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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능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 이제, 사라진 여성들을 찾을 시간

“‘사라진 여성’은 여성들의 수 그 자체이기도 하고, 왜곡되고 비하되

는 여성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여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여성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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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밤도깨비> KBS2<용띠클럽> tvN<유아독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 TV 예능프로그램을 좋아하시나

요? 내 마음속에 저장해둔 예능 하나쯤 갖고 계실 거라 생각되면서

도, 마음 편하게 보고 웃을만한 예능을 찾아 채널을 돌리다 지쳐 리

모콘을 던져버리지는 않았는지, 재밌자고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찝

찝함이 따라오지는 않았는지 안부를 묻고 싶은 요즘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간 예능프로그램 속 여성혐오와 성차별의 문제

에 대해 폭발적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프로그램이 넘쳐나는데요,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2017년 새

로 시작한 예능프로그램의 공식 포스터를 일부만 모아본 것입니다. 



- 2 -

왜 우리는 예능 속 여성의 모습에 화가 나는 걸까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에도 고정 출연자는 남성뿐이네요. 이

외에도 남성들만 출연하는 예능은 MBC<무한도전>, KBS2<1박2일>, 

tvN<문제적 남자>, JTBC<비정상회담>, <아는 형님>을 비롯해 KBS2

<살림하는 남자들2>, tvN<알쓸신잡2>, 채널A<개밥 주는 남자들2> 등 

시즌을 거듭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도전하고, 여행하

고, 토론하고, 지식을 뽐내고, 낄낄거리며, 개밥을 줍니다. 이런 소재

까지 방송으로 만들어져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일상’을 보여주고, 

방송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하며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

요. 

예능프로그램 속 불균형한 성비와 여성혐오 등을 지적할 때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능은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 “여성들은 덜 재미있기 때문에 방송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다.” 정말 그럴까요? 남성은 여성보다 월등히 재미있기에 예능 환경

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여성 출연자가 있을 경우 쉽게 외모평가를 하

고, 연애대상으로 상정하거나 ‘재미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일까요?

2017년, ‘사라진 여성’을 찾기 위해 어떤 실험들을 했나

‘사라진 여성’은 여성들의 수 그 자체이기도 하고, 왜곡되고 

비하되는 여성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여성의 모습’

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여성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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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

본부는 10~30대 여성들로 이뤄진 예능프로그램 모니터링단(7명)을 

꾸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예능프로그램과 겪고 있는 ‘결

별 혹은 인내’스토리를 나누고, 각자 모니터링할 프로그램을 고르고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2017년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방송된 예능프로그램1) 중 45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집중논

의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예능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고 기록하는 과정은 사라진 

여성들을 찾는 여정인 동시에, 미디어를 바라보는 여성들의 목소리 

및 시각의 집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위

해 어떤 질문이 던져져야 할까?’를 나눴습니다. 논의결과 뽑아진 질

문들은 예능프로그램의 성평등지수를 만드는 기초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능프로그램 외에 뉴스, 시사교양, 드라마 등 분야별 질문들

이 모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TV뿐만 아니라 새로 등장한 온라인방

송 영역도 확장해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조금씩 [실험일지]들이 

모이면 더 다양한 여성이, 더 다양한 캐릭터로, 지금보다 더 긴 시간,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등장할 수 있도록 방송 콘텐츠를 점검하는 

‘미디어 성평등지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 성평등지수’ 개발, 가능성의 단초를 찾아서

사실 국내에서도 이미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정부사업이 

1) KBS1의 경우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만이 예능으로 분류되어 있고, MBC의 경우 모니터링 
당시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이유로 진행된 총파업 인한 결방과 재방송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됨. 최종 선정된 모니터링 대상은 방송 중인 전체 프로그램은 아니며, 기존 사용해오
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작성 외에 새롭게 방송을 본 느낌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에 더 우선 목표를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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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방송통신심의원회 심

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에 따른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

서>를 제작․배포하기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미디어다양성위

원회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대산 

조사,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주업무로 갖고 있어 

미디어다양성의 개념에 성평등한 관점이 포함되었다고 보긴 부족하지

만 등장인물의 성비를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이후에는 보다 세부

적인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모니터링

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헐리우드 배우인 지나데이비

스는 언론에 등장하는 젠더를 연구하는 지나데이비스재단을 만들어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

니다. 성별에 따른 출연비율, 대사량, 대화의 질 등을 분석한 ‘지나 

데이비스 포용 지수’를 발표하며 언론과 매체 등의 변화를 이끌어 내

고 있지요. 

그러다 활동가들과 간략히 소개된 국내 기사보다 자세한 내

용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무모한 시도일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있

는 이들과의 소통을 시도해보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을테니까요. 그 

결과 지나데이비스 재단 CEO인 Madeline Di Nonno와 간략한 인

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나데이비스 젠더연구소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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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면서 “할리우드를 이끄는 많은 영화들과 티비 쇼에 영향을 끼

쳤습니다. 몇 개의 예시를 들자면: 픽사 사의 몬스터 대학교, 소니 사 

애니메이션인 호텔 트랜실베니아, 혹스 사의 엠파이어 TV 쇼, 어린 

왕자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요 스튜디오, 네트

워크 그리고 스트리밍 비디오 플랫폼으로부터 꾸준하고 열정적인 참

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였는지까

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영화산업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국내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에 처음 연락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재단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국내 콘텐츠에 적용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영어권 국가에 대한 분석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

라 펀딩을 받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할 당시 특

별히 어려웠던 부분으로 경재적인 문제를 가장 높게 꼽았고, 오디오

와 비디오 인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움 끝에 기술개발에 성공했고, 

빅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해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

내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화상회의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취소되었

지만 이메일로 나눈 인터뷰를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나데이비스

재단에서 미디어의 성평등을 위해 우선 해결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

수 년을 연달아 여성이 영화에서 40%가 넘게 묘사되는 것과, 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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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결정을 내리는 주요 위치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4%에서 

30%까지 오르는 것"이라는 말처럼, 국내에서의 변화도 여러분과 함

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워크북을 통해 많은 미디어 수용자들이 여성

혐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미디어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능 속 여성들은 

어디로 갔는지, 왜 특별한 캐릭터가 아니라면 여성은 주목받지 못하

고 사라지는지 찾아볼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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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전, 

해외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 알아보기

한국에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예능을 비롯한 TV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는데요,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영화, 광고 

등 미디어 속 성별고정관념과 차별적 장면을 조사하고 바꿔내기 위한 

정부, 단체, 재단, 기업 등의 협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디어 성평등지수’의 목록을 만들고 실제 적용해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외자료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했

습니다. 그 중 소개하고 싶은 7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1. 국경없는 젠더 편향
GENDER BIAS WITHOUT BORDERS2)

조사기관

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in Medi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he 

ROCKEFELLER FOUNDATION, UN WOMEN

작성연도 알 수 없음

작성·편집자

Dr. Stacy L. Smith, Marc Choueiti, & Dr. 

Katherine Pieper with assistance from Yu-Ting 

Liu & Christine Song Media, Diversity, & 

Social Change Initiative USC Annenberg 

자료설명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영화에서 여성이 묘사되는 

방식의 가시성과 특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국가(호주, 브라질,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한국, 영국)의 인기영화에서 나타나는 성별 

역할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세계 영화의 표본에서 여

성 캐릭터는 평등하지 않다는 통일된 주제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여성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심각하

게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것이다. 

1)https://seejane.org/symposiums-on-gender-in-media/gender-bias-without-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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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 속 젠더 연구
Gender Bias in Advertising- Research, Trends and New Visual Language

조사기관

J. Walter Thompson Intelligence- Innovation 

group, 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in 

Media- if she can see it, she can be it

작성연도 2017년

작성·편집자 Shepherd Laughlin

자료설명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광고제인 ‘칸 라이언

즈’(Cannes Lions)의 2,000편이 넘는 영상부문 수상

작, 후보작을 지나데이비스 재단의 기술을 활용해 언어

적, 신체적, 직업적, 사회적 단서 등을 기반으로 분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들의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묘사비율을 보여준다. 지

난 10년 동안 남성은 여성보다 묘사비율 5배, 등장시

간 4배, 발언횟수 3배, 발언길이 7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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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에서의 성별고정관념
Depictions, Perceptions and Harm

A report on gender stereotypes in advertising3)

조사기관
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영국광고표준청)

작성연도 2017년

작성·편집자

Guy Parker (Chief Executive, ASA), Ella 

Smillie(Project Lead & Regulatory Policy 

Executive, CAP) 

자료설명

영국광고표준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은 광고에서의 성별고정관념(신체 이미지, 

대상화, 성애화, 젠더 역할 및 특성, 성 고정 관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콘텐츠 또는 컨텍스트를 통해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고정 관념적 성 역할이나 특성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해야 함

을 암시한다. 

3)https://www.asa.org.uk/resource/depictions-perceptions-and
-har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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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자들의 땅
TERRE DES FEMMES4)

조사기관
TERRE DES FEMMES-Menschenrechte fuer die 

Frau e.V. Gleichberechtigt, selbstbestimmt und frei

작성연도 알 수 없음

작성·편집자 알 수 없음

자료설명

광고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적 요소를 정리한 가이

드 라인자료이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광고가 여성을 

대상화하고 젠더 불균형을 야기하는지 특정 기준을 통

해 아래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① 여성이 그림이나 텍스트에서 명확한 역할 (가정 주부, 유혹하는 
사람 등) 또는 속성이나 지위가 제한되어있다. (어리숙한, 수동
적인)

② 그림이나 텍스트가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모욕하고 그 여
성들을 멸시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③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움, 또는 날씬함을 조장한
다. 예를 들어 살을 빼게 하는 약을 광고하지만 살을 빼는 사람
들은 이미 매우 마른 사람인 경우가 있다.

④ 여성은 그녀의 성격에 대한 언급 없이, 오로지 성적인 육체로 대
상화 된다. 이를 여성의 성적 접근성과 여성의 몸은 마치 상품처
럼 매매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⑤ 여성을 성적 묘사하는 것이나 여성의 특정 신체 부분을 축소해 
부각하는 것은 상품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오로지 시선을 끄는 
효과만 있다.  

⑥ 그림이나 텍스트에 표현된 남성에 대한 여성의 태도는 의존적이
며 순종적이다.

3)https://www.frauenrechte.de/online/index.php/themen-und-aktionen/frauenfeindliche-wer
bung/checkliste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13 -

#5. 900편의 영화에서 드러나는 불평등 : 젠더, 인종/민족, LGBT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묘사에 대한 검토, 2007-2016

Inequality in 900 Popilar Films: Examining Protrayals of Gender, 
Race/Ethnicity, LGBT, and Disability from 2007-2016

조사기관
ANNENBERG FOUNDATION & USC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작성연도 2017년

작성·편집자

Dr. Stacy L. Smith, Marc Choueiti & Dr. 

Katherine Pieper with assistance from Ariana 

Case, Kevin Yao, & Angel Choi

자료설명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900편의 유명 영화

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을 표와 다이어그램으로 정

리한 자료이다. 영화의 플롯 내에서의 여성 캐릭터의 

부족과 여성상의 왜곡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는 환경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적은가에 대한 설명을 그림과 숫자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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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캐나다 미디어 산업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과 불평등
Study finds majority of women report gender-based career barriers in 

Canada’s media production sector5)

조사기관 Canada Media Fund

작성연도 2017년

작성·편집자 André Ferreira

자료설명

캐나다의 미디어 제작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그들

이 겪는 성차별적 불평등을 연구한 자료이다.  조사 참

여자들이 목록을 정하고, 직접 순위를 매겨 이끌어낸 

아래 여섯 가지 정책들은 젠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이다. 

① 50/50 성별 균형에 기반의 공공 기금 배정 (44%)
② 리더십역할에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후보자들을 고용한 제작자들

에게 기금제공을 위해 선발기준 분야에 보너스점수 수여(15%)
③ 제작자와 창작자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둔, 여성이 이끄는 프로젝

트를 위해 배정된 기금과 함께, 공공기업과 펀드업체들이 여성대
표를 드러내고 공개 발표할 것 (14%)

④ "무의식적 편견"훈련 제공 (10 %)
⑤ 독창적인 콘텐츠를 의뢰, 젠더균형을 맞추고 다양성에 목적을 두

는 규제를 갖고 있는 기업에게 보상 또는 인센티브(10%)
⑥ 재능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둔, 여성이 이끄는 프로젝트에 기금배

정(7%)

4)https://www.cmf-fmc.ca/en-ca/news-events/news/january-2017/study-finds-majority-of-
women-report-gender-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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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젠더 묘사 가이드라인
Gender Portrayal Guidelines6)

조사기관 Ad Standards

작성연도 알 수 없음

작성·편집자 애드 스탠더즈 위원회

자료설명

1981년 방송미디어의 성역할 정형화에 대한 연구개발

로 시작된 해당 가이드라인은 캐나다 내의 미디어(모든 

캐나다 유료 방송)가 지켜야 한다. ‘젠더 묘사 가이드

라인’은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묘사

할 때 따라야할 기준을 정리해 놓고 있다. 남성과 여성

이 권한 및 의사결정, 성적인 노출, 폭력성, 다양성, 언

어 등 다양한 요소에서 평등하게 묘사되어야 함을 중

요하게 다루고 있다.

5)https://www.adstandards.com/en/standards/genderPortrayalGuidelines.aspx



[3] 2017 미디어운동본부 

예능 모니터링단 그림일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2017년 하반기, 10~30대 여성 7

명으로 구성된 예능 모니터링단과 함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작성과 

그림일지 기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모니터링 후 자

신이 느낀 것을 그림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물 일부를 편집 없이 공유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색할 수

도 있지만 부담을 내려놓고 그려봅니다.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결과의 

통계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던 것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워크북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모니터링 그림일지를 기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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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토 일

SBS

동상이몽2 불타는 청춘
스타일

팔로우
백년손님 정글의 법칙

살짝 

미쳐도 좋아
런닝맨

게임쇼 

유희낙락
마스터키

미운

우리새끼

KBS
2

안녕하세요 용띠클럽
살림하는

남자들2*
더유닛 개그콘서트

슈퍼맨이

돌아왔다 

tvn

꽃보다

청춘 위너
인생술집 알쓸신잡2 SNL9 유아독존

소사이어티

게임2 

코미디

빅리그

문제적

남자

JTBC

비정상 

회담

뭉쳐야 

뜬다*
한끼줍쇼

이론상 

완벽한 남자
아는형님 믹스나인

교칙위반 

수학여행
나의 외사친

전체

관람가

밤도깨비

채널
A

풍문으로

들었쇼
아빠본색 도시어부

개밥주는

남자2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인의 

어깨

MBN

비혼이 

행복한 

비행소녀 

왕과 여자
신동엽의 

고수외전

TV
조선 얼마예요? 모란봉클럽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매직컨트롤

<예능프로그램 모니터링 리스트7)>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프로그램은 방송사 홈페이지 기준 고정출연자가 모두 남성인 프로그램, 

그 중 별 표시(*)는 모니터링 기간에 결방하여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됨

7) 모니터링 기간은 2017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방영된 TV 예능프로그램 중 방송사에서 ‘예능’으
로 분류하고 있는 총 45개를 모니터링함. 그 결과 45개 중 여성만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하나 
15개가 남성 고정출연자들만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었음(당시 결방된 2개 프로그램 제외). 애니메이
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만 있는 KBS1, 파업으로 인한 결방 혹은 재방이 진행된 MBC를 제외함. 



 <TV 예능프로그램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 방송사 : ① KBS2   ② SBS  ③ MBC  ④ JTBC  ⑤ MBN   ⑥ 채널A ⑦ TV조선  ⑧ tvN 

**KBS1은 애니메이션 프로만이 예능으로 방영되고 있어 제외함

2. 프로그램 명 / 꼭지 명 : ex. 동상이몽2, 비정상회담 등

3. 프로그램 시작일, 종영일

4. 내가 시청한 방송의 방영날짜 기록 - 11월 5일(일)~11월 11일(토) 중

5. 방영 시간 : ① 06:00-08:00  ② 08:00-10:00   ③ 10:00-12:00  ④ 12:00-16:00

  ⑤ 16:00-18:00 ⑥ 18:00-20:00  ⑦ 20:00-22:00  ⑧ 22:00-24:00  ⑨ 24:00-06:00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방송하는 시간대로 기록

6. 출연자 성비 분석

6-1. 총______________명 

6-2. 여성 ___________명

6-3. 남성 ___________명 

7. 출연자 분석

7-1. 이름

7-1. 성별 : ① 여성    ② 남성

7-3. 연령 :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50대 ⑥ 60~70대  

           ⑦ 70대 이상  ⑧ 파악할 수 없음  

**검색, 홈페이지 정보 등을 통해 등장인물의 실제 연령으로 기록

7-4. 직업 :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가수   ③ 방송인/전문 진행자   ④ 변호사 

⑤ 의사   ⑥ 교수    ⑦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등)  

⑩ 정치인(국회의원 포함)   ⑪ 요리사/요리연구가   ⑫ 작가/미술가    ⑬ 자영업자   

⑭ 주부    ⑮ 학생    ⑯ 직업을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 시청자  (99) 기타__________ 

**기타는 99번으로 기록하고 옆 칸에 주관식으로 따로 기록

7-5. 역할 :  ① 주진행자   ② 보조진행자   ③ 출연자/초대손님   ④ 리포터

8. 문제되는 내용 및 발언

9. 기획의도 

**홈페이지에서 기획의도,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 확인. 복사해서 기록하거나 복사되지 않으면 주요 문장만 기록



- 19 -



- 20 -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21 -



- 22 -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23 -



- 24 -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25 -



- 26 -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27 -



- 28 -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29 -



- 30 -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31 -



- 32 -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33 -



- 34 -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35 -



- 36 -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37 -



- 38 -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39 -



- 40 -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41 -



- 42 -

여러분도 각자의 그림일지를 작성해보세요.

새로운 실험일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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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전! 예능 모니터링

: 모두의 예능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 모니터링단과 함께 진행했던 과

정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하고 집담회 녹취록 일부를 발췌해보았습니

다. 주변 친구들과 함께 TV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이

번 [실험일지] 부분을 활용해보세요.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다른 의

견을 말하기도 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불편함’ 혹은 좋았던 부

분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모니터링 시작 단계

: 모니터링 밑작업 하기

예능 모니터링은 시청과 기록 모두를 포함합니다. 즐거운 장면이 나

올 수도, 싫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올지 모르

지만, 평소 예능 속에서 불편했던 지점들을 잡아내고 함께 지적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니터링 전, 모니터링 기간과 프

로그램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기간�정하기� :�

*모니터링�대상�방송사와�프로그램�정하기� :

2) 모니터링 중간 단계

: 기록하기, 질문 생각하기

홈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링 확대하기

방송 화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기획의도, 출연진, 출연진 설명 등 그림일지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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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함께, 이러한 세부 정보를 기입하면 모니터링 이후에 예능 속 

성차별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링단 구성원들과  어떤 출

연진이 겹치는지 비교해볼 수도 있어요. 

그림일지(본 자료 22P)로 기록하기

예능을 시청한 후의 감상을 그림형태로 기록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

일지에는 내 표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능을 보며 가장 불편했던 

장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그림일지 기록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예능에서 어떤 지점을 중

요하게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Q.� 홈페이지� 상의� 프로그램� 기획의도� 살펴보기� :�

Q.� 등장인물� &� 소개� 살펴보기� :

3) 모니터링 이후 단계

: 소감 나누기  모니터링 집담회

: 성평등 지수 개발을 위한 질문 공유/토의하기

: 집담회 진행 예시

정해진 기간 동안 예능모니터링을 진행했다면, 모니터링단 구성원들과 소

감을 나눌 차례입니다. 모니터링 집담회를 통해 시청 및 기록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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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감을 나누고, 성평등 지수 개발을 위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생각해본 

질문을 공유하고 토의합니다. 

*질문�토의하기

1.�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미디어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묻고� 싶었던,� 성평등한� 미

디어�환경을�위해� 필요하다고�생각해본�질문들을� 모니터링� 집담회에�가져옵니다.

2.� 기록한�그림일지�내용을� 공유하고�모니터링�소감을�나눕니다.

3.� 이제� 질문을� 토의합니다.� 포스트잇에� 한� 장� 당� 질문� 하나씩을� 적어� 화이트보드

나�기타� 모니터링� 구성원들이�한눈에� 질문들을�볼� 수� 있는� 벽�같은�곳에� 붙입니다.

4.� 불규칙하게� 모인� 질문들을� 유형화� 합니다.� 이� 때,� 비슷한� 질문끼리� 모으고,� 또�

그�안에서� 묶을�수� 있고�분류할�수� 있는�질문을� 찾는� 작업을� 몇�차례�반복합니다.8)

5.� 질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하게� 미디어에� 던져야� 한다고� 결론

내린�질문9)과�콘텐츠의�조건을� 키워드� 형식으로�추려냅니다.

�

Q.�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과� 꼭� 필요

한� 질문은?

Q.� 이� 질문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8) 한 번에 분류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질문을 솎아내고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지수개발과 질문에 대한 토론이 오갈 수 있습니다.

9)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과,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고,. 부정적 어미 / 
긍정적 어미의 질문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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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예능을 보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 예능 모니터링단 집담회 

STEP1. 불편했던 장면 이야기하기

다경 : <얼마예요>는 부부들이 나와서 남편은 어떤지를 말하는 것이

었는데, 기획 의도랑 실제 프로그램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감정을 돈

으로 환산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감정노동의 가치를 매기는 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 방송인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남자 4명은 ‘원래 이래서 여자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카카 : 믹스나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남자 연습생은 안 그러는데 여자 

연습생이 들어오면 일단 웃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웃고, 연출도 ‘사랄

랄라’한 효과를 넣고 자막도 예쁘다 어쩌고저쩌고. 남자 아이돌을 평

가하는 기준은 춤 노래 개그였는데, 여자 아이돌은 일단 얼굴 보고 

나이 보고 그다음에 춤이랑 노래가 들어가더라고요. 

소연 :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조명하는 것 같아요. 더 유닛

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자 아이돌은 비장한 화면 구성, 무대도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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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드는 듯한 연출을 만들어주는 반면 여자 아이돌은 얼굴을 딱 클

로즈업할 때 애교스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연출을 하려고 한다. CG도 

그런 식으로 깔고.

현정 : 저는 모란봉클럽을 더 못 보겠더라고요. 새터민들을 그렇게 약

간 자극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

유랑 : 제가 본 것은 남자 이야기 밖에 안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다 남자 이야기. 자기네들 시선으로 얘기하고 남자 편들어주고. 

옹호해주고. 그런 것만 계속하더라고요. 신동엽, 서장훈이 주 진행자

이고, 손태영한테는 엄마들이 며느리처럼 보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로 삼을 만한 여자, 시어머니랑 살면 어떨 것 같나 등의 질문?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토닉 : 애완견 키우는 프로 <개밥주는남자>라고 있어요. 출연진 남자

고, 애완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즐기면 

되겠구나! “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현석이 ‘뚜이’를 키우잖아요. 

허스키, 뚜이랑 썰매를 타러갔어요. 딸이 내가 타면 안 되냐고 최현석

한테 물으니 한 대 쥐어터지기 전에 아빠가 하겠다면 하는 거야라고 

대답했는데, 너무 심각한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예능인데 

그걸 농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랑 딸 같이 있는데. 엄청 가르치

려들고, 아내는 최현석한테 존댓말을 쓰고, 최현석은 반말을 쓰더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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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랑 : 미운우리새끼에서 이상민이 사유리 운전 가르치는 게 나왔거

든요. 필기랑 실기 시험을 봤는데, 필기가 떨어졌는데 실기 연습을 해

봐라 하는데, 모든 행동이 위협적이었어요. 정말 표정이 위협적이고 

목소리도 너 마음대로 해봐, 나 굉장히 화났는데 굉장히 참고 잇다는 

표정을 짓는데, 이런 것을 방송으로 연출하는 사람들도 이해 못하겠

고, 그런 상황에서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

걸 보는  패널 중에서  문제제기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운

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식?

소형 : 방송에서 아들 가진 엄마들은 진짜 약간 제2의 남성 같은 행

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성을 잠재적 며느리로 보는 것 같은?

토닉 : 그래서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척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되게 재미있고 유쾌하다”고 말하는데 결국 남은 건 여혐뿐인 

것 같아요.

STEP2. 연출, 구성, 대사, 성비 등 ‘여혐예능’의 다양한 요소 짚기

유랑 :  부부가 나와도 남자가 말하고 진행자도 남자고, 정말 남자 

이야기 밖에 안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자 출연자가 남자 출연자

보다 많거나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저는 하나도 없고, 5:1, 진

짜 2:1이면 비슷한 거고, 5:1 이렇더라고요. 전체 출연자가 50명 정

도가 되는데 여성 출연자는 열댓명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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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 개그콘서트를 보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더 젊더라고요. 

5:1 정도? 나오는 역할도 B급 역할? 웃긴 역할로 나오는 걸로 나눠

져 있는 것 같고. 프로그램은 예상한 것처럼 나오고. 

소형 : 저는 출연진이 많이 겹쳤어요. 신동엽 2번나오고, 전현무도 2

번 나오고. 김희철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연 : 겹치는 남자 출연자가 비슷한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을 것 같

아요. 

소형 : 그들이 편할 것 같은 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김희철은 어디가나 김희철이고 유세윤도 마찬가지고. 신동엽은 SNL

에서 야한 연기하고 안녕하세요에서도 야한 얘기하고 이게 똑같아요. 

발언 시간은 질적인 차이는 있었어도 시간은 남녀 비율이 맞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소영 :  출연 비율이 달랐어요. 저는 아예 여성 패널이 없었던 프로

도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남자게스트가 나오다가 여자게스트가 나

오면 마치 남성에게 보상처럼 주어져서 출연해요. 남자게스트 나오면 

‘여자게스트 안 나오냐’고 따지고.

현정 :  저는 이번에 TV를 오랜만에 봤는데, 여성 출연자들이 입지와 

역할이 엄청 축소된 것이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여성이 MC인 줄 모

를 정도로 입지가 없었어요. 계속 웃고, 경청하는 눈빛 보내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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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역할이 없어서 그게 너무 놀라왔어요. 거의 질문도 그런 식

으로 하고. 반면 남자 출연자들은 별 말같이 않은 질문에도 배경음악 

진지하게 깔아주고 되게 통찰력이 있는 듯하게 연출해주더라고요. 되

게 통찰력 있는, 되게 까칠한 지식인 콘셉트로 그려주더라고요. 새로

운 개념을 던진 것처럼. 맨스플레인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소연 : 편집된 것일까요? 아님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요?

유랑 : 주 진행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백년손님에서 주 진

행자가 홈페이지에도 김원희만 나와 있더라고요. 남자 게스트 출연자

도 있었는데 고정은 아닌 것 같아요. 김원희가 중앙에 앉고 사이드에 

남자 패널들이 앉는 식인데. 아마 요일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일 거예

요. 

카카 :  평소 이미지라고 해야 하나? 예를들면 김숙은 그게 용인이 

되요. 김구라인가? 김구라가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는 

빵 먹어도 되지 않나“라는 말에 그럼 오빠도 빵 먹으라고 대응했어

요. 그게 용인이 안 되는 영역도 있어요. 아이돌이라든지 젊은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안 돼요. 

소형 : 보면 MC들이나 진행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싶을 수 있어

요. 약간 보이지 않는 연출이나 큐시트 같은 게 보면 이런 게 들어갈 

거고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게 쓰여 있다 것 아니에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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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연 중에 돈까스를 너무 많이 먹는 남편이 나왔는데, 그럼 돈까스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갑자기 방송 흐름이 ‘그럼 아내가 음식 해온 것 

우리가 먹어보자’라면서 그 맛이 별로 라고 얘기를 해서 돈까스를 먹

는 게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해서 그런 것으로 결론을 유도하더라고요. 

다른 여러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굳이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이런 맥락으로 잡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더

라고요.

토닉 : 자막 때문에 화나는 지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정글의 법칙

에서 에이핑크 보미, 초롱이 나와서 2am 정진운이랑 다른 아이돌이

랑 같이 사냥을 하러 가요. 그것을 그냥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네 사

람이라고 자막을 쓰면 되는데, 굳이 진운vs운영이라고 해서 불꽃 튀

는 남자 둘 간의 대결 이라는 식으로 처리하더라고요. 초롱이가 뭘 

하는 걸 다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더라고요.

현정 : 의외로 자막이나 특수효과, 노래, CG에서 기획 의도가 제일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기획의도도 보면 ‘유쾌 통쾌 상쾌’ 

수준으로 표현해놨어요. 이렇게 기획의도가 함의가 딱 그런 것 같아

요. 일단 “이거 누가 읽겠어?” 라는 것과 나이 많은 남성들을 대상으

로 했다는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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