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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젠더건강세미나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 김새롬(2022.01.11.)

1. 제안 배경 

l 지난 3년 동안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연구센터는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 가능한 것으

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 범주로 젠더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젠더건강세미나는 모두의 건

강을 위한 대안적 지식생산에서 성(sex)과 젠더(gender)의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고, 상호학습과 연구 협력을 위한 인식공동체를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Ÿ 제1기 세미나(2019년): 건강 영역에서 페미니즘의 이론과 개념 

Ÿ 제2기 세미나(2020년):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 건강

l 2022년 상반기 진행할 3기 세미나에서 우리는 물질적 부의 확대보다 인간의 웰빙

(well-being)과 자유를 위한 역량(capability)를 강조하며 재생산 노동(reproductive 

labor)을 분석의 중심에 놓는 페미니스트 경제학(feminist economics)이 다루는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l 세미나에서는 실체 없는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의 정치를 넘어 젠더화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을 분석하는 개념과 이론을 모색하고, 건강 영역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의 가치를 재설정하기 위한 더 나은 안목을 제시

하고, 경제적·사회적 제도의 성별화·계급화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알찬 공동 학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진행 방식

l 일시: 격주 토요일 오전 10-12시, 2월 12일(토) 첫 모임(2022년 7월 30일 종료 예정)

l 장소: 시민건강연구소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 보도 3분)

l 운영방식: 코로나19 유행과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세미나를 중심으로 하되 상황이 허용되는 

경우 오프라인 모임을 합니다. 비수도권 참여자의 온라인 참석은 방역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l 참가자격: 일방향 강의가 아니며 발표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결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일회성 혹은 간헐적 참가는 사절하며, 최소한 전체 일정의 70% 이상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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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단순히 텍스트에 대한 요약 발제가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을 위한 국

내 정책 상황에 대한 소개 및 비판적 해설과 보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착순 10명)

l 코디네이터: 김새롬, 문다슬 (이 모임에 조교/보조원 개념은 없습니다.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와 관계없이 자료 복사와 다과 준비, 뒷정리를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l 참가비용: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다만 문헌 구득과 발제문 복사, 간단한 다과 준비 등에 보탬

이 될 수 있도록 아직 회원이 아닌 분들은 시민건강연구소 후원 회원 등록을 권장합니다.

l 문의 및 신청: 2022년 1월 2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gender@health.re.kr)

3. 세미나 주제

l 학습내용: 텍스트북 발제 및 토론/논문리뷰 

Berik, G., & Kongar, E. (Eds.). (2021). The Routledge Handbook of Feminist 

Economics. Routledge. ☞링크

일시 내용

2/12

<Introduction>

1. The social provisioning approach in feminist economic: the unfolding research

<Core concepts and frameworks>

2. Feminist challenges to development economics

2/26

3. Feminist political economy

4. Feminist institutional economics

5. Conceptualizing patriarchal systems 

6. Feminist ecological economics

3/12

7. The capability approach

8. Human rights and feminist economics

9. Care work

10. Three faces of agency in feminist economics: capabilities, empowerment, 

and citizenship

3/26

11. Beyond separative and soluble selves

12. Intersectional identities and analysis

<Methods, methodology, and measurement>

13. Feminist use of quantitative methods

14. Feminist use of qualitative/interpretative methods

4/9

15. Time allocation and time-use surveys

16. Measurement of well-being

<Resources for provisioning>

mailto:gender@health.re.kr
https://www.taylorfrancis.com/books/edit/10.4324/9780429020612/routledge-handbook-feminist-economics-g%C3%BCnseli-berik-ebru-kon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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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he feminization of the labor force and five associated myths

18.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US labor market

4/23

19. Contingent work and the gig economy

20. Labor markets and informal work in the global south

21. International trade and women workers in the global south

22. Rural women’s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in Africa

5/7

23. Global migration and care chains

24. Sex work and trafficking

25. Women’s work in post-reform China

26. Market reform in transition economies

5/21

27. Environmental resources and gender inequality: use, degradation, and conservation

28. Poverty

29. Family formation in the US and Western Europe

30. Gender division of labor among couples

6/4

31. Intrahousehold decision-making and resource allocation

32. Assets, wealth, and property rights in the global south

33. Intimate partner violence

34. Reproductive health and economic empowerment

6/18

<Institutions and policies>

35. Gender and economic growth

36. Care and the macroeconomy

37. Gendering the analysis of economic crisis

38. Degrowth

7/2

39. Care regimes in the European Union

40. The fragmented state of work-family policies in the US

41. Care policies in the global south

42. Collective bargaining and unions in the US

7/16

43. The quest for inclusion in economics in the US: fifty years

<International governance and social provisioning>

44. Group-based financial services in the global south: examining evidence on 

social efficacy

4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flections from a feminist economics 

perspectives 

46. Global social policy

7/30

47. Gender budgeting

48. Smart economics

49.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tripartism

50.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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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세미나 종료 후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2022년 하반기에 보건학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페

미니스트 경제학 연구 논문을 선정하여 함께 읽는 추가 세미나를 구성할 수 있음. 학습 내용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Policy analysis 정책 분석

l Forget, E. L., Deber, R. B., Roos, L. L., & Walld, R. (2005). Canadian health reform: a 

gender analysis. Feminist Economics, 11(1), 123-141.

l Woskie, L., & Wenham, C. (2021). Do Men and Women “Lockdown” Differently? 

Examining Panama’s Covid-19 Sex-Segregated Social Distancing Policy. Feminist 

Economics, 27(1-2), 327-344.

Sexual health 성 건강

l Christensen, K. (1998). Economics Without Money; Sex Without Gender: A Critique of 

Philipson and Posner's" Private Choices and Public Health: The AIDS Epidemic in an 

Economic Perspective". Feminist Economics, 4(2), 1-24.

l Pekkurnaz, D. (2020). Employment Status and Contraceptive Choices of Women With 

Young Children in Turkey. Feminist Economics, 26(1), 98-120.
Health behavior 건강행태

l Piorkowski, K. N., & Bohara, A. K. (2018). Passing the “Torches of Freedom”: Smoking 

Behaviors of Women in Nepal. Feminist Economics, 24(3), 56-79.

l Pekkurnaz, D. (2020). Employment Status and Contraceptive Choices of Women With 

Young Children in Turkey. Feminist Economics, 26(1), 98-120.
Family 가족

l Beblo, M., & Ortlieb, R. (2012). Absent from work? The impact of household and work 

conditions in Germany. Feminist Economics, 18(1), 73-97.

l Dito, B. B. (2015). Women's intrahousehold decision-making power and their health 

status: Evidence from rural Ethiopia. Feminist Economics, 21(3), 168-190.
IPV 친밀한 파트너 폭력

l Bhattacharya, H. (2015). Spousal violence and Women's employment in India. Feminist 

Economics, 21(2), 30-52.

l Iregui-Bohórquez, A. M., Ramírez-Giraldo, M. T., & Tribín-Uribe, A. M. (2019). 

Domestic violence against rural women in Colombia: The role of labor income. 

Feminist Economics, 25(2), 146-172.
Labor & Employment 노동과 고용

l MacDonald, M., Phipps, S., & Lethbridge, L. (2005). Taking its toll: The influence of 

paid and unpaid work on women's well-being. Feminist Economics, 11(1), 63-94.

l Gammage, S., Sultana, N., & Glinski, A. (2020). Reducing Vulnerable Employment: Is 

there a Role for Reproductive Health, Social Protection, and Labor Market Policy?. 

Feminist Economics, 26(1), 121-153.
Care 돌봄

l Adams, V., & Nelson, J. A. (2009). The economics of nursing: Articulating care. 

Feminist Economics, 15(4), 3-29.

l Chen, X., Giles, J., Wang, Y., & Zhao, Y. (2018). Gender patterns of eldercare in 

China. Feminist economics, 24(2), 5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