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U 와 양성평등 (ITU and Gender Equality) 

정보통신기술(ICT)은 여성과 십대 여자아이들의 삶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CT 는 여성과 십대 여자아이들에게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맹률을 낮추며,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보다 폭 넓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여성과 십대 여자아이들의 삶에서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사회 분위기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접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ITU 는 양성 권익 향상에 ICT 의 큰 잠재력을 인정한 결의 70(Resolution 70)을 

채택하고 그 결의에 점점 힘을 실어왔습니다. 그 후 ITU 는 ‘ICT 와 양성평등’ 을 

위해 노력하는 UN 기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세계 디지털 성 격차 해소부터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ITU 내의 실질적인 정책들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활동은 ITU 의 핵심분야가 되어왔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 3(MDG 3)을 향한 진전의 가속화 

ICT 는 특히 개발도상국 내 성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교육과 연수: ICT 를 활용하여 ICT 분야에 관한 연수뿐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인  

읽기를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다양한 기술 교육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학교들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ICT 의 소스에 여학생들도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ITU 는 돕고 있습니다.  

 의료: 휴대전화 앱과 원격의료 플랫폼은 특히 농촌지역 여성과 아이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앱과 플랫폼을 통해 

임산부사망과 영아사망 문제에 대처하고 보건 및 위생, 피임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창업: ICT 는 여성 창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 좋은 예로 마을의 

‘phone ladies’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텔레센터(컴퓨터 및 인터넷을 

https://www.itu.int/ITU-D/sis/Gender/Documents/Resolution_70_2010.pdf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mdgoverview/mdg_goals/md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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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 관리, 온라인 기업 창업, 사업 운영 개선에도 ICT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발언권 보장: 휴대전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르기까지, ICT 는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우려 등을 사회에 표현하고 나누도록 해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부 및 국제기구, NGO 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에 접할 수 있게 합니다.  

 사회 분위기: ICT 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같은 오락매체 등을 통해 여성들이 바깥 

세상의 정보를 만나게 하여, 여성과 십대 여자아이들의 기회를 제한하던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ICT 분야 경력: 선진국의 십대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률은 

거의 비슷하지만, 여학생들이 ICT 분야의 직업을 선택할 확률은 남학생보다 훨씬 

낮습니다. 컴퓨터/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외과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등과 함께 보수가 직업 상위 20 위에 꾸준히 든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컴퓨터 공학 학위 소지자 중 여학생 비율은 20% 이하에 

불과합니다. 

 

내부에서 시작되는 변화 

ITU 의 성 평등 및 성 주류화 (Gender Equality and Mainstreaming, GEM) 정책은 ITU 

제네바 본부뿐 아니라 13 개 지역본부(13 Field Offices)를 포함한 ITU 전반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ITU 는 전 직원 대상의 성 평등 지침서를   

발간하고, UN Women 교육센터 주관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성 평등 과정을 통해 

ITU 의 성 평등을 위한 역할을 개발해왔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ConnectHer 를 

설립하여 ITU 직원과 ITU 커뮤니티에 속하는 193 개 정부, 750 여 명 이상의 민간 및 

학계 회원들과 서로 성 평등 향상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ITU 의 성 평등 향상 활동은 ITU 의 경계를 넘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ITU 는 전세계 성 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풀뿌리 교육을 제공하며, 여성이 자신의 

http://www.itu.int/en/ITU-D/Pages/Regional-Presenc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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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에 ICT 를 활용하도록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Girls in ICT Day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테크놀로지 관련 학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여학생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ITU 는 테크놀로지 관련 직업이 여성과 십대 여자아이들에게 

흥미롭고 폭넓은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2011 년 시작되어 이제 매년 4 월 넷째 목요일에 기념하는 International Girls in ICT 

Day 는 세계적으로 크게 탄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0 개 국가에서 2,700 여 

개의 관련 행사가 열렸으며, 10 만 명 이상의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 행사들은 십대 여자아이들에게 영감을 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ICT 분야의 직업을 택하도록 격려하는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4 년째 

네 접어드는 2014 년에는 정부, 민간, NGO 주최 기념 행사가 130 개 국 이상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Girls in ICT Day 를 둘러싼 세계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2012 년 6 월에는 

ITU 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여배우 지나 데이비스(Geena Davis)가 여성과 

십대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리는 Girls in ICT 홍보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 여성 대상 디지털 활용능력(digital literacy) 교육 

ITU 의 여성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캠페인(Women’s Digital Literacy Campaign)은 

불우한 환경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성장을 

위한 기본 ICT 지식을 제공하여 이들의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http://girlsinict.org/
http://girlsinict.org/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Women-and-Girls/Pages/Digital-Literac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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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는 국제 NGO 인 Telecentre.org 와의 핵심 파트너십을 통해 79 개국 여성들에게 

필수 디지털활용 교육에 기여했습니다. 전세계 153 개 기구와 텔레센터 2 만 곳의 

노력을 통해 ITU 와 Telecentre.org 는 이미 백만 명 이상의 여성에게 디지털활용 

교육을 실시했고, 두 기구는 추후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발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지털활용 교육은 금융지식과 ICT 기반 직업교육 등 오늘날 브로드밴드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이 

교육은 여성의 온라인 기업 창업, SNS 와 같은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장려 합니다. ITU 는 또한 여성의 디지털활용능력 향상과 

삶의 개선을 위한 ICT 활용 증진을 위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다양한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발전된 ICT 교육에 접근 

ITU 의 저개발국 대상 ICT 교육프로그램은 여성등록자가 30%에 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ITU 인터넷 교육 아카데미(Internet Training Academies)의 글로벌 

네트워크 중 두 곳(인도네시아, 우간다)은 양성평등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100 여 명의 개발도상국 여학생들에게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통해 

ICT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U 는 Connect a School, Connect a Community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사회 ICT 

센터홍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학교들을 

지역사회 ICT 센터로 활용하여 ICT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여성을 포함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 접근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http://www.itu.int/en/ITU-D/Capacity-Building/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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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Women 과 양해각서 체결 

UN 조직 내 파트너십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ITU 는 주요 UN 양성평등기구인 UN 

Women 과 핵심 파트너십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기구는 여성 

권익향상의 도구로 ICT 를 활용할 새 이니셔티브와 캠페인에 관해 협력할 것입니다. 

ITU 는 2015 년 뉴욕에서 열리는 Beijing+20 행사의 준비에도 긴밀히 참여할 예정이며,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로서 ICT 의 역할을 강조할 것입니다. 

ITU 의 양성평등 이니셔티브는 ITU 가 전세계를 연결하고(‘connecting the world’) 

있으며, 특히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