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코로나19
교육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대대적인 교육 차질로 인해 특히 우리 여성과 소녀들이
자립능력을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세계 각지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각급 학교가 휴교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이렇게 휴교
사태가 지속된다면 아예 자퇴를 할

조치에 들어갔고 언제 전면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총 191개국에서 무려
15억 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음.

수밖에 없거나, 이른 나이에
임신을 하거나 성적 학대를 당하는
처지가 되기 십상임.
(여성UN보고서네트워크(Women’s UN Report Network))

(유네스코)

인터넷 연결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거나 식구를 돌봐야 하는
등 또래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수업을 따라가기가
더 어려움.

여성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남성에 비해 실직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시기에 진학하거나
학업을 지속하고자 교육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함.

(여성UN보고서네트워크(Women’s UN Report
Network))

(여성정책연구원(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일

코로나 사태로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에서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함.

코로나 사태로 대량 실직이
발생한 직종은 대부분
여성 성비가 높았음.

특히 유색인종 여성이
실직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실업율이 최대 20%에 다다름.

(여성정책연구원)

(뉴욕타임즈)

자세한 정보와
활동 참여
기회를 선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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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여성의 경우 저임금 서비스직(숙박관광 요식업, 보육업 등)에 주로
종사하므로 실직 시 재정 안전망이 취약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짐.
(뉴욕타임즈)

가정
자택대피령으로 여성들은 가사일 부담이 늘어난 데다 가정폭력 위험마저 커짐.

주경야독하는 싱글맘은 생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기도
바쁜데 휴교령으로 자녀들까지
집에 있어 만사를 챙기느라
더욱 바빠짐. 더구나 여성은
남편이나 동거인보다 가사와
육아를 과중하게 부담함.

평소에도 폭력성이 있는
남성들이 코로나 여파로
갖가지 스트레스를 받아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많아져 여성들의 피해가
늘어난 데다 제대로 된 도움도
받지 못함.

(뉴욕타임즈)

(UN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커지면서 직장일을 줄이거나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급여가
줄고 커리어 발전에 지장을
끼침.

UN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셧다운 기간이 3개월 연장될
때마다 추가로 1천 5백만 건의
젠더폭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함.
(UN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

출처

(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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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롭티미스트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봉사 단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