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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면안돼

파푸아뉴기니에는 남자답거나 여자다운

성격이나 모습에 해 우리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라페시 사

람들은 남자와 여자 모두 아이를 돌보고 얼

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남자가 어머니같이 자애롭고

얼굴 미용에 신경을 쓰면 이상하게 생각하

지만, 아라페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

러운 남자의 모습이다. 

반면에 문두구머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모두 강하고 독립적이며 나약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한다. 용맹하고 씩씩한 여성의 모

습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 두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성격이나 취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웃하고 있는 챔불리 사

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

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

각하는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과

는 정반 이다. 남자는 약하고 정

서적으로 여자에게 의존하며,

여자는 강하고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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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배운다. 남

자는 울면 안 되고 용감하며 씩씩해

야 한다. 그런데 정말 남자는 울면 안

될까? 힘들고 아플 때 울기도 하고

무서우면 겁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반면에 여자는 얌전하고 옷차림도 단정

해야 한다. 조금 크게 말하거나 웃으면, 여자가

조심스럽지 않고 덤벙댄다는 소리를 듣는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씩씩하

게 걷거나 큰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

파푸아뉴기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남자답거나 여자답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화마다 남자와 여

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해 다르게 생각하

고 있으며,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늘 똑

같은 것이 아니라 시 와 문화에 따라 다

양하게 변할 수 있다. 문화가 다르면 남자

답거나 여자다운 모습처럼 아주 기본적

인 것부터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남자답거나 여자다운 모습이 문화마다

다르다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하면 안

된다는 우리 문화의 규정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

을까? 섬세한 성격의 남학생이나 씩씩한 여학생들 모두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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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어른들이남자라서혹은여자라서하면안된다고말 하셨던것들을서로이야

기해보자. 또우리가당연하게여기는남자답거나여자다운모습에는어떤것이있는

지적어보고, 그러한차이가늘옳은것인지토론해보자. 

¿'¡ ˙ˇ ‚Ø ¨̈· ˙̌·´ ˇ ‡†¡ ˙ˇ ‚Ø ¨̈· ˙̌·´ ˇ

¿'·¿ ‚‰ ‡†·¿ ‚‰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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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보는만화나어린이드라마에나오는주인공이남자인지여자인지찾아보자. 그리

고남자와여자의성격이어떻게나타나는지4컷만화로그려보자.

제목

주인공

제목

주인공

제목

주인공

제목

주인공

텔레비전의 주인공은 왜 거의 다 남자일까?

현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만화나 어린이 드라마에

서 여자는 남자 주인공의 여동생이나 여자 친구로만 나오는 걸까? 동물들이 주인

공인 만화조차도 토끼처럼 얌전한 동물은 여자 목소리고, 곰이나 사자처럼 씩씩

한 동물은 왜 늘 남자 목소리지?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나오는 만화에서도 늘 남자

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주인공으로

나오는걸. 뉴스에서도 남자 아나운서

가 먼저 인사한 뒤 시작하고, 여자 아

나운서는 남자 아나운서의 보조 역할

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지우는 나처럼

이런 생각을 해 봤을까?

함께 해 보기

생각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