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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이 연구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학교 과학 교과서에 제

시된 삽화를 성역할 고정 념의 측면에서 분석하 다.삽화에 등장하는 학생과 성

인의 성별 등장 빈도,활동 유형 행동 특성의 성별 빈도를 조사하고,성역할 고

정 념의 정도를 교육과정의 변화 학교 에 따라 비교·분석하 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 16권의 삽화를 분석한 결과

(연구 Ⅰ),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다소 많이 등장하 는데 삽화에 묘사된 학생들은

모든 활동 유형에서 체로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성인의 경우에는 학생과

달리,남성의 등장 빈도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가정 활동에서 남녀의 차이

는 크지 않았지만 가정외 활동에서는 남성이 유의미한 차이로 여성보다 많이 등장

하 고,그 직업 활동은 남성을 심으로 묘사되어 있었다.삽화에 등장하는 학

생과 성인은 성별에 계없이 거의 부분 극 행동 특성으로 분류되었다.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에 비해 학생에 한 모든 분석 항목에서

남학생을 심으로 묘사되는 정도가 어들어 학생의 측면에서 체로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의 차이가 오히려 커졌

고,가정외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 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 27권의 삽화(연구 Ⅱ)에서 남학

생은 여학생보다 많이 등장하 다.학습 활동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빈도가 균

형을 이루었으나,학습외 활동에서는 남학생의 빈도가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

다.성인은 남성을 주로 묘사되어 있었는데 성인의 가정 활동에서는 여성,가정외

활동에서는 남성의 등장 빈도가 유의미한 차이로 우세하 고,직업 활동에 해서

는 주로 남성이 묘사되어 있었다.학생과 성인은 부분 극 행동 특성을 보

고,행동 특성별 비율은 각 성별 내에서 비교 유사하 다.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에 비해 모든 분석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감소하 고,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와 학습 활동의 성별 빈도에는 출 사별로 편차가 있었다.

그리고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학교 과학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는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에서 비교 균형 이었던 학생

의 등장 빈도와 학습외 활동,성인의 가정 활동 측면에서 성별 불균형이 뚜렷하

다.이에 한 교육 함의를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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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1연구의 필요성

학생들이 과학에 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과학교육의 주요 목표

하나이다(Osborneetal.,2003).과학에 한 정 인 인식은 학생들의 과학학습

에 한 내 동기를 유발시키고,학생들이 바람직한 과학학습 태도를 갖는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용주,송순옥,2003). 한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과학

련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도 과학에 한 정 인 인식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

함이 알려져 있다(Kahle& Meece,1994).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과학을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인식하며,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의

과학에 한 부정 태도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윤진 등,

2006;Milleretal.,2006). 한 과학자에 한 인식을 그리기로 조사한 임성만

등(2008)과 Fralick등(2009)의 연구에서 부분의 학생들이 과학을 남성이 수행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묘사하 는데,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과학에 한 인식

이 생물학 성을 바탕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성역할은 한 사회에서 남성 혹은 여성 인 것으로 기 되는 행동이나 태도

를 의미하며,성별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규정하는 편견을 성역할 고정 념이라

고 한다(김동일,1996).과학 과목을 남성 인 이미지를 갖는 교과로 생각하거나,

과학자는 주로 남성이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신념(권난주,2005;Rolin,2008)은

과학에 한 성역할 고정 념으로 작용하여 과학학습에서 남녀 학생의 성차를 유

발할 수 있다(박승재 등,1992;Seymour,1995).특히,여학생들에게는 역할 모델

로 제시된 과학자의 남성 이미지로 인한 심리 거리감이나 불일치가 과학학습

참여와 성취,진로의 선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 되고 있어(Beedeetal.,

2011)학생들이 과학을 보다 균형 있는 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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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성장하면서 남성 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사

회에서 기 하는 성역할을 수용하고 단하는 성역할 사회화의 과정을 겪는다(김

희,1990).이때, 등학생들은 성인과 비슷한 수 의 성역할 고정 념을 지니게

되는데(박은혜 등,2004;Lippa,2002) 학생 시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성역할의

기 은 차 유연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변명숙,성옥련,2000;허혜경,김혜

수,2010;Beal,1994).즉, 등학생들과 학생들은 성역할 고정 념을 습득하고,

기존의 성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역할 고정 념이 습 인 것이지만 의무

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따라서 학생들이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성역할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선하기 한 노력

이 각 학교 에서 극 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한편,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 과 의도를 담고 있는 핵심 인 요

소이며 교과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교수-학습 자료로서(교육인 자원부,2002)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하여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형식 ,잠재 으로 학습해 나

간다(Butt& Lambert,1996).이때,삽화는 과학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본문의 과

학 개념을 효과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

는 등 다양한 교육 가치를 갖는다(이기 ,2007;Pozzer& Roth,2005).그러나

우리나라와 외국의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역할 고정 념에 기

하여 묘사되고 있음이 공통 으로 지 되어(노태희 등,2004;노태희,최용남,

1997;신동희,2000;차정호 등,2004;Bazler& Simonis,1991;Canan,2011;Elgar,

2004;Kahveci,2010;Whiteley,1996),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는 학생들의 성역

할 사회화의 과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교과서의 삽화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 념은 꾸 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

고 개선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Blumberg,2008)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성역할 고정 념이 반 된 정도를 분석하고,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

속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뿐만 아니라,학생들의 성역할 고정 념이 형성

되는 과정을 고려하여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별 차이의 정도를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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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변화나 학교 에 따라 비교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이를

학교 에 따라 체계 으로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최근 시행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한 성역할 고정

념 측면의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 념을 분석하고 이를 교육

과정의 변화 학교 에 따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학생들이 과

학에 한 균형 있는 인식을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수 있는 과학 교과서

학습 자료 개발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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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 내용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에 한 균형 있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

기 한 기 연구의 일환으로,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학교 과

학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를 성역할 고정 념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이를 교육과

정의 변화 학교 에 따라 비교·분석하 다.

연구 Ⅰ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 16권의 삽

화를 성역할 고정 념의 측면에서 분석하고,7차 교육과정기와 비교하여 등학

교 과학과 교과서의 삽화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가 교육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추이를 조사하 다.연구 I의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삽화에 등장하는 학생과 성인의 등장 빈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2)삽화에 등장하는 학생과 성인의 활동 유형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3)삽화에 등장하는 학생과 성인의 행동 특성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4)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를 성역할 고정 념의 측면에

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한다.

연구 Ⅱ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 27권을 상으

로 삽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 념을 분석하고,그 결과를 7차 교육과정기와 비

교하여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가 교육과정에 따라 변

화하는 정도를 조사하 다.그리고 연구 Ⅰ의 결과와 비교하여 2007개정 교육과

정에 의한 등학교,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의 경향

을 학교 에 따라 비교·분석하 다.연구 Ⅱ의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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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삽화에 등장하는 학생과 성인의 등장 빈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2)삽화에 등장하는 학생과 성인의 활동 유형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3)삽화에 등장하는 학생과 성인의 행동 특성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4)출 사의 종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5)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를 성역할 고정 념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한다.

6)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를 성역할 고정 념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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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 을 지닌다.

1)연구 Ⅰ과 연구 Ⅱ에서는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를 분석하 으며,교과

서의 내용은 연구하지 않았다.

2)연구 Ⅰ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3학년에서 6학년의 과

학과 교과서 16권을 분석하 기 때문에 연구 Ⅰ의 결과를 모든 학년의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 이 있다.

3)연구 Ⅱ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 모든 학년에

서 선정된 9종의 검정 교과서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2007개

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검정 교과서 체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

는 제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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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 다.

(1)삽화(illustration)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란 본문의 내용이나 개념의 이해를 돕기 해 보충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각종 사진,그림,도해,만화 등을 의미한다(우종옥 등,

1992).이 연구에서는 선이나 으로 표시된 그래 ,표,기호,아이콘을 제외한

본문 이외의 사진,그림,도해,만화를 삽화로 정의하 다.

① 사진

카메라로 촬 하여 게재한 삽화를 말한다.

② 그림

좁은 의미로 사용하여 화가가 상을 회화 으로 표 한 것으로 한정한다.

③ 도해

상을 입체,도형 등을 사용한 인 상황에서 나타내어 설명 인 목 으로

표 한 것을 말한다.그림에 기호나 설명이 사용된 것은 도해로 본다.

④ 만화

단순한 컷으로 표 된 인물의 그림이나 지문을 말하며 상을 과장,생략,단

순,경묘(輕妙)하게 표 하는 이 특징 이다.

(2)성역할 고정 념(gender-rolestereotyping)

성역할은 한 사회에서 남성 ,여성 인 것으로 기 되는 행동이나 태도를 뜻

하며,성역할 고정 념은 성별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규정하는 편견을 의미한다

(김동일,1996).



-8-

Ⅱ.이론 배경

2.1교과서에 수록된 삽화

2.1.1.삽화의 개념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 하기 한 교수-학습의 주된 교재로

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학생 수 에 맞게 선정·조직하고 제시한 내용

제공서이며 해설서이다(교육인 자원부,2002).이때,본문의 내용이나 개념의 이

해를 돕기 해 보충하여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각종 사진,그림,도해,만

화 등을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illustration)로 정의한다(우종옥 등,1992).삽화는

본래 장식 ,보충 설명 역할을 하지만 교과서의 외 체제로서의 삽화는 학습

효과를 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고 명백하게 달할 목 으로 꾸며진 시각

자료라고 볼 수 있다(노명완 등,2004).

<그림 Ⅱ-1>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의 (출처:미래엔컬쳐 학교 과학

1,150;두배의느낌 학교 과학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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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삽화의 기능

삽화의 기능을 분류하는 방식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Duchastel(1983)은 삽

화의 기능을 그 역할에 따라 주의 기능,설명 기능, 지 기능으로 분류하

고,Mandl과 Levin(1989)은 이를 세분화하여 삽화의 교육 기능을 주의 기

능,설명 기능,표 기능,조직 기능,이해 기능, 지 기능으로 나

어 설명하 다.

① 주의 기능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으로 쉽게 하기

어려운 상에 한 삽화를 흥미 유발 목 으로 제시하는 경우이다.

② 설명 기능

특정 내용을 시각 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탐구 과

정,과학 방법 등을 비교 상세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③ 표 기능

시간 ,공간 제약으로 인해 직 찰하기 힘든 개념들을 사진을 통해 실물

로 보여주거나,그림 등으로 단순화하여 보여주는 기능이다.

④ 조직 기능

학습 내용을 조직 으로 연결하여 핵심 인 내용을 삽화를 통해 악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⑤ 이해 기능

추상 인 개념이나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어려운 내용

개념을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삽화의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지 기능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 함으로써 학습 내용에 한 기억을 용

이하게 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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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성역할 고정 념

2.2.1.성역할 고정 념의 개념

개인의 생물학 정체성 외에 사회·문화 정체성을 논할 때,성(gender)을 구

분하여 남성과 여성을 지칭한다.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을 인식하게 되고,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그 성의 구성원들에게 하다고 여

기는 동기,가치 행동 등을 습득해 나간다.이때,한 사회에서 남성 ,여성

인 것으로 기 되는 행동이나 태도를 성역할(genderrole)이라고 하며,성별에 따

라 다른 역할을 규정하는 편견을 성역할 고정 념(gender-rolestereotyping)으로

정의한다(김동일,1996).즉,성역할 고정 념은 생득 인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

해 후천 으로 갖게 되는 인식을 의미한다(조희숙 등,1995).

Maccoby와 Jacklin(1974)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1,500개 이상의 고 인

연구들을 개 하여 거의 부분의 성역할 고정 념이 실제 사실에 기 하지 않은

것들이지만 언어 능력,시·공간 능력,수리 능력,공격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존재한다고 지 했다.그러나 이와 련된 이후의 연구 결과들(Cricketal.,

1997;Eagly,1995;Hyde& Plant,1995;Stetsenkoetal.,2000)을 종합해보면 이

러한 역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매우 작을 뿐 아니라,이 자료들

은 개인의 행동을 특징지을 수 없는 집단 평균을 말하는 것이므로 남성과 여성은

심리 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성역할 고정 념의 습득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정,학교, 매체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환경들이 지 되고 있다.특히,성역할 고정 념에 근거한 교

육 내용은 남녀의 역할에 차별 인 가치를 부여하고,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을

기 하는 정도에 차이를 갖게 한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에 따라 상이한 역할

과 기질을 학습하게 되므로 성역할 고정 념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심,잠재

력을 개발하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Sadkeretal.,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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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성역할 고정 념의 발달

David와 Katherine(2012)은 통 인 성역할 고정 념에 한 연구들을 종합

하여 아동이 남아나 여아로서 자신의 기본 정체성을 인식하는 과정과 성역할

고정 념 성 유형화된 행동(이성의 행동보다 동성을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성)

이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① 0∼2세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시기로, 아는 자신을 남아와 여아로

명명할 수 있다.성 유형화된 장난감이나 활동,동성 놀이 친구에 한 선호(성

분리)가 등장하며 몇 가지 성역할 고정 념을 찰할 수 있다.

② 3∼6세

자신의 성이 변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성 보존 개념이 등장하며 남아의 경우

성 유형화된 장난감이나 놀이에 한 선호가 강해진다.흥미,활동,직업에 한

성역할 고정 념이 등장하고,이러한 인식이 매우 경직되는 특성을 보인다.

③ 7∼11세

아동의 성 정체성이 확장되는 동시에 성 형성에 한 지각과 성에 한 만

족감이 등장한다.성 분리가 진행되면서 남아의 경우에는 성 유형화된 장난감이

나 활동에 한 선호가 지속 으로 강화되지만,여아는 몇 가지 남성 활동에

해 흥미를 보이기도 한다.개인의 성격 특성과 성취 역에서 성역할 고정 념

이 형성되지만 유동 이라는 이 특징 이다.

④ 12세 이상

성 분리에 한 공언은 감소하지만 성 정체성이 강해진다.청소년 기에는 성

역할 고정 념이 강화되면서 성 유형화된 행동에 보다 많이 동조하고,성역할을

벗어난 행동에 해서는 강한 완고함을 보인다.청소년 후기에는 성역할 고정

념의 부분의 측면에서 보다 유연한 인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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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성역할 고정 념의 분석

2.3.1교수-학습 자료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 념의 분석 기

Stitt(1988)는 교수-학습 자료에 성역할 고정 념이 반 되었는지 여부를 검

하는 기 을 제시한 바 있다.

① 불가시성

특정 집단이 교수-학습 자료에서 과소 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정형화

한 집단에 통 이고 고정된 역할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불균형

특정한 집단이나 상황 는 특정 문제에 해 한 가지 해석만을 제시하는 경

우를 뜻한다.

④ 비 실성

우리의 역사나 생활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비 실 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⑤ 분 화/고립화

교수-학습 자료의 본문에서 특정 집단과 련된 문제를 분리하여 제시하는 경

우이다.

⑥ 언어 편견

남성 심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후 AAUW(1992)에서는 교수-학습 자료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 성역할 고정

념을 ①여성의 배제,②양성의 정형화,③여성 종속과 비하,④여성에 한 자

료의 분리,⑤ 사회 문제에 한 여성의 피상 인 심,⑥한 문화에서 능동

인 여성 부분을 제외시키는 문화 부 성으로 유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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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 념의 분석

교과서의 삽화에 내재된 성역할 고정 념은 그 향이 무시되거나 거부감 없

이 받아들여져 왔다.그러나 이러한 교재에 하는 시간이 되면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 념이 고착되거나 새로운 성역할 고정 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내재된 성역할 고정 념에 한 연구가

1990년 반부터 미국,자메이카 등 일부 국가에서 시작되었다.이 시기에는 주

로 삽화에 묘사된 인물의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의 차이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

고, 차 등장인물의 역할이나 학교 교과서의 변화에 따른 경향을 분석하는

데 을 맞춘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Bazler와 Simonis(1991)는 1970년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를 분석하여 삽화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남학생과 여학생이 제시되는 빈도에 상당한 성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Potter와 Rosser(1992)는 7학년 생명과학 교과서를 상으로 언어,이미지,내

용의 측면에서 나타난 성역할 고정 념을 분석하 는데,한 쪽 성을 지칭하는 어

휘나,특정 직업에 한 성역할 고정 념이 반 된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교

과서의 삽화가 남성을 심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발견하 다.

Whiteley(1996)는 1970년 와 1980년 에 사용된 자메이카 학교 과학 교과

서의 삽화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성 평등 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하지만 최신 의 경우에도 여 히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보다 더 많이 묘사되고,교과서에 소개되는 여성 과학자의 수는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루나이에서 사용된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와 본문을 분석한 Elgar

(2004)의 연구에서는 인물의 등장 빈도와 활동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알아보았다.남성을 묘사한 사진과 그림의 비율이 지배 이었는데 여성은 임신과

수유,식사 비를 하는 모습으로만 등장하 지만,남성은 스포츠와 취미생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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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다루기 등 범 한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Kahveci(2010)는 터키의 학교 과학 교과서와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를 상

으로 교과서 개정 방향의 성을 알아보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부분의

교과서에서 등장인물이 성에 따라 불평등하게 묘사된 삽화를 수록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는 학교 과학 교과서에 비해 남성이 심이 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Canan(2011)의 연구에서는 터키의 과학 교과서에 소수의 여성 과학자만이 소

개되는 실태를 지 하 으며,이러한 결과가 여학생의 과학 활동에 미치는 향

에 해 논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안하 다.

이 외에 성역할 고정 념의 측면에서 과학학습 활동이나 학교 수업 상황에

근하는 연구들(Randle& Anderson,1999;Rodrick& Tracy,2001)도 일부 진

행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6,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노태

희 등,2004;노태희,최용남,1997;신동희,2000)와,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를 성역할 고정 념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차정호 등,2004)

가 진행되었는데,과학학습에 련된 활동의 경우 남녀 학생이 비교 균형 으

로 묘사되어 있었으나 학습에 직 으로 련되지 않는 활동이나 성인을 묘사하

는 삽화는 여 히 성역할 고정 념에 기 하여 남성에게 우호 으로 구성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직업 유형은 여성에 비하여 다양하게 나타났으며,교

과서에 등장하는 과학자는 부분 남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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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Ⅰ: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 념

분석

3.1연구 방법

3.1.1분석 상

이 연구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의 삽화를

분석하 다.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과학

교과서와 실험 찰 교과서 총 16권을 상으로 각 교과서의 모든 페이지에 수록

된 사진,그림,도해,만화를 분석하 다.이때,선이나 으로 표시된 그래 ,표,

기호,아이콘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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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분석 방법

성역할 고정 념의 측면에서 과학 교과서의 특징을 분석한 선행연구(노태희

등,2004;노태희,최용남,1997;차정호 등,2004;Potter& Rosser,1992)의 분석

틀에 기 하여 비 분석을 실시하 다. 비 분석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 교과서와 실험 찰 교과서에서 임의로 선정한 삽화를 분석하

고,분석 요목과 구체 인 분석 기 을 설정하 다.이때,분석의 타당도와 신뢰

도를 높이기 해 과학교육 문가 3인, 직 교사 3인,과학교육 공 학원생 3

인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모든 분석 요목과 기 에 한 세미나를 수차례 실시

하여 이를 수정․보완하 다.그리고 2인의 연구자가 완성된 분석틀에 따라 일부

삽화를 분석하여 연구자간 일치도가 95% 이상에 도달한 후,1인의 연구자가 모

든 삽화를 분석하 다.

삽화에 제시된 학생과 성인의 등장 빈도와 활동 유형 행동 특성을 분석한

후,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해 ‘SPSS16.0forwindows’통계 분석용

로그램을 활용하여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 다.이때,통계 검증을 한 기본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성인의 직업 분포에 해서는 빈도 분석을 하 다.분석

한 내용은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를 성역할 고정 념의 측

면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노태희 등,2004)의 결과와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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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분석 기

이 연구에서는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 ,인물이 등장하는 삽화에서 등장

인물의 나이에 따라 학생과 성인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와 활동 유

형,행동 특성을 조사하 다.이때,삽화의 경계가 분명하거나 장면이 바 는 경

우에는 각각을 개별 으로 분석하고 삽화를 확 해서 바로 에 제시하는 경우에

는 하나의 삽화로 분석하 으며, 유아가 묘사된 소수의 삽화는 모든 분석에서

제외하 다.

학생의 활동 유형은 실험․ 찰 등과 같이 학습과 직 으로 련이 있는 ‘학

습 활동’과 가사 활동이나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운동을 포함하는 ‘학습외

활동’으로 유형화하 다.성인의 경우에는 가사 활동이 묘사된 ‘가정 활동’과 직업

활동이나 옥외 활동을 다룬 ‘가정외 활동’으로 활동 유형을 나 었고,성인의 직

업 활동에 해서는 직업의 종류와 분포를 함께 조사하 다.

한,성별에 따라 활동의 극성이 차별 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 해 학생의 행동 특성을 ‘극 ’,‘소극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물리 인 조작, 극 인 활동 수행,정보 수집을 한 극 인 찰,학습 주제

에 한 직 인 행 ,정신 사색(mentalspeculation)등의 행동은 ‘극 ’행

동 특성으로 분류하 다.보조 이거나 수동 인 행 ,사물이나 인간과 극 으

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행 ,2명이 실험 할 때 보조 이거나 실험 상황을 망하

는 등의 경우는 ‘소극 ’,활동의 특성이 도 이거나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

우,행 자체에 목 이 없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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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결과 논의

3.2.1삽화에 등장하는 학생 분석

(1)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

삽화에 등장하는 학생의 성별 빈도를 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Ⅲ-1>

과 같다.삽화에서 학생은 총 1,009회 등장하 는데,성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12

회)를 제외하고 남학생이 489회(49.0%),여학생이 508회(51.0%)등장하여 여학생

이 제시된 횟수가 남학생에 비해 19회(2.0%)많았다.

종류 학년 남학생 여학생

과학

교과서

3 96(51.3) 91(48.7)

4 66(44.0) 84(56.0)

5 146(52.1) 134(47.9)

6 113(49.1) 117(50.9)

계 421(49.7) 426(50.3)

실험 찰

교과서

3 8(44.4) 10(55.6)

4 8(53.3) 7(46.7)

5 26(40.0) 39(60.0)

6 26(50.0) 26(50.0)

계 68(45.3) 82(54.7)

계 489(49.0) 508(51.0)

<표 Ⅲ-1>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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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서의 학년별로는 등장 빈도가 우세한 성별이 상이하 지만 과학 교과

서에서 남학생이 421회(49.7%),여학생이 426회(50.3%),실험 찰 교과서에서 남

학생이 68회(45.3%),여학생이 82회(54.7%)등장하여 여학생의 등장 빈도가 다소

높은 경향은 과학 교과서와 실험 찰 교과서에서 공통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의 등장 빈도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다

소 우세했던 6,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노태희 등,2004;

노태희,최용남,1997)와 달리,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

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특징이다.남학생 심의 삽화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있는 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과학 과목에 한 심리 거리감을 갖게 할 가능성

(Peltz,1990)이 있어 남학생 주의 묘사가 어든 2007개정 교육과정기의 변화

는 정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의 차이는 모든

학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p>.05),2007개정 교육과

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에서는 기존 교육과정기에 비해,여학생의 등

장 빈도를 고려하여 성별 균형을 극 으로 실 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활동 유형에 따른 학생의 성별 빈도

삽화에 묘사된 학생의 활동 유형을 학습 활동과 학습외 활동으로 분류하여 활

동 유형에 따른 성별 빈도를 조사하 다(표 Ⅲ-2).우선,학습 활동은 743회

(74.5%),학습외 활동은 254회(25.5%)묘사되어,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등장하는 학생은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나 가사

활동보다 학습과 직 인 련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

가 3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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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학생의 활동 유형별 삽화의 (출처:과학

6-2,114;과학 3-1,24)

종류 학년

학습 활동 학습외 활동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과학

교과서

3 60(46.2) 70(53.8) 36(63.2) 21(36.8)

4 63(44.7) 78(55.3) 3(33.3) 6(66.7)

5 95(50.5) 93(49.5) 51(55.4) 41(44.6)

6 104(49.3) 107(50.7) 9(47.4) 10(52.6)

계 322(48.1) 348(51.9) 99(55.9) 78(44.1)

실험 찰

교과서

3 0(0.0) 1(100.0) 8(47.1) 9(52.9)

4 5(50.0) 5(50.0) 3(60.0) 2(40.0)

5 11(32.4) 23(67.6) 15(48.4) 16(51.6)

6 15(53.6) 13(46.4) 11(45.8) 13(54.2)

계 31(42.5) 42(57.5) 37(48.1) 40(51.9)

계 353(47.5) 390(52.5) 136(53.5) 118(46.5)

<표 Ⅲ-2>활동 유형별 학생의 성별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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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유형별로 학생의 성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학습 활동에서는 남학생이

353회(47.5%),여학생이 390회(52.5%)등장하 다.학습 활동의 성별 빈도를 과학

과 교과서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과학 교과서에서는 남학생이 322회(48.1%),

여학생이 348회(51.9%),실험 찰 교과서에서는 남학생이 31회(42.5%),여학생이

42회(57.5%)묘사되어 있었다.즉,학습 활동의 경우에는 과학 교과서와 실험 찰

교과서 모두에서 여학생의 빈도가 다소 높았는데 5학년 과학 교과서와 4학년,6

학년 실험 찰 교과서를 제외하고,학년별로도 체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습외 활동에서는 남학생이 136회(53.5%),여학생이 118회(46.5%)등장하 는

데,과학과 교과서의 종류에 따라 성별 비 에 차이가 있었다.실험 찰 교과서의

삽화에는 남학생이 37회(48.1%),여학생이 40회(51.9%)등장하여 여학생 비율이

다소 높았고,4학년을 제외하고 학년별로도 유사한 분포가 조사되었다.그러나 과

학 교과서에서는 남학생의 등장 빈도(99회,55.9%)가 여학생(78회,44.1%)보다 21

회(11.8%)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우세하 으며

이러한 분포는 3학년과 5학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모든 활동 유형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던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노태희 등,2004)에 비해,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

학과 교과서의 삽화에서는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다

소 높아졌다.학습외 활동에서 나타나는 성별 분포의 경향성은 선행연구(노태희

등,2004)와 유사하지만 성별 빈도의 차이(7차:12.2%,2007개정:7.0%)는 거의

반으로 어들었다.즉,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과학과 교과서에서는 학생

의 활동이 남학생을 심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7차 교육과정기보다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한,각 과학과 교과서의 모든 학년의 활동 유형에서 학생의 성별

빈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p>.05)남학생과 여학생의

활동이 특정 성을 심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

는 문자 해독 능력이 부족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감각 학습 자료에 의지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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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규범과 가치를 학습해 나가는 등학생들(Hucketal.,1993)에게 래 학생

들의 역할이 성별에 따라 편 되지 않고 동등함을 인식시키는데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다만,과학 교과서의 일부 학년에서 학습외 활동

을 수행하는 남학생의 빈도가 여 히 우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학습외 활동

의 거의 부분을 차지하는 스포츠나 놀이 활동에 해 성별 균형을 반 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하 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행동 특성에 따른 학생의 성별 빈도

학생의 행동 특성을 극 ,소극 ,기타로 나 고 행동 특성에 따른 성별 빈

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극 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이 묘

사된 경우는 936회(93.9%),보조 이거나 소극 인 모습으로 묘사된 경우는 19회

(1.9%),행동 특성이 도 이거나 뚜렷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42회

(4.2%) 다.

<그림 Ⅲ-2> 학생의 행동 특성별 삽화의 (출처:과

학 6-1,168;과학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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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학년

남학생 여학생

극 소극 기타 극 소극 기타

과학

교과서

3 90(93.8) 0(0.0) 6(6.3) 86(94.5) 0(0.0) 5(5.5)

4 59(89.4) 2(3.0) 5(7.6) 78(92.9) 2(2.4) 4(4.8)

5 131(89.7) 3(2.1) 12(8.2) 127(94.8) 5(3.7) 2(1.5)

6 106(93.8) 5(4.4) 2(1.8) 115(98.3) 0(0.0) 2(1.7)

계 386(91.7) 10(2.4) 25(5.9) 406(95.3) 7(1.6) 13(3.1)

실험 찰

교과서

3 6(75.0) 0(0.0) 2(25.0) 8(80.0) 0(0.0) 2(20.0)

4 8(100.0) 0(0.0) 0(0.0) 7(100.0) 0(0.0) 0(0.0)

5 26(100.0) 0(0.0) 0(0.0) 39(100.0) 0(0.0) 0(0.0)

6 24(92.3) 2(7.7) 0(0.0) 26(100.0) 0(0.0) 0(0.0)

계 64(94.1) 2(2.9) 2(2.9) 80(97.6) 0(0.0) 2(20.0)

계 450(92.0) 12(2.5) 27(5.5) 486(95.6) 7(1.4) 15(3.0)

<표 Ⅲ-3>행동 특성별 학생의 성별 빈도 (%)

성별에 따른 행동 특성의 빈도를 살펴보면,남학생은 행동 특성이 극 인 경

우 450회(92.0%),소극 인 경우 12회(2.5%),기타 27회(5.5%)로 분류되었고,여학

생은 극 인 경우 486회(95.6%),소극 인 경우 7회(1.4%),기타는 15회(3.0%)

다.즉,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극 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묘사된 비율이 지배

이었고,소극 인 경우는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교과서의 종류와 학년

에 계없이 이와 유사한 경향이 조사되어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의 삽화에서는 성별에 계없이 거의 부분의 학생들이 극 으

로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의 삽화에서 남학생( 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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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소극 :6.5%)과 여학생( 극 :80.8%,소극 :10.2%)의 행동 특성을 분

석한 결과(노태희 등,2004)에 비해,모든 성별에서 소극 행동 특성이 감소하

고 극 행동 특성의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여학생의 소극

행동 특성이 가장 큰 폭으로 어들어 하나의 삽화에 다수의 학생이 등장하여 역

할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남학생이 보다 극 으로 묘사되었던 7차 교육과정기

와 달리,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에서는 여학생의 역

할을 보조 이거나 수동 인 역할로 묘사하는 경향이 크게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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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삽화에 등장하는 성인 분석

(1)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

과학 교과서와 실험 찰 교과서에 등장하는 성인의 성별 빈도를 학년별로 분

석한 결과를 <표 Ⅲ-4>에 제시하 다.성인은 총 299회 등장하 는데,성을 구별

할 수 없어 구별불능으로 분류된 10회를 제외하고 남성은 216회(74.7%),여성은

73회(25.3%)로 남성의 등장 빈도가 여성보다 약 3배 정도 높았으며 성별 등장 빈

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종류 학년 남성 여성 

과학

교과서

3 55(75.3) 18(24.7) 18.753***

4 30(75.0) 10(25.0) 10.000**

5 45(73.8) 16(26.2) 13.787***

6 65(82.3) 14(17.7) 32.924***

계 195(77.1) 58(22.9) 74.186***

실험 찰

교과서

3 4(40.0) 6(60.0) -

4 0(-) 0(-) -

5 1(100.0) 0(0.0) -

6 16(64.0) 9(36.0) 1.960

계 21(58.3) 15(41.7) 1.000

계 216(74.7) 73(25.3) 70.758***

**p<.01,***p<.001

<표 Ⅲ-4>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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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찰 교과서에서는 남성이 21회(58.3%),여성이 15회(41.7%)등장하여 남

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7차 교육과

정에 의한 등학교 실험 찰 교과서(노태희 등,2004)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9.3% 높아진 것이며,성별 등장 빈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p>.05).

반면 과학 교과서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 교과서(노태희

등,2004)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10.3% 증가하여 남성이 195회(77.1%),여성이 58

회(22.9%)등장하 는데,모든 학년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40% 이상 높았

고,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든 학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p<.01,p<.001).이는 이 연구에서 학생의 등장 빈도를 분석한 결과에 비해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서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가 상당한 성별 불균형을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 등 과학 교과서에서 나타

난 공통 인 특징과도 유사한 것으로(Brotman& Moore,2008)학생들에게 과학

은 여성이 배제된 활동이라는 성역할 고정 념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있다.

(2)활동 유형에 따른 성인의 성별 빈도

성인의 활동을 가정 활동과 가정외 활동으로 분류하여 삽화에 묘사된 성인의

활동 유형에 따른 성별 등장 빈도를 조사하 다(표 Ⅲ-5).성인의 활동은 가정 활

동 54회(19.1%),가정외 활동 228회(80.9%)로,삽화에 등장하는 성인은 부분 가

정외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가정 활동에는 가족과 외출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70.4%)이나 육아,요

리,식사 비 등 가사와 련된 활동(29.6%)등이 묘사되어 있었다.가정외 활동

은 직업 생활과 련된 활동(82.2%)과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기타 활동(17.8%)으

로 분류되어 주로 성인의 직업 활동을 묘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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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학년

가정 활동 가정외 활동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과학

교과서

3 6(50.0) 6(50.0) 0.000 49(80.3) 12(19.7 22.443***

4 3(37.5) 5(62.5) - 27(84.4) 5(15.6) 15.125
***

5 0(-) 0(-) - 45(73.8) 16(26.2) 13.787***

6 8(61.5) 5(38.5) 0.692 57(86.4) 9(13.6) 34.909***

계 17(51.5) 16(48.5) 0.030 178(80.9) 42(19.1) 84.073***

실험 찰

교과서

3 2(25.0) 6(75.0) - 2(100.0) 0(0.0) -

4 0(-) 0(-) - 0(-) 0(-) -

5 0(-) 0(-) - 1(100.0) 0(0.0) -

6 6(46.2) 7(53.8) 0.077 10(83.3) 2(16.7) -

계 8(38.1) 13(61.9) 1.190 13(86.7) 2(13.3) 8.067*

계 25(46.3) 29(53.7) 0.296 191(81.3) 44(18.7) 95.953***

<표 Ⅲ-5>활동 유형별 성인의 성별 빈도 (%)

<그림 Ⅲ-3> 성인의 활동 유형별 삽화의 (출처:실

험 찰 3-1,38;과학 3-1,145)

*p<.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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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활동의 경우에는 남성이 25회(46.3%),여성이 29회(53.7%)묘사되어 있었

는데 과학 교과서에는 남성이 17회(51.5%),여성이 16회(48.5%)등장하 고,실험

찰 교과서에서는 남성이 8회(38.1%),여성이 13회(61.9%)묘사되었으며 과학과

교과서에서는 공통 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반면에 가정외 활동에서는 남성이 191회(81.3%),여성이 44회(18.7%)등장하여

남성의 등장 빈도가 여성의 경우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01).과학 교과서에서는 남성(178회,80.9%)

의 등장 빈도가 여성(42회,19.1%)보다 136회(61.8%)많았고,실험 찰 교과서에

서도 남성(13회,86.7%)이 여성(2회,13.3%)보다 11회(73.4%)많이 등장하 다.

가정 활동을 하는 성인의 성별 차이는 7.4%로,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노태희 등,2004)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19.4%)에 비해 10% 이상

어들어 남성과 여성이 비교 균형 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가정외 활동을 하는 성인의 성별 차이(62.6%)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를 분석(노태희 등,2004)한 결과인 50.6%보다 12.0% 늘어나 남성

을 심으로 묘사되는 정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생들은 삽

화에 제시된 인물의 행 에 성과 련된 단서가 붙어 있을 경우,그 단서를 토

로 성역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성에 해 정형화된 사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tinetal.,1995).즉,가정외 활동이 남성을 심으로 묘사되는 경향은

등학생들에게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남성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것

이라는 인식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정외 활동의 부분을 차지하는 직업 활동에 한 삽화를 상으로 직업의

종류 성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표 Ⅲ-6),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된

남성의 빈도는 166회(88.8%),여성의 빈도는 21회(11.2%) 다.즉,직업 활동 역

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7배 이상 많이 묘사되어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

학교 과학과 교과서는 직업 활동을 남성의 역으로 한정시키는 성역할 고정 념

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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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종류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남성의 경우 과학자,운동선수 등 총 20

가지로 묘사되어 있었지만 여성은 과학자,안 요원,간호사,아나운서로만 묘사

되어 있었다.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고정된 직업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진

로를 선택하는 시기에 부정 인 향을 미쳐,여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역을

한정시키는 결과를 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최경희 등,2008)교과서 집필 과정

에서 여성의 직업군을 다양하게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 남성 여성 직업 남성 여성

과학자 91(86.7) 14(13.3) 운 기사 3(100.0) 0(0.0)

운동선수 12(100.0) 0(0.0) 상인 2(100.0) 0(0.0)

어부 9(100.0) 0(0.0) 건설노동자 2(100.0) 0(0.0)

농부 8(100.0) 0(0.0) 사무원 2(100.0) 0(0.0)

안 요원 8(88.9) 1(11.1) 간호사 0(0.0) 2(100.0)

역사 인물 6(100.0) 0(0.0) 의사 1(100.0) 0(0.0)

기사(촬 ,녹음 등) 4(100.0) 0(0.0) 탐험가 1(100.0) 0(0.0)

교사 3(100.0) 0(0.0) 기타 14(77.8) 4(22.2)

<표 Ⅲ-6>성인의 성별 직업 분포 (%)

한편,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노태희 등,2004)에서 과학

자의 등장 빈도가 낮았던 것(남성:7회,여성:3회)에 비해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에서는 남성 과학자가 91회(86.7%),여성 과학자가

14회(13.3%)묘사되어 있었다.5,6학년 과학 교과서에서는 학습한 과학 탐구활동

과 련된 과학자들을 소개하거나 과학자와 기술자의 연구과정에 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데(교육과학기술부,2011),이러한 교과서 편찬의 방향이 과학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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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의 증가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7차 교육과정기(노태희 등,

2004)에 비해,과학자의 성별 빈도는 남성을 심으로 16.3% 더 치우친 것으로

나타나 성별 등장 빈도의 차이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교과서에 수록되는 과학

자에 한 소개는 학생들의 과학자에 한 인식 인지도 형성의 기 자료가

되며(이혜숙,2003),많은 과학교육 로그램에서는 성차를 이기 해 여성 과

학자에 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들에게 과학기술 련 직

업에 한 정 인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vans &

Whigham,1995).따라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과학자를 등학교 과학과 교

과서에서 소개할 때,성별 균형을 보다 극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행동 특성에 따른 성인의 성별 빈도

성인의 행동 특성에 따른 성별 빈도를 조사하여 <표 Ⅲ-7>로 정리한 결과,

극 인 행동이 묘사된 경우는 235회(83.3%),소극 인 경우는 11회(3.9%),기타는

36회(12.8%)로 분류되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극 행동 특성이 177회(81.9%),소극 특성이 8회(3.7%)

고,여성은 극 인 경우가 58회(79.5%),소극 인 경우가 3회(4.1%)로 각 성

별 내에서 극 행동 특성의 비 이 높게 나타났다.기타의 비율이 다소 높았

던 5,6학년 과학 교과서를 제외하고,과학과 교과서의 모든 학년에서 이러한 분

포가 조사되어 삽화에 등장하는 성인은 극 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묘

사된 경우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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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학년

남성 여성

극 소극 기타 극 소극 기타

과학

교과서

3 52(94.5) 2(3.6) 1(1.8) 15(83.3) 1(5.6) 2(11.1)

4 26(86.7) 2(6.7) 2(6.7) 8(80.0) 1(10.0) 1(10.0)

5 31(68.9) 2(4.4) 12(26.7) 15(93.8) 0(0.0) 1(6.3)

6 49(75.4) 2(3.1) 14(21.5) 7(50.0) 0(0.0) 7(50.0)

계 158(81.0) 8(4.1) 29(14.9) 45(77.6) 2(3.4) 11(19.0)

실험 찰

교과서

3 4(100.0) 0(0.0) 0(0.0) 4(66.7) 1(16.7) 1(16.7)

4 0(-) 0(-) 0(-) 0(-) 0(-) 0(-)

5 1(100.0) 0(0.0) 0(0.0) 0(-) 0(-) 0(-)

6 14(87.5) 0(0.0) 2(12.5) 9(100.0) 0(0.0) 0(0.0)

계 19(90.5) 0(0.0) 2(9.5) 13(86.7) 1(6.7) 1(6.7)

계 177(81.9) 8(3.7) 31(14.4) 58(79.5) 3(4.1) 12(16.4)

<표 Ⅲ-7>행동 특성별 성인의 성별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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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Ⅱ: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 념 분석

4.1연구 방법

4.1.1분석 상

이 연구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 모든 학년

에서 선정된 9종의 검정 교과서를 분석의 상으로 하 다.9종의 교과서는 교학

사, 성,동화사,두배의느낌,두산동아,미래앤컬쳐,비상,천재(유),천재(이)에서

출 되었다.27권의 교과서에서 선이나 으로 표 된 그래 와 표,아이콘,기호

를 제외한 모든 사진,그림,도해,만화를 삽화로 정의하고(우종옥 등,1992;차정

호 등,2004),각 교과서의 겉표지부터 모든 페이지에 수록된 삽화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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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분석 방법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 일부를 임

의로 선정하여 선행연구(차정호 등,2004;Potter& Rosser,1992)와 연구 Ⅰ의

분석틀을 기 으로 비 분석을 수행하 다.기존의 분석요목을 바탕으로 비

분석 과정에서 논의된 세부 분석 기 을 추가하고,교과서의 각 단원에서 주로

묘사하고 있는 활동의 종류를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활동을 분류하는 세부 기 을

보완하여 분석틀을 구성하 다.과학교육 문가 3인, 직교사 3인,과학교육

공 학원생 2인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수차례의 세미나를 실시하여 분석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 고,세미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 유

형을 분류하는 세부 기 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분석틀로 사용하 다.

두 명의 연구자가 최종 분석틀을 이용하여 등장인물의 나이와 성별,활동 유형

과 세부 활동 내용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분석자 간 일치도를 구하 다.0.95

이상으로 분석 결과가 일치함을 수차례 확인한 후,연구자 한 명이 모든 과학 교

과서의 삽화를 동일한 차로 분석하 다.각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해 통계 분석용 로그램(SPSS16.0forwindows)을 활용하여 카

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고,출 사별로 나타나는 성별 차이의 경향도 조사하 다.

출 사별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을 심으로 표에 제시하 다.그리

고 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를 분석한 결과(차정호 등,

2004)를 비율로 변환하여 성별 차이의 정도가 교육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추이를

알아보았다. 한,분석한 결과를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

과서의 삽화 체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연구 Ⅰ)와 비교하여 학교 에 계없이

성별 균형이 실 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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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분석 기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차정호 등,2004;Potter& Rosser,1992)와 연구 Ⅰ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분석틀(표 Ⅳ-1)을 사용하여 삽화에 묘사된 학생과 성인

의 등장 빈도와 활동 유형,행동 특성을 성별에 따라 조사하 다.이때, 유아가

등장하는 일부 삽화는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심인물

과 신체의 일부만 제시되어 성의 구별이 어려운 배경인물로 분류될 경우, 심인

물만을 분석하 다. 한,여러 컷이 연결되어 나오는 삽화는 ,후의 삽화를 고

려하여 등장인물의 활동 유형과 행동 특성을 단하 다.

나이 성별 활동 유형 행동 특성

학생

남성
학습 활동

찰,실험,토론

극기타(설명,기록 등)
여성

학습외 활동
가사 활동

구별불가

소극
기타(놀이,운동 등)

성인

남성
가정 활동

가사 활동

기타( 화,외출 등)
여성

기타
가정외 활동

직업 활동

구별불가 기타(놀이,운동 등)

<표 Ⅳ-1>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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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결과 논의

4.2.1삽화에 등장하는 학생 분석

(1)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

삽화에 묘사된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를 조사하여 <표 Ⅳ-2>에 제시하 다.

학생은 총 8,974회 등장하 는데,성을 구별할 수 없어 구별 불가로 분류된 285회

를 제외하고 남학생은 4,677회(53.8%),여학생은 4,012회(46.2%)등장하 다.

학년

성별



남학생 여학생

7 1581(53.1) 1398(46.9) 11.242*

8 1580(53.3) 1382(46.7) 13.236*

9 1516(55.2) 1232(44.8) 29.351*

계 4677(53.8) 4012(46.2) 50.050*

*p<.05

<표 Ⅳ-2>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 (%)

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차정호 등,2004)에 비해 성별 등장

빈도의 차이는 다소 감소(7차:13.2%,2007개정:7.6%)하 으나,여 히 모든 학

년에서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여학생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p<.05).

이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연구 Ⅰ)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많이 등장하며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던 것과는 조 인 결과

로,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는 보다 남학생 주의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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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과학 교과서에서 여학생의 이미지가 낮은 비율로 제시되는 것

(Blumberg,2008;Elgar,2004;Kahveci,2010)은 남학생이 주도하는 과학 활동을

강조하여 과학학습에 한 여학생들의 부정 인 자기 인식을 래할 가능성이 있

는 만큼(Jayaweera,1997), 학교 과학 교과서의 제작 과정에서 삽화에 등장하는

학생의 성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삽화에 등장하는 학생의 성별 빈도를 출 사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Ⅳ

-3>과 같다.1개 출 사의 교과서(C)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많이 제시되

었으나 나머지 8개에서는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여학생보다 높았고,특히 4개 출

사의 교과서(D,F,G,H)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이를 통해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 분석(차정호 등,2004)에서 출 사별

로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삽화에 등장하는 학생의 성별 분포를

고려하는 정도에 출 사별로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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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사1)
성별



남학생 여학생

A 326(53.5) 283(46.5) 3.036

B 570(51.9) 529(48.1) 1.530

C 666(49.0) 693(51.0) 0.536

D 636(54.5) 532(45.5) 9.260*

E 263(51.9) 244(48.1) 0.712

F 747(56.0) 586(44.0) 19.446*

G 543(53.9) 464(46.1) 6.198*

H 464(63.6) 266(36.4) 53.704*

I 462(52.7) 415(47.3) 2.519

계 4677(53.8) 4012(46.2) 50.050*

*p<.05

<표 Ⅳ-3>출 사에 따른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 (%)

(2)활동 유형에 따른 학생의 성별 빈도

삽화에 묘사된 학생의 활동 유형에 따른 성별 빈도를 분석하여 <표 Ⅳ-4>에

정리하 다.학습 활동은 4,829회(55.6%),학습외 활동은 3,860회(44.4%)제시되어

학습과 련된 삽화가 학습외의 상황을 묘사한 삽화보다 많았다.

1)출 사 (random order):교학사, 성,동화사,두배의느낌,두산동아,미래앤컬쳐,비상,

천재(유),천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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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학생의 활동 유형별 삽화의 (출처:비상 학

교 과학3,123; 성 학교 과학2,186)

학년

학습 활동 학습외 활동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7 889(49.9) 893(50.1) 0.009 692(57.8) 505(42.2) 29.214***

8 789(49.6) 801(50.4) 0.091 791(57.7) 581(42.3) 32.143***

9 729(50.0) 728(50.0) 0.001 787(61.0) 504(39.0) 62.036***

계 2407(49.8) 2422(50.2) 0.047 2270(58.8) 1590(41.2) 119.8***

***p<.001

<표 Ⅳ-4>활동 유형별 학생의 성별 빈도 (%)

학습 활동 내에서는 찰(1,321회,27.4%),실험(1,201회,24.9%),토론(754회,

15.6%)에 한 삽화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그 외에는 설명,기록,사

색 등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었다.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여학생은 2,422회(50.2%)

로 남학생(2,407회,49.8%)보다 15회 많이 등장하 으나,모든 학년에서 학생들의

성별 등장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습외 활동은 가사 활동 130회(3.4%),기타 활동 3,730회(96.6%)로 거의 부

분이 기타 활동으로 분류되었다.가사 활동은 요리(65회,50.0%),청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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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설거지(14회,10.8%)등의 상황에 한 것이었고,기타 활동은 서있거나

앉아있는 모습을 단순히 제시하는 경우(1,560회,41.8%)를 제외하고 주로 과학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나 운동과 같은 동 인 활동(831회,22.3%)에 한 묘

사 다.학습외 활동에서 남학생은 2,270회(58.8%),여학생은 1,590회(41.2%)제시

되었는데,모든 학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등장하 으며 그 차이는 통

계 으로 유의미하 다(p<.001).이는 동 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상황의 상당

부분이 남학생의 활동으로 묘사되었던 루나이의 학교 과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Elgar,2004)와 유사하며 학생들에게 일부 과학 활동의 주체를 남학생으로

한정시키는 성역할 고정 념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차정호 등,2004)와 비교할 때,학습

활동(7차:7.0%,2007개정:0.4%)과 학습외 활동(7차:27.0%,2007개정:17.6%)

모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빈도 차이가 어들었다.특히 학습 활동을 수행하

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차이는 매우 어,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던 2007개

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연구 Ⅰ)에서 나타난 차이(5.0%)보

다도 낮은 수치를 보 다.그러나 학습외 활동에서 나타난 뚜렷한 성별 차이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연구 Ⅰ)에서 성별 차이가

7.0%로 비교 균형 이었던 것과 조 인 결과로,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

는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에 비해 학습외 활동의 측면이 남학생을 심으로 묘

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 유형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빈도를 출 사별로 조사한 결과(표 Ⅳ

-5),학습 활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제시된 교과서는 7권(A,B,C,E,

F,G,I)이었다.이 1개 출 사(C)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p<.05)과학학습을 하는 여학생의 이미지를 극 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나머지 2개 출 사의 교과서(D,H)에는 남학생이 더 많이 제시되

어 있었고,H 출 사의 교과서에서는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유의미한 차이로 여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05).학습외 활동의 경우에는 모든 교과서에서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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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학생보다 많이 등장하 고,7개 출 사의 교과서(A,B,D,F,G,H,I)에서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5).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 (교육인 자원부,

2007b)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되는 남녀의 역할에 편견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

다.그러나 학습 활동과 학습외 활동에서 성별 균형이 실 된 정도는 출 사의

종류에 따라 편차가 있었고 특히 학습외 활동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출 사에서

남학생 심의 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남녀의 역할에 한 성별 균형

을 실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출 사

학습 활동 학습외 활동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A 193(48.6) 204(51.4) 0.305 133(62.7) 79(37.3) 13.755*

B 280(47.3) 312(52.7) 1.730 290(57.2) 217(42.8) 10.511*

C 302(44.5) 376(55.5) 8.077* 364(53.5) 317(46.5) 3.244

D 329(51.4) 311(48.6) 0.506 307(58.1) 221(41.9) 14.008*

E 121(48.6) 128(51.4) 0.197 142(55.0) 116(45.0) 2.620

F 360(49.9) 361(50.1) 0.001 387(63.2) 225(36.8) 42.882*

G 295(49.6) 300(50.4) 0.042 248(60.2) 164(39.8) 17.126*

H 265(62.8) 157(37.2) 27.640* 199(64.6) 109(35.4) 26.299*

I 262(49.0) 273(51.0) 0.226 200(58.5) 142(41.5) 9.836*

계 2407(49.8) 2422(50.2) 0.047 2270(58.8) 1590(41.2) 119.8*

*p<.05

<표 Ⅳ-5>출 사에 따른 활동 유형별 학생의 성별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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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동 특성에 따른 학생의 성별 빈도

삽화에 등장하는 학생의 행동 특성에 따른 성별 빈도를 조사하 다(표 Ⅳ-6).

행동 특성이 극 인 경우는 7,239회(83.3%),소극 인 경우는 229회(2.6%),행동

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도 으로 묘사되어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1,221회

(14.1%)로 부분의 삽화에서 극 으로 행동하는 학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

다.

<그림 Ⅳ-2> 학생의 행동 특성별 삽화의 (출처:미래앤컬쳐 학교

과학1,191;교학사 학교 과학1,86)

학년

남학생 여학생

극 소극 기타 극 소극 기타

7 1347(85.2) 55(3.5) 179(11.3) 1163(83.2) 53(3.8) 182(13.0)

8 1229(77.8) 38(2.4) 313(19.8) 1123(81.3) 35(2.5) 224(16.2)

9 1307(86.2) 17(1.1) 192(12.7) 1070(86.9) 31(2.5) 131(10.6)

계 3883(83.0) 110(2.4) 684(14.6) 3356(83.6) 119(3.0) 537(13.4)

<표 Ⅳ-6>행동 특성별 학생의 성별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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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별 내에서 극 인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경우는 남학생 3,883회(83.0%),

여학생 3,356회(83.6%)로 가장 많았고,소극 으로 묘사된 남학생은 110회(2.4%),

여학생은 119회(3.0%) 다.7학년에서 남학생의 극 행동 특성의 비율이 여학

생보다 높았던 것을 제외하고, 극 인 경우와 소극 인 경우 모두에서 여학생

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았다.그러나 각 성별 내에서 행동 특성별 비 은

학생의 성에 계없이 비교 유사하 고,출 사별로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행동 특성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기(차정호 등,2004)에는 극 으로 묘사된 남학생과 소극 행

동 특성을 보이는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우세했으나, 극 행동 특성(7차:

3.3%,2007개정:0.6%)과 소극 행동 특성(7차:2.5%,2007개정:0.6%)에서 성

별에 따른 차이가 모두 어들어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의 삽화에서 보

다 균형 인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이러한 결과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연구

Ⅰ)에서 부분의 학생들이 극 으로 묘사되고,행동 특성별로 성별 차이가 크

지 않았던 것과도 유사하여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 행동 특성의 측면은 학교 에 계없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균

형 으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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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삽화에 등장하는 성인 분석

(1)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

삽화에 제시된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는 <표 Ⅳ-7>과 같다.성인의 등장 빈도

는 총 5,870회 는데,성을 구별할 수 없어 구별 불가로 분류된 경우(714회)를 제

외하고 남성이 3,662회(71.0%),여성이 1,494회(29.0%)등장하여 남성의 비율이 여

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학년

성별



남성 여성

7 1242(74.7) 421(25.3) 405.3*

8 1226(72.4) 467(27.6) 340.3*

9 1194(66.3) 606(33.7) 192.1*

계 3662(71.0) 1494(29.0) 911.6*

*p<.05

<표 Ⅳ-7>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 (%)

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

를 분석한 결과(차정호 등,2004)와 비교하 을 때,성별 등장 빈도의 차이는 감

소하 다(7차:51.2%,2007개정:42.0%).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2007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연구 Ⅰ)에서 나타난 성별 등장 빈도의 차

이(49.4%)보다 다소 작은 것이다.하지만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는 여

히 모든 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등장하 고(p<.05),출

사별로도 남성의 등장 빈도가 우세한 경향이 유지되어,2007개정 교육과정기



-44-

에는 등학교와 학교 학교 에 계없이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등장하는 성인

이 남성을 심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이 연구에서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의 차이가 7.6% 던 것을 고려할 때,

삽화에 묘사된 성인은 학생의 경우에 비해 상당한 성별 불균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자메이카의 학교 과학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

(Whiteley,1996)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과학 상황을 남성과 연

지어 생각하는 성역할 고정 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2)활동 유형에 따른 성인의 성별 빈도

성인의 활동 유형에 따른 성별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가정

활동은 533회(10.3%),가정외 활동은 4,623회(89.7%)제시되어 삽화에 등장하는

성인의 부분은 가정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림 Ⅳ-3>성인의 활동 유형별 삽화의 (출처: 성 학

교 과학2,293;두배의느낌 학교 과학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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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가정 활동 가정외 활동

남성 여성  남성 여성 

7 51(35.4) 93(64.6) 12.250* 1191(78.4) 328(21.6) 490.3***

8 76(43.2) 100(56.8) 3.273 1150(75.8) 367(24.2) 404.1***

9 74(34.7) 139(65.3) 19.836* 1120(70.6) 467(29.4) 268.7***

계 201(37.7) 332(62.3) 32.197* 3461(74.9) 1162(25.1) 1143***

*p<.05,***p<.001

<표 Ⅳ-8>활동 유형별 성인의 성별 빈도 (%)

가정 활동은 가사 활동 221회(41.5%),기타 활동 312회(58.5%)로 세분되었는데

가사 활동 내에서는 육아(70회,31.7%),요리(56회,25.3%)등의 활동이 주로 묘사

되어 있었고,기타 활동에서는 가족과의 화(81회,26.0%)나 외출(41회,13.2%)

등의 상황을 묘사한 삽화가 많았다.가정 활동을 하는 남성은 201회(37.7%),여성

은 332회(62.3%)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제시되어 있었다.모든 학년에서 여성

이 등장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는데 7학년과 9학년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가정외 활동의 경우에는 직업 활동에 한 묘사가 3,025회(65.4%)로 많은 비

을 차지하 고, (111회,6.9%),놀이(96회,6.0%),걷기(95회,5.9%)등 옥외에

서 이루어지는 기타 활동이 1,598회(34.6%)제시되어 있었다.가정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 남성의 빈도(3,461회,74.9%)는 여성(1,162회,25.1%)보다 약 3배

많았으며 그 차이는 모든 학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01).

7차 교육과정기의 학교 과학 교과서 분석 결과(차정호 등,2004)와 비교할

때,가정 활동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성별 차이의 정도(7차:42.8%,

2007개정:24.6%)가 감소하 다.그러나 여성의 역할로 묘사되는 정도가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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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연구 Ⅰ)에서 남녀의 차

이가 균형 이었던 것(10.4%)과 상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가정외 활동의 경

우에는 7차 교육과정기(차정호 등,2004)에서 조사되었던 것보다 성별 차이가 감

소(7차:59.4%,2007개정:49.8%)하 고 이러한 차이는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

(연구 Ⅰ)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의 정도(62.6%)보다도 작았지만 가정외 활동이

남성을 심으로 묘사되는 경향은 학교 이나 교육과정의 변화에 계없이 유사

하 다.

이를 통해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는 가정

활동의 측면에서 여성이,가정외 활동에 해서는 남성의 빈도가 우세하여 성인

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역할이 부여되는 경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루나이

와 터키의 학교 과학 교과서(Elgar,2004;Kahveci,2010)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역할 고정 념이 조사되었는데 여성의 역할을 주부로 한정시키고,남성이 운동

이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성별에

따라 고정 인 역할을 강조하는 결과를 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출 사별로

도 이와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나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 (교육인 자원부,

2007b)에서 강조하는 성별 균형이 성인의 활동 유형 측면에서 제 로 실 되지

못하 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의 직업 유형에 따른 성별 빈도를 조사한 결과(표 Ⅳ-9),남성은 64개 직

업 유형에서 2,431회(80.4%),여성은 46개 직업 유형에 해 594회(19.6%)묘사되

어 있었다.직업 유형으로는 과학자(1,199회,39.6%)가 가장 많았고,운동선수(569

회,18.8%),경찰·군인(113회,3.7%),교사(105회,3.5%)의 순으로 묘사되어 있었는

데 교사,요리사,간호사,무용수를 제외한 모든 직업 유형에서 남성이 묘사된 빈

도가 여성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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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남성 여성 직업 남성 여성

과학자 1108(92.4)91(7.6) 부 26(65.0) 14(35.0)

알려진 과학자 716(96.0) 30(4.0) 공장 노동자 29(74.4) 10(25.6)

익명의 과학자 392(86.5) 61(13.5) 요리사 16(42.1) 22(57.9)

운동선수 400(70.3)169(29.7) 간호사 9(31.0) 20(69.0

군인·경찰 111(98.2) 2(1.8) 장장이 21(91.3) 2(8.7)

교사 49(46.7) 56(53.3) 잠수부 11(55.0) 9(45.0)

음악가 60(65.9) 31(34.1) 운 기사 18(100.0) 0(0.0)

건설노동자 83(96.5) 3(3.5) 화가 16(88.9) 2(11.1)

방송인 46(54.1) 39(45.9) 무용수 2(12.5) 14(87.5)

상인 68(86.1) 11(13.9) 배우 9(64.3) 5(35.7)

농부 54(80.6) 13(19.4) 마술사 7(87.5) 1(12.5)

의사 39(60.9) 25(39.1) 조향사 6(85.7) 1(14.3)

안 요원 52(98.1) 1(1.9) 약사 3(50.0) 3(50.0)

역사 인물 40(80.0) 10(20.0) 사진사 4(66.7) 2(33.3)

어부 39(83.0) 8(17.0) 축산업자 4(66.7) 2(33.3)

탐험가 40(95.2) 2(4.8) 기타 61(70.1) 26(29.9)

<표 Ⅳ-9>성인의 성별 직업 분포 (%)

과학자의 경우에는 7차 교육과정기(차정호 등,2004)에 비해 성별 차이(7차:

89.2%,2007개정:84.8%)가 다소 감소하 지만,잘 알려진 과학자(96.0%)뿐 아니

라 익명의 과학자(86.5%)에 해서도 남성이 우세한 경향이 지속되었다.이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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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학자가 등장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던 터키의 학교 과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Canan,2011)와 유사하 다.성역할 고정 념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선택

의 과정에서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데(황매향,김계 ,2001),여학생의 경우에

는 남학생에 비해 성역할 고정 념에 비추어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미연,방희정,2005).따라서 과학 교과서에서 남성 과학자를 주로

소개하는 것은 암묵 으로 과학 역에서 여성을 분리하고 과학자를 남성의 직업

으로 여기는 성역할 고정 념을 강조하여 여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학 분야가 배제되는 결과를 래할 가능성이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는 과학과 련된 진로 선

택에 도움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을 다루고자 하는 만큼(교육인 자원부,

2007a)이후 과학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는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 과학자

를 발굴하고 소개하여 여학생들이 과학과 련된 진로를 결정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극 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행동 특성에 따른 성인의 성별 빈도

성인의 행동 특성에 따른 성별 빈도를 <표 Ⅳ-10>에 정리하 다.성인의 행동

이 극 인 경우는 4,249회(82.4%),소극 인 경우는 43회(0.8%),기타는 864회

(16.8%)로 거의 부분의 성인이 극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

었다.각 성별 내에서도 극 행동 특성의 비 이 가장 컸는데 극 행동 특

성을 보이는 남성의 비율(3,062회,83.6%)은 여성(1,187회,79.5%)보다 다소 높았

고,소극 행동 특성은 남성(35회,1.0%)과 여성(8회,0.5%)모두에서 매우 낮은

비 을 차지하 다.학년별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출 사의 종류에

계없이 극 행동 특성이 우세한 경향이 유지되었다.뿐만 아니라,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연구 Ⅰ)의 분석 결과와도 유사하

여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 행동

특성의 측면은 성별에 계없이 균형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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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남성 여성

극 소극 기타 극 소극 기타

7 1063(85.6) 20(1.6) 159(12.8) 345(81.9) 7(1.7) 69(16.4)

8 990(80.8) 10(0.8) 226(18.4) 366(78.4) 0(0.0) 101(21.6)

9 1009(84.5) 5(0.4) 180(15.1) 476(78.5) 1(0.2) 129(21.3)

계 3062(83.6) 35(1.0) 565(15.4) 1187(79.5) 8(0.5) 299(20.0)

<표 Ⅳ-10>행동 특성별 성인의 성별 빈도 (%)

7차 교육과정기의 분석 결과(차정호 등,2004)와 비교하 을 때,남성(7차:

74.6%,2007개정:83.6%)과 여성(7차:69.0%,2007개정:79.5%)의 극 행동

특성의 비율이 증가하 다.그리고 소극 행동 특성을 보이는 남성의 비율(7차:

1.1%,2007개정:1.0%)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7차:3.4%,2007개

정:0.5%)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 다. 한, 극 행동 특성(7차:5.6%,2007개

정:4.1%)과 소극 행동 특성(7차:2.3%,2007개정:0.5%)모두에서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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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성역할 고정 념에 기 한 과학 교과서의 삽화는 학생들의 과학에 한 성역

할 고정 념 형성에 향을 주며,이는 과학학습에서의 성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에 한 균형 있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한 기 연구의 일환으로,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학교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를 성역할 고정 념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성역할 고

정 념의 정도를 교육과정의 변화 학교 에 따라 비교·분석하 다.

연구 Ⅰ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 교과서와 실험 찰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 념을 분석하고,7차 교육과정

에 의한 등학교 과학 교과서 실험 찰 교과서와 비교․분석하 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의 삽화에서 여학생은 남

학생보다 다소 많이 등장하 는데 삽화에 묘사된 학생들은 모든 활동 유형에서

체로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성인의 경우에는 학생과 달리,남성의 등장

빈도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가정 활동에서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

만 가정외 활동에서는 남성이 유의미한 차이로 여성보다 많이 등장하 고,그

직업 활동은 남성을 심으로 묘사되어 있었다.삽화에 등장하는 학생과 성인은

성별에 계없이 거의 부분 극 행동 특성으로 분류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에 비해 학생에 한 모든 분석

항목에서 남학생을 심으로 묘사되는 정도가 어들어 학생의 측면에서 체로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의 차이

가 오히려 커졌고,가정외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 다.

연구 Ⅱ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 드

러나는 성역할 고정 념을 분석하고,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와

비교하여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가 교육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를 조사하 다.그리고 연구 Ⅰ의 결과와 비교하여 2007개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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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의한 등학교,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 성별 균형이 실 되고 있

는지 여부를 조사하 다.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많이 등장하 다.학습 활동에서

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빈도가 균형을 이루었으나,학습외 활동에서는 남학생의

빈도가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성인은 남성을 주로 묘사되어 있었는데

성인의 가정 활동에서는 여성,가정외 활동에서는 남성의 등장 빈도가 유의미한

차이로 우세하 고,직업 활동에 해서는 주로 남성이 묘사되어 있었다.학생과

성인은 부분 극 행동 특성을 보 고,행동 특성별 비율은 각 성별 내에서

비교 유사하 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에 비해,모든 분석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감소하 고,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와 학습 활동의 성별 빈도에는

출 사별로 편차가 있었다.그리고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학교

과학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는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

에서 비교 균형 이었던 학생의 등장 빈도와 학습외 활동,성인의 가정 활동

측면에서 성별 불균형이 뚜렷하 다.

연구 Ⅰ과 연구 Ⅱ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

교와 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는 주로 등장인물이 제시된 빈도와 활동 유

형에 따라 성역할 고정 념이 나타났다.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에서는 성인의

가정외 활동을 심으로 뚜렷한 성별 불균형이 조사되었고, 학교 과학 교과서

에서는 학생의 학습외 활동과 성인의 등장 빈도 활동 유형에 해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있었다.그리고 학교 과학 교과서는 등학교 과학과 교과서보다 더

많은 항목에서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학생들은 이러

한 삽화를 통해 과학에 한 성역할 고정 념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 념을 해소하고,학생들이 바람직한

과학에 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한 극 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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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이미 사용되고 있는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성역할 고정 념이 반 되어

있으므로 교사는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

과학자를 소개하거나 과학과 련된 놀이 활동 등에 여학생이 극 으로 참여하

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이 성별 균형을 이룬 과학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둘째,새로운 교과서의 개발에 참여하는 집필진과 출 사 계자는 과학 교과

서의 삽화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 념에 해 인식하고,삽화를 제작·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실 하려는 극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성인의 직업 활동에서 성역할 고정 념을 고려한 삽화의 개선이 필요하

다.여성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실

을 반 하여 여성의 직업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성인

의 모습을 묘사할 때 남성과 여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특히 과학 발

에 기여한 여성을 극 으로 발굴하여 과학 교과서에 제시하고,이미 알려져 있

는 인물이나 최근 활동하고 있는 여성 과학자의 업 이나 활동을 비 있게 소개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 과학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기 에서 이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 념에 한 연구 결과를 반 하

여 보다 구체 인 검정 기 을 설정하고,이를 극 으로 권장해야 할 것이다.

학교 장에서도 과학 교과서를 선택할 때 성역할 고정 념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과학 교과서의 삽화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 념을 해소하기 해서

는 교과서 삽화에서 나타난 성역할 고정 념의 실태를 검하고 학교 이나 교육

과정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일이 무엇보다 요하다.실태를 악하고,개선방

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련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과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계와 정부 련 기 에서 선정하는 등

학생과 학생용 권장도서 과학 도서에 수록된 삽화에 해 성역할 고정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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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교사용 지도서,수업지원자료 등 다양

한 교수-학습 자료에 해서도 성역할 고정 념 측면의 분석이 필요하다.

일곱째,연구의 범 를 넓 과학 교과서나 과학도서에 수록된 삽화 자료뿐 아

니라 다양한 메스미디어용으로 개발된 학습 상자료에서 나타난 성역할 고정

념을 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과학 활동을 수행하는 남녀의 빈도와 역할에 성별 균형이 이루어

진 삽화 자료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이를 보 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진

다면 등학생과 학생들이 과학에 해 보다 균형 있는 인식을 형성하는데 도

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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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alysisofGender-RoleStereotypingintheIllustrationsof

ElementaryScienceTextbooksandMiddleSchoolScienceTextbooks

Developedunderthe2007RevisedNationalCurriculum

Lee,Jihyeon

DepartmentofScienceEducation,MajorinChemistry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thisstudy,theillustrationsofelementarysciencetextbooksand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ere analyzed in the aspectofgender-role stereotyping.The

frequencies ofpupils and adults who appeared in the illustrations were

countedbygender,andthetypesofactivitiesandthecharacterofthem were

alsoanalyzedbygender.Theresultswereanalyzedaccordingtotheschool

levelandcomparedwiththoseofthe7thNationalCurriculum.

InStudyⅠ,theillustrationsof16elementarysciencetextbooksdeveloped

underthe2007Revised NationalCurriculum wereanalyzed.Femalepupils

appearing in the textbooks weremore than male pupils.In alltypes of

activities for pupils, male and female pupils were illustrated with

approximatelyequalfrequencies.Genderdifferenceinadultswasstatistically

significant.Genderdifferenceinhouseworkswasnotlarge,butthedifference

inoutdooractivitieswasstatisticallysignificant.Especially,thejobsof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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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illustratedasmale-centered.Mostpupilsandadultswerefoundtobe

activeregardlessofgender.

Thedifferencebetweenmalepupilsandfemalepupilsdecreased,compared

withthatofthe7thNationalCurriculum,andgenderbalancewasachieved.

However,genderdifferencesinthefrequencyofadultsratherincreased,and

thedifferenceswereevidentintheoutdooractivities.

In Study Ⅱ,the illustrations of 27 middle schoolscience textbooks

developedunderthe2007RevisedNationalCurriculum wereanalyzedinthe

aspect of gender-role stereotyping.More male pupils appeared in the

illustrationsthanfemalepupils.Thefrequenciesoflearning activitieswere

balancedbygender,butotheractivitiesweredescribedasfocusingonmale

pupils.Thefrequenciesofmaleadultsoutnumberedfemaleadults.Whilethe

ratiooffemaleadultswashighinhouseworks,thatofmaleadultswashigh

inoutdooractivities.Thejobsofadultswerealsoillustratedasmale-centered.

Mostpupilsandadultswerefoundtobeactive,andbothratiosofpupilsand

adultsforeachgenderwererelativelysimilar.

In allresultsoftheanalyses,thedifferencesbetween maleand female

decreasedincomparisonwiththoseofthe7thNationalCurriculum.There

wasdifferenceinthefrequenciesofmaleandfemalepupilsbythepublishers,

thedifferencewasalsofound in thefrequenciesoflearning activitiesby

gender.Comparing middleschoolsciencetextbookswithelementaryscience

textbooks,itwasevidentthatgenderdisparitieswerefoundinthefrequencies

of appearance of pupils, other activities and houseworks. Educational

implicationswerediscussed.

Key words: illustration, gender-role stereotyping, elementary science



-61-

textbook,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 2007 Revised

NationalCurriculum

StudentNumber:2011-21585


	I.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문제
	1.3 연구의 제한점
	1.4 용어의 정의

	II. 이론적
	2.1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
	2.1.1 삽화의 개념
	2.1.2 삽화의 기능

	2.2 성역할 고정관념
	2.2.1 성역할 고정관념의 개념
	2.2.2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

	2.3 성역할 고정관념의 분석
	2.3.1 교수-학습 자료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의 분석 기준
	2.3.2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의 분석


	III. 연구 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분석
	3.1 연구 방법
	3.1.1 분석 대상
	3.1.2 분석 방법
	3.1.3 분석 기준

	3.2 결과 및 논의
	3.2.1 삽화에 등장하는 학생 분석
	3.2.2 삽화에 등장하는 성인 분석


	IV. 연구 Ⅱ: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분석
	4.1 연구 방법
	4.1.1 분석 대상
	4.1.2 분석 방법
	4.1.3 분석 기준

	4.2 결과 및 논의
	4.2.1 삽화에 등장하는 학생 분석
	4.2.2 삽화에 등장하는 성인 분석


	V. 결론 및 제언
	VI. 참고 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