 여성
들의 참여로 작성되었다. 2019년 3월에 발표하는 이 선언은 법률과 정책 입안자들이 성별에 기
반한, 여성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는 바이다.
전문은 womensdeclaration.com 에서 확인 가능함.
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 선언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의 정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성명서
이다.
1979년 수립된 ‘여성차별 철폐협약’ CEDAW 및 후속 국제 합의에 명시된 여성의 권리는 유엔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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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여성으로부터 구분해주는 신체적, 생물학적 특징 ’이라고 정의한, 우리의 (생물학적) 성별(sex)
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인권 관련 문서에서 생물학적 성별의 개념을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고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남자들을 ‘여성’이라는 단어에 포함시키기 위해
조용히 활동해온 단체들이 있다.
여성의 여러 권리는 임신중단권, 산모의 권리와 같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여자 신체와 관련되어 있다.
이 외 여성의 권리들은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 정치적 대행, 노동, 동등 임금과 같이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여성의 권리는 성폭력과 여성성기
훼손과 같은 폭력 및 해로운 관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여성과 여아가 권리를 부정당하는 핵심적 방식이 젠더 또는 성역할 전형화에 의한 것이다(예를 들면
남자아이는 학교에 가고 여자아이는 집에서 가사일을 도와야 한다는 식). 유엔은 이것이 해로움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의 전형화된 역할 또는 양성 중 한 성의 열등성 또는 우월성이 존재한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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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기반한 편견, 관습 및 기타 관행을 철폐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선언은 ‘젠더 정체성’을 가지
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전형화된 성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젠더 정체성’이라
는 용어가 성역할 전형화를 강화시킨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국가의 정부는 법률과 정책에서 생물학적 성별을 ‘젠더 정체성’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을 ‘여성’이라는 단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런 남자들이 여성과 여아를 위해 마련된 공간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는 여성 전용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여성 스포츠, 여성의 정치 및 공적 영역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성할당제, 여성을 위한 장학금 및 포상, 여성전용 화장실, 탈의실, 여성과 여아의 안전과 프라이버
시,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전용 숙소 등이 포함된다. 생물학적 성별 대신 ‘젠더 정체성’을 사
용하면 어머니의 권리, 여성이 남자들 없이 모이고 조직할 권리,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에 관한

데이터 수집 등이 위협을 받게 된다. 게다가 ‘젠더 정체성’ 개념은 성별 전형에 순응하지 않는 여아
를 ‘성전환’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omensdeclaration.com을 방문하기 바람.

1

성평등 용어해설, 유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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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cedaw.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