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양지혜입니다. 

스쿨미투 고발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학내 성폭력을 해결할 의지도, 재발방지 대책을 새울 의지도 없는 경기도교
육청을 규탄하러 왔습니다.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경기도정
의 무능을 책망하러 왔습니다. 내 친구, 내 후배는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한 고발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이제는 고발자의 용기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교육 당국이 나서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함께 말하러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쿨미투 고발 이후 조금도 바뀌지 않은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학교는 수사 결
과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면서, 경찰이  전수조사를 요청하자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징계 절차
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가해교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
다. 수사 결과가 안나왔으니, 징계를 안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학교장에게는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의무 방기입니다. 학교의 
무책임한 대응을 용인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문제입니다. 상습적 성폭행이 있었음을 알면
서도 전수조사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는 스쿨미투 운동의 첫번째 요구였습니다. 2018년 9월, 백여 개의 학교
에서 동시에 스쿨미투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학내 성폭력은 일부 학교, 일부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문화였습니다. 교사들의 눈치를 보며 전수조사를 하
지 않았던 교육부는 작년에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마저도 결과 발표는 
코로나를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교사를 잠재적 가해교사로 만드는 일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학내 성
폭력을 좋은 뜻에서 한 교육적 지도였다고 변명하는 가해교사의 말들, 재판장에서, 언론에서 
수도 없이 접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그동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과 성차별이 용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폭력은 교육적 지도도, 교사의 권리도 아닙니다. 

어영부영 단발성의 실태조사로는 안됩니다.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통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홀로 용기내기 전에 교육 당국에서 피해를 파
악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신고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지는 사안처리 절차는 사라져야 합니다. 
사안처리 절차는 그 자체로 피해자가 학교 공동체를 다시 신뢰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성평등 교육, 성평등 자치기구, 성평등 규칙이 필요합니다. 4년 간,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수없이 말해온 내용입니
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교육부와 전국 각지의 교육청 페이지에 걸려 있는 말입니다. 스쿨미투가 만연
한 학교에서, 평등과 존중이 아닌 일방적인 존경과 굴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화장한 여학생에게 ‘다방 나가는 여자들 같다’고 했던 교
사에게, 스쿨미투 운동은 꽃뱀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내 
몸을 함부로 만졌던 교사에게, “교육의 일환이었다”며 스쿨미투 가해사실을 부정하는 교사에
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제8회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의원으로 출마합니다. 제가 경기도의원이 
되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평등하게 관계맺을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외롭지 않도록, 제 자리에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