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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 승진제도의 여성 소외현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승진가산점 중 도서‧벽
지 가산점에 한정하여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교원 승진가산점 

제도 및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현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현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현행 교원 승진제도와 승진가산점 획득에 있어 여성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담 결과, 많은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도서‧벽지 가산점 제도를 승진을 위한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도서‧벽지의 승진경합지적 성격, 열악한 근무여건은 주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진제도의 불투명성,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 사회적 압력에 대한 순응적 태도는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기능하였다. 여성 교원들은 이러한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순응하여 승진 자체

를 포기하거나, 부부교원으로 도서‧벽지를 함께 들어가거나, 도서‧벽지 가산점이 아닌 다른 승진전략을 모색하는 

등의 대응행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서‧벽지 가산점이라는 제도적 요인에 대한 문헌연구와 질적 분석을 함께 시도함으로써 여성의 

관점에서 승진가산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과 향후 여성주의 시각을 반영한 교원승진 연구에 기

초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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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감 이상 여성 관리직 교원의 수는 2000년대 이

후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여성 관리직 수는 초등학교 6,058명(49.9%),

중학교 1,631명(28.9%), 고등학교 592명(13.0%)으로 2000년 초등학교 856명(8.0%), 중학교 419명

(8.8%), 고등학교 136명(3.6%)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이다(교육부, 2017).

하지만 전체 여성 교원의 비율은 초등학교 77.1%, 중학교 69.3%, 고등학교 51.0%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교육통계연보, 2017) 여성 관리자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 학교관리자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로 Shakeshaft(1989)는 교직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배적이었던 남성 중심적인 사회문화를 꼽는다. 그는 이로 인해 조직적으로 모든 정책,

구조, 제도 등이 남성의 시각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왔으며 여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민무숙(1997)은 여성에게 가중되어 있는 자녀양육, 가정생활의 병행문제를 비롯하여 제도적으로

도 남성 교원에게 유리한 방식의 근무 평가, 도서‧벽지 점수 획득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국외 교육행정연구에서는 정책, 조직, 제도 등에 있어 여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여성주의적 접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Blackmore,

1996; Chisholm, 2001; Marshall Patterson, Rogers, & Steele, 1996; Schmuck, 1996; Shakeshaft,

1989), 국내의 경우 여전히 여성 교원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김한나, 이성은, 2010;

박상완, 2017). 박상완(2017)은 지금까지 국내 여성 학교관리자 관련 연구는 대략 25편 정도만 

이루어졌으며 주로 석사학위논문 수준에서 논의되었음을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관련

한 대다수 연구들의 배경에는 평교사와 달리 왜 상위 관리직에 여성의 비율이 낮은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Eagly et al., 1992; 민무숙, 2005).

우리나라는 최근 성역할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 여성의 학교관리직 진출에 관하여 사회적으

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황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 교원

의 관리직 진출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교육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승진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승진가산점 획득 여부임을 강조한다

(강일국, 문희경, 2009). 승진을 목표로 하는 교원들은 경력평정이나 근무성적평정과 같은 항목

에서는 대다수 만점을 받기 때문에 가산점이 곧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연구

들은 도서‧벽지 가산점1)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나종민, 김천기, 권미경, 박은숙, 2015; 성준우, 허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한 경력과 읍

면지역의 학교 중 명부작성권자가 지정한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으로 본 연구에서

는 이를 도서 벽지 가산점으로 통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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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2015). 도서‧벽지 가산점은 대다수의 시‧도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을 원하는 교원

들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점수로 알려져 있다(성준우, 허병기, 2015).

하지만 여성 교원들에게 있어서 도서‧벽지에서 오랜 근무경력을 쌓는 것은 사실 남성 교원들

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다. 낙후된 생활 여건, 장거리 출퇴근, 가족과 떨어진 삶 등의 요인과 더불

어 여성들에게는 지역의 치안상황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전남에서는 여교사

를 대상으로 학부모를 포함한 남성 3명이 공모하여 성폭행을 범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섬마을 학교관사에도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여럿 발생하여 전교조가 안전시설 보완,

개선을 요청하였다(동아일보, 2017-09-12).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전남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크다는 점을 봤을 때 다른 작은 섬들의 범죄위험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이후 안전시설

과 치안문제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교사관사들이 여교사가 홀로 거주하는 곳에 방

범창이나 비상벨, CCTV 등 안전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로 범죄에 취약한 상황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17). 이 외에도 여성에게 가중되어 있는 양육 및 가정생활 등 상이한 성

역할 기대, 승진에 대한 조직적, 제도적 불합리성 등의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에도 과연 교원 승

진가산점 중 주요 항목인 도서‧벽지 가산점이 성별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공정한 항목인가는 검

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교원 승진제도의 여성 소외현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교원 승진의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하는 도서‧벽지 가산점에 한정하여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 승진현황 및 현행 교원 

승진가산점 제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심층적으로 밝히기 위해 현직 교원들을 대상으

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원 승진가산점제도 중 도서·벽지 가산점에 있어 여성 소외현상은 어떠한가?

둘째, 교원 승진가산점제도 중 도서·벽지 가산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 교원의 승진 장애요인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이 행정가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의 가장 근본적이며 공통

적인 요인으로 사회에 만연하는 남성 지배적인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를 꼽는다(이성은, 권리라,

윤연희, 2005; 임창희, 홍용기, 1994). Coleman(2001)은 남성지배적인 문화에서는 타인을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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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더십 자체가 남성적인 성질을 요구한다고 간주하고 여성은 특성상 리더십 발휘에 부적합

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여성리더, 여성 학교관리자 등

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택하고 있는 관점이다.

여성 학교관리자에 관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또한 이러한 사회문화

적 장애물에 근거한다. 최미섭(2014)은 교직의 여성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 관

리직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배경에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 여성에 대한 편견, 남성우위사상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행연구

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문화, 왜곡된 성 역할 고정관념 등이 여성의 학교관리직 진

출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임에 동의하고 있다(민무숙, 2005; 1997).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제도적, 문화적인 요소가 여성의 학교 관리자 진출과정에 장애로 기능

하기도 한다. 박상완(2017)은 90년대까지 국내에서는 승진 및 전보 등 교원인사에서 여교사에 

대한 차별 등 제도적 요인이 여성 학교관리자로의 진출에 방해요인으로 기능했다고 밝혔다. 구

체적으로 민무숙(1997)은 휴직기간 산정문제, 경력평정 대상 기간의 상향화, 도서‧벽지 가산점제,

전직에 대한 인식과 경험, 교육전문직 임용 방식의 불투명 등의 제도적인 요인을 들었다. 여성의 

행정직 진출을 방해하는 학교조직의 풍토로는 남교사 선호 풍토, 남교사 상위평정, 여성 기피 

풍조, 승진기회의 차등 등이 거론되었다(민무숙, 1997). 한편 교육기관의 경력개발 상에서 나타

나는 장벽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예를 들면 Acker, 1989; Blackmore, 1999; Shakeshaft, 1989)

Blackmore(1999)에 따르면 여성은 교육 프로그램 이수과정에서 일종의 보조적 역할을 학습하게 

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실제 학교조직 내에서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성의 행

정직 진출기회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이것은 개별 여성의 문제를 넘어 학교조직 내에 차별적인,

비합리적인, 불공정한 풍토를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은 조직 내의 성차별, 성 고정관

념 등이 고착화되는 것은 조직문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현재까지 국내 연구에서 여성 학교관리자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더욱이 여성의 학

교관리자 진출에서 겪는 조직 내 제도·문화적 문제 등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민무숙

(1997)의 연구 이후로 여성의 교장 승진을 방해하는 제도적 문제를 심도 깊게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이성은, 윤연희(2006), 이성은 외(2005) 등의 연구와 같은 국내 여성 학교관리자의 조직적

응, 생애사 등에 관한 연구는 조직 내에서 여성 학교관리자가 겪는 내밀한 상황을 드러내는 장점

은 존재하나 개인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제도·문화수준에서 여성 관리자

로의 진출에 어떠한 장애요인이 존재하는지 보다 세밀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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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가산점제도와 도서·벽지 가산점

1) 승진가산점제도와 도서·벽지 가산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 27704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승진제도는 교육공무원

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승진임용에 있어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승진제도는 국가교육과 인

사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승진은 행정적 측면에서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배치

하며 교원 개인의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능력계발을 도모하여 높은 사기와 긍지를 지니고 직무

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알맞은 여건의 조성을 추구하는 인사행정(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

병주, 2007)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평정점 구성은 <표 1>과 같다. 교감 승진 후보자

는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총 200점 만점, 가산점은 별

도),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는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

평정점 18점(총 188점 만점, 가산점은 별도)으로 하고 있다.

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근거하며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도서‧벽지 가산점은 선택가산점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

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에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

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산점 평정은 “교원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와 

능력 향상 도모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원 승진명부작성을 위한 점수로 활용되는 제도로 교원 개

인의 자격 취득 및 특정 직무 수행 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실적을 반영하는 제도(최선옥,

전윤구, 박성하, 2016, p.13)”이다.

구분 배점 내용

경력평정 70 경력평정기간: 20년(총 경력제)

근무성적 

평정
100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합산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수행태도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10:90의 비율로 평가

교장, 교감이 근무성적(60%)을 평가하고 동료교사 중 3명~7명이 

다면평가(40%)를 실시

명부작성 시 산정기준은 최근 5년 치 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3년 

선택반영

<표 1> 교육부의 교원 승진평정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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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각 구분의 배점을 보면 경력평정, 근무성적, 연수성적평정이 큰 배점을 차지하는 

반면 가산점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하지만 승진 경쟁을 하는 교원들 대다수가 경력평정,

근무성적, 연수성적에서 모두 만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의 승진에서 당락을 좌

우하는 점수는 가산점이다(나종민 외, 2015; 조동섭, 2013).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의 점수로 

승진의 순위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승진가산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최선옥 외, 2016). 이에 따라 가산점 획득을 위해 교직사회에서 승진을 위한 교사들 간의 경쟁문

화가 조성될 정도로 가산점 획득은 승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강일국, 문희경, 2009;

성준우 외, 2015; 최선옥 외 2016).

선택가산점 중에서도 도서‧벽지 가산점은 승진을 원하는 교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점수이다.

성준우 외(2015)에 따르면 현재 승진제도 하에서는 도서‧벽지 가산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승진가

능성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강일국 외(2009)는 승진점수 구성 중 도서‧벽지 가산점에서의 실제 

반영률은 더 확대되었다고 밝히며 승진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있어 가산점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도서‧벽지 가산점에 대한 주요 사항은 <표 2>와 같다. 현재 서울, 대구,

광주, 세종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도서‧벽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가산점은 각 

지역의 급지에 따라 일수, 월수로 계산하여 부여되며 <표 2>은 월별 기준 점수를 나타냈다. 현재 

가산점은 시‧도별로 각기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상한점은 최저 1점(부산, 광주)에서 최대 3

점(경북, 전남)까지다. 비율은 해당 시도의 선택가산점 합산점수 대비 해당 항목의 상한점 비율

이다. 이 값은 최저 12.70%(대구)에서 최고 31.4%(전북)까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인천, 강원,

경북, 전남, 전북, 충남은 도서·벽지 가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택가산점의 비율에서 도서‧벽지 가산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구분 배점 내용

연수성적 

평정

교육

성적

27

(15)

자격연수: 9점

직무연수(10년 이내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연수)

교감 승진후보자: 18점(성적평정6점+이수실적12점)

교장, 장학관, 연구관 승진후보자: 6점(성적평정)

연구

성적
3 연구대회입상, 학위취득 실적 반영

가산점 15

공통가산점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1.25점), 재외국민 교

육기관파견근무(0.75점), 직무연수이수실적 학점

(1점 이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

에 대한 가산점(2점 이내)

선택가산점
총10점 이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함 

예)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 근무경력

출처: 교육부(2016)와 최선옥 외(2016)의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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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국내 선행연구

교육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승진제도에 대한 교원인식 연구, 제도개선에 관

한 연구, 제도 변천사 및 분석연구 등 승진제도에 대한 거시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승진을 궁극적으로 변별하는 승진가산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더욱이 국

내 승진제도 연구에서는 제도가 가지는 차별적인 효과나 여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전무

한 상황이다. 다만 소수의 연구들에서 교원승진가산점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시도 가산점(월) 상한점 비율(%) 소요기간(년)

서울 현재 없음 2 25.8(22.9) -

부산 0.017~0.032 1 19.1(21.1) 2.6~4.9

인천 0.02~0.056 2.5(2.0) 29.4(24.2)

대구
현재 없음

(0.0102~0.025)
1.2 12.70

ᅳ

(4.5~9.8)

광주 현재 없음 1 15.9(18.9) -

울산 0.017~0.042 1.5 16.1(15.8) 2.98~7.35

대전 0.017~0.042 2 20.30 3.97~9.8

세종 현재 없음 - - -

제주 0.014~0.025 1.75 20.60 5.83~10.42

경기
0.018~0.045

(0.027~0.045)
2(1.5) 24.2(19.4) 3.7~9.26(2.78~4.63)

강원 0.022~0.054 2.55
25.6

(추가 가산점)3.2

3.94~9.88

(추가 가산점)2.22

경남
0.017~0.042

(0.017~0.025)
2(0.9)

19(13.6) 3.97~9.8

준 벽지: 5.7(4.6) 준 벽지: 5.0(2.98)

경북 0.0234~0.0525 3 30 4.76~10.68

전남
0.063~0.0167

0.042~0.084
3 30.8(30.25)

도서: 1.5~3.97

벽지: 2.98~5.95

전북 0.023~0.053 2.7(2.0) 31.4(25.7) 4.25~9.78(3.14~7.25)

충남 0.038~0.125
2.6~3.0

(2.0)

도서: 31.3

벽지: 27.1(20.4)

도서: 2~6.58

벽지: 1.73~5.7(1.33~4.39)

충북 0.02~0.04 1.65 16.7(16.9) 3.44~6.88

 주: 1) 비율은 해당 시도의 선택가산점 합산점수 대비 해당 항목의 상한점 비율

2) 소요기간은 해당 항목의 상한점에 이르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상한점을 월평정점으로 나눈 값

을 연 단위로 환산한 값

3) ()안은 중등

출처: 최선옥 외(2016)의 자료 재구성

<표 2> 전국 시·도 교육청의 도서·벽지 가산점 (‘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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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원승진가산점 항목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현석(2009)은 시ㆍ도교육청 

선택가산점 평정규정을 중심으로 교원 승진 선택가산점을 분석한 연구에서 가산점 항목과 관리

자 역량 간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산점 항목이 교원 전문성 신장보다는 지역교육의 균형

과 발전 도모의 성격이 강한 측면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조동섭(2013) 또한 교원의 승진에 있

어서 승진가산점의 반영비율이 높은데 반하여 가산점 항목의 내용은 타당성과 합리성이 떨어진

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등 승진가산점 항목이 

행정관리직에게 요구되는 경력이나 실적, 역량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비선호학교 근무에 대한 보

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둘째, 교원승진가산점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문화에 관한 문제다. 승진가산점을 얻기 위해, 그

리고 그 가산점 획득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교원들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현상을 많은 선

행연구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강일국 외, 2009; 성준우 외, 2015; 최선옥 외, 2016 등).

성준우 외(2015)는 벽지학교를 대상으로 소속 교원 8인을 2012년부터 1년간 관찰, 면담 등을 수

행한 결과 가산점 획득 경쟁으로 교사들 간 반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밝혔다.

더욱이 도서‧벽지 가산점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대다수 승진가산점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가산점 항목들의 본연의 목적과 정신, 규범은 사라지고 ‘가산점’이라는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업과 같은 ‘본업’은 희생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도서‧벽지 근무점

수가 높아지면서 경력교사들이 해당 지역학교로 몰림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산점이 낮은 도시근

교 농어촌에 신규교사가 배정되는 쏠림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강일국 외, 2009). 강일국 외(2009)

는 도서·벽지 가산점제도는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도서·벽지 가산점제는 지역 주민들과 학교 사이의 견고한 유대관계 

형성에 장애물로 기능했다. 지역 특성상 교사나 교장들은 가정과 떨어져 잠시 머물렀다가 이동

하는 경향이 강하여 지역주민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동기가 되며 학교의 마찰, 학생 전학 

등을 유발함을 지적했다.

강일국 외(2009)와 이현석(2009)은 현재 교원 승진가산점 중 도서·벽지 근무경력점수의 배점 

및 승진에서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승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가산점의 배점은 낮아졌을지언정 가산점 획득기간을 늘린 

경우가 많아 해당 가산점의 영향력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

락을 고려했을 때, 최근 교육행정연구에서 여성주의의 관점을 취한 학술적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도나 정책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학교관리자 진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성소외 현상의 요인 중 하나가 

도서·벽지 가산점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 기인하고 있지 않은지, 즉 여성 교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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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면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육통계연보의 교원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에서 여성소외현상이 나

타나는지 기본적인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 때 사용한 분석대상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분석 대상 세부 내용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에서의 여성소외 

현상

(전국 및 각 

시·도별)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교원 수 중 여성 교원 비율

= (도서‧벽지 근무 여성 교원 수 * 100)/도서‧벽지 근무 전체 교원 수

성별에 따른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비율

= (도서‧벽지 근무 여‧남성 교원 수 *100)/전체 여‧남성 교원 수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비율의 여성 교원 대비 남성 교원 비율

<표 3> 분석대상

다음으로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에서의 여성소외현상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문제인지 밝히

기 위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초등 및 중등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 면담 질문을 정교화하고, 연구자들 간 차이를 

2) 본 논문에 명시된 면담 대상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처리 하였다.

학교급 성별 경력 관할교육청 이름2)

1 초등 여 4년 대전 박근영 교사 

2 초등 여 6년 인천 이예은 교사 

3 초등 여 6년 경기 송진희 교사

4 초등 여 13년 부산 윤세영 교사

5 초등 여 13년 강원 이은희 교사

6 초등 남 5년 전남 조태수 교사

7 초등 남 5년 경기 황재성 교사

8 중등 여 4년 경기 한수진 교사

9 중등 여 14년 경기 문인희 교사

10 중등 여 16년 경기 이정은 교사

11 중등 남 4년 경기 지학수 교사 

12 중등 남 6년 전남 김동철 교사

<표 4> 연구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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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모두가 최대한 동일한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

여자는 도서‧벽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관할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만을 대상으로 3주에 걸쳐 눈덩

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전국의 지역별 교사 수에 따라 특

정 지역 교육청 교사가 많이 표집되었으나 일부 학교나 동일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였

다. 또한 도서‧벽지 학교의 설치기준이 관할 교육청별로 유사하기 때문에 특정 교육청 출신의 

편중에 따라 연구결과가 상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터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 또한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취하였다.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약 1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도서·벽지에 대한 

인식, 도서·벽지 가산점에 대한 인식, 현 승진제도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인터뷰가 끝난 직후 수집한 자료를 모두 전사하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테마분석

(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는 개방코딩을 통해 전사자료를 수차례 읽으며 의

미 있는 경험의 패턴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쳤고, 2차적으로는 전 단계에서 정리한 내용 중 서로 

연관된 것들을 묶어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에서는 선행연구와 연구자들의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인터뷰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위주제를 확정하였다. 단계별 코딩과 범

주화는 세 명의 연구자들 간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실시하였으며, 각 사례에서 코드와 영역을 

도출한 과정은 <표 5>와 같다.

사례 핵심내용 코드 상위주제 영역

박근영

여자 선생님들 사이에서 도서·벽지에 

간다는 것은 승진하겠다. 이 사람은 승

진테크를 밟는구나(중략)……. 

도서·벽지 근무

교사에 대한 일

반 교사들의 인

식 

바라보는 

시각
교사인식

박근영 

...[도서·벽지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말

에 따르면] 집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편

도 1시간 10분씩을 매일 왔다 갔다 하

는데 50만원 인센티브만으로 가겠냐? 

승진 때문에 가는 거지 50만원으로는 

전혀 인센티브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기름 값이 더 들죠. 

돈으로는 극복하

기 어려운 도서‧
벽지 근무의 열

악한 조건 

열악한 

근무조건
장애요인

<표 5> 분석자료의 코딩과 범주화 예시



도서·벽지 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성 교원의 인식과 실태  805

Ⅳ. 연구 결과

1.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과 여성 교원

1) 도서·벽지 근무 여성 교원 현황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전체 교원의 수, 여성 교원의 수, 그리고 여성 

교원의 비율은 <표 6>과 같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은 최근 5년 평균 초등학교 3,972명,

중학교 1,698명, 고등학교 1,148명이 근무하였으며 이 중 여성 교원의 비율은 5년 평균 초등학교 

45,8%, 중학교 45.9%, 고등학교 37.1%를 차지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도서‧벽지 근무 여성 교원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수치 자체로만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약 45%대로 

비교적 성별에 편중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17년 전국 여성 교원의 비율이 초등학교 

77.1%, 중학교 69.3%, 고등학교 51.0%(교육통계연보, 2017)인 것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는 약 

32%, 중학교는 24%, 고등학교는 14% 감소한 수치다. 즉, 전체 여성 교원 비율에 비해 도서‧벽지

에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이 급감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여성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도서‧벽
지 근무경력을 쌓아 해당 가산점을 획득하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교원 수

여성

교원 수

여성

교원

비율

전체

교원 수

여성

교원 수

여성

교원

비율

전체

교원 수

여성

교원 수

여성

교원

비율

전국

2016 3,789 1,868 49.3 1,653 808 48.9 1,112 439 39.5

2015 3,919 1,878 47.9 1,759 862 49.0 1,140 438 38.4 

2014 4,049 1,901 46.9 1,723 783 45.4 931 342 36.7 

2013 4,041 1,548 38.3 1,686 735 43.6 1,155 415 35.9 

2012 3,900 1,825 46.8 1,623 690 42.5 1,154 401 34.7 

5년

평균
3,972 1,819 45.8 1,698 779 45.9 1,148 425 37.1 

<표 6> 전국 도서·벽지 근무 교원 현황 (‘12년~’16년)

(단위: %)

이를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도서‧벽지 근무의 남성 편

중현상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은 시·도별 전체 여성 교원 비율과 도서‧벽지 근무 여성 교원 비율('12년~'16년 평균)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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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살펴보면 도서‧벽지 가산점을 제공하는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도서‧벽지 근무 여성 교

원의 비율은 각 시‧도 내 전체 여성 교원 비율에 크게 밑도는 것을 예외 없이 확인 할 수 있다.

즉,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가능성에 여성이 소외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 전체 여성 교원 비율과 도서‧벽지 여성 교원 비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초등학교 급에서는 울산, 전북, 경남, 경기 순으로 두 그룹 간 비율이 30% 이상 차이가 난다.

울산은 무려 약 76.9% 차이가 난다. 중학교 급에서는 경남, 제주, 전북으로 순으로 두 그룹 간 

비율차이는 약 30%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고등학교 급에서는 전북, 충북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이며 두 그룹 간 차이는 각각 약 33.6%, 20.3%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과 전북은 두 

학교급 이상에서 지역 내 여성 교원 비율과 도서‧벽지근무 여성 교원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도 지역 내 도서·벽지 지역 전체 도서·벽지 지역 전체 도서·벽지

강원 66.2 47.7 60.0 42.6 43.9 31.1 

경기 79.5 47.7 75.2 55.0 59.4 56.1 

경남 73.5 36.6 61.7 26.1 46.2 –
경북 63.1 40.8 60.0 36.0 39.8 30.1 

대전 86.6 56.9 68.4 – 46.0 –
울산 76.9 0.0 73.0 0 55.1 –
인천 75.3 48.6 73.9 53.2 55.3 45.0 

전남 59.9 47.2 57.9 54.0 40.4 39.7 

전북 70.9 32.2 58.3 29.2 38.4 4.8 

제주 74.0 49.4 61.3 33.0 42.4 –
충남 67.9 46.2 58.2 42.8 41.0 –
충북 71.9 48.6 61.9 38.5 43.8 23.5 

전국 76.7 45.8 68.0 45.9 49.0 37.1 

주1: 도서‧벽지 가산점을 현재 인정하지 않는 서울, 광주, 대구, 세종은 제외함

주2: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도서‧벽지 근무 인원을 공개하지 않은 부산교육청도 제외함

주3: - 는 도서‧벽지 학교가 조사기간 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임

<표 7> 시·도별 지역 내 및 도서·벽지 여성 교원 비율 (‘12년~’16년)

(단위: %)

2)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비율 성별 비교

도서‧벽지 가산점을 획득하는 교원 비율(`12년~`16년 평균)을 비율을 성별로 비교해보자면 <

표 8>과 같다. <표 8>의 음영은 남녀 각각의 전체 교원 수(b) 대비 도서‧벽지 가산점을 받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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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의 인원(a)의 값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교원 수는 도서‧벽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지역

의 인원을 제외함으로써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보고자 하였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벽지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여성 교원 인원은 총 93,943명이며 

그 중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성 교원은 1,819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여성 교원의 1.9%가 도서‧
벽지 가산점을 받았다. 반면, 남성 교원의 경우 전국 33,542명이며 그 중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인원은 2,152명으로 약 6.4%에 해당한다. 남성 교원이 여성 교원에 비해 3배 이상의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도서‧벽지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전체 

여성 교원 수는 51,945명, 도서‧벽지 근무 여성 교원 인원은 779명으로 전체 중학교 여성 교원의 

약 1.5%가 도서‧벽지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남성 교원의 경우 전국 25,397명이며 그 중 도서‧벽
지에 근무하는 인원은 919명이다. 이는 전국 중학교 남성 교원의 3.6%가 도서‧벽지 가산점을 받

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 교원에 비해 2배 이상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고등

학교의 경우 도서‧벽지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전국 여성 교원은 45,743명이며 그 중 도서‧벽지 

근무 여성 교원은 425명으로 전국 고등학교 여성 교원 중 0.9%가 도서‧벽지 가산점을 받았다.

반면, 고등학교 남성 교원은 전체 45,545명이며 그 중 722명이 도서‧벽지에 근무함으로써 고등학

교 남성 교원의 1.6% 정도가 도서‧벽지 가산점을 받았다. 이는 여성 교원의 비율에 비해 1.8배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전국 교원의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비율의 성별 차이는 초등학교 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분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 남 여 남 여 남

전국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비율=(a*100/b)
1.9 6.4 1.5 3.6 0.9 1.6 

도서‧벽지 근무인원(a) 1819.8 2152.3 779.4 919.2 425.9 722.2 

교원 수 (b)

(도서‧벽지 가산점 없는 

지역 제외)

93,943 33,542 51,945 25,397 45,743 45,545 

<표 8> 전국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비율 성별비교 (‘12년~’16년)

(단위: 명, %)

시‧도별로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비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여/남 비율’은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비율에 대해 여성 교원 대비 남성 교원이 몇 배 높게 나타나는가를 보여

주는 값이다. 예를 들면 <표 8>에서 초등학교 급의 경우 여성대비 남성의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비율은 6.4/1.9=3.4 이다. 즉, 남성 교원은 여성 교원에 비하여 도서·벽지 가산점을 획득 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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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3.4배 높음을 의미한다. <표 9>는 같은 방식으로 시·도에 따라 계산 한 값이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남성의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

서‧벽지 가산점 획득 비율의 성별대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북(5.1배), 대

전(4.9배), 경남(4.8배), 경기(4.2배) 지역으로 이 지역들은 남성 교원의 경우가 여성 교원보다 도

서‧벽지 가산점 획득가능성이 4배 이상이나 되는 지역이다. 또한 울산의 경우는 최근 5년간 도서‧
벽지 가산점을 받은 여성 교원은 0명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경남(3.5배), 전북(3.4배), 제

주(3.2배)로 모두 남성 교원의 경우가 여성 교원보다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가능성이 3배나 높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북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 급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고등

학교 전북 12.5배는 매우 높은 수치인데, 이는 도서‧벽지 여성근무 인원이 2012년과 2016년에 각

각 1명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평균 1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도

여/남 

비율 =

(b/a)

여(a)

(%)

남(b)

(%)

여/남 

비율 =

(b/a)

여(a)

(%)

남(b)

(%)

여/남 

비율 =

(b/a)

여(a)

(%)

남(b)

(%)

강원 2.1 15.1 32.4 2.0 10.5 21.2 1.7 8.5 14.8 

경기 4.2 0.7 2.9 2.5 0.4 0.9 1.1 0.3 0.4 

경남 4.8 0.9 4.5 3.5 0.3 1.2 – 0.0 0.0 

경북 2.5 2.3 5.8 2.7 2.0 5.3 1.5 0.8 1.2 

대전 4.9 0.1 0.6 – 0.0 0.0 – 0.0 0.0 

울산
여교사 

없음
0.0 0.6 – 0.0 0.0 – 0.0 0.0 

인천 3.2 2.1 6.7 2.5 1.8 4.6 1.5 1.8 2.8 

전남 1.7 5.9 9.9 1.2 8.5 10.0 1.0 3.8 3.9 

전북 5.1 0.7 3.7 3.4 0.4 1.3 12.5 0.0 0.2 

제주 2.9 0.9 2.5 3.2 0.8 2.5 – 0.0 0.0 

충남 2.5 1.5 3.7 1.9 0.4 0.7 – 0.0 0.0 

충북 2.7 1.7 4.6 2.6 0.8 2.1 2.5 0.1 0.3 

주1: 도서‧벽지 가산점을 현재 인정하지 않는 서울, 광주, 대구, 세종은 제외함

주2: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도서‧벽지 근무 인원을 공개하지 않은 부산교육청도 제외함

주3: - 는 도서‧벽지 학교가 조사기간 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임

<표 9> 시도별 도서 벽지 가산점 획득 비율 성별비교 (‘12년~’16년)

(단위: %)

2. 도서·벽지 가산점에 대한 교사 인식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에서 수치적으로 여성소외현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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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상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문제인지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사 면담을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 세 가지 주요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도서‧벽지 가산점의 진입장벽, 둘째, 도서

‧벽지 가산점 획득의 장애요인, 셋째,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식이다. 이

하에서는 각 주제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서‧벽지 가산점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

였다.

1) 도서 벽지 가산점 진입장벽

(1) 승진의 핵심 경합지

도서‧벽지 가산점에 대한 교사들의 가장 주된 인식 중 하나는 승진을 위해 획득해야 하는 핵심

가산점, 즉, 승진의 핵심 경합지이라는 점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가산점은 다른 가산점으로 

‘만회하기 힘든’ 점수이기 때문에 승진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이 가산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승진

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 내에는 도서‧벽지 발령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

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연구참여자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 대하여 교원들이 ‘줄을 서서 

가려고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도서(벽지가산점)를 포기하니까 승진을 포기하시게 되더라고요.” (김동철 교사, 남)

“(오래 학교 근무한다고 채울 수 없는 점수) 그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평(근무평가). 그건 

자기가 알 수 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도서 벽지고. 도서 벽지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하는 거니까... 도서 벽지는 (못 받으면 승진점수 부족이)만회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지. 그거는 추가점수로 들어가는 거고, 가산점

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니까 한없이 결정적인 차이인거죠. 사람들도 거기(도서 벽지) 신청할 때 ‘그 

기간 동안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그 가산점 없으면 승진 못하니까.” (이정은 교

사, 여)

“양구에도 북한이랑 거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북한의 삐라도 오고 북한 방송도 들리는 그런 곳

이 있대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점수가 정말 높으니까 선생님들이 승진에 욕심이 있으신 분이 가

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학교는 정말 줄을 서서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은희 교사)

흥미로운 점은, 교사 경력에 따라 도서‧벽지 가산점에 대하여 다소 다르게 인식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예비교사 및 저 경력 교사들은 도서‧벽지를 기피지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승진계획이 있는 경력교사들은 치열한 경쟁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고 경력 교사의 경우 저 경력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교원승진체계 및 승진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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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승진계획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승진가산점 때문에 도서 벽지 지역이 가기 힘든 곳(이지만)...예비 교사는 도서 벽지 가산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좀 경력이 쌓이면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승진을 계획하고 계신 선배 교사 분들은 거의 

도서 벽지에 다녀왔거나, 다녀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학수 교사, 남)

“(근무 1 년 정도인) 저는 도서 벽지 갈 생각이 없어서 잘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주변 교사들과 

교사인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진을 하려면 섬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조태수 교사, 남)

(2) 열악한 근무조건 

도서‧벽지 가산점에 대한 교원들의 주된 인식 중 또 다른 하나는 도서‧벽지 학교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여성 인터뷰 참여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도서‧벽지 근무 

저해요인은 치안과 관련된 것이었다. 많은 교사들이 언론에서 접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토대로 도서‧벽지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며, 선뜻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불어 문화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관사의 낙후 등도 도서‧벽
지 근무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다.

“치안도 안 좋고 여자가 살기도 위험하니 더더욱 꺼려지죠. 신안군에서 엄청 성폭행 당했잖아요.

저는 관리자가 되고 싶긴 하지만 굳이 도서 벽지로 찾아가지는 않을래요.” (박근영 교사, 여)

“험난하고 후미진 곳에 가서 생활하는 거죠. (중략) 교통이나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불편한 곳이라

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도서 벽지 지역에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수진 교사, 여)

또한 교사들은 도서‧벽지의 업무량 및 근무여건 전반에 대해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많은 교사들이 도서‧벽지 학교가 다른 지역 학교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업무

량이 불가피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관사에서 집단으로 생활해야 하는 특

수성 때문에 일과 삶이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도서‧벽지로 파견 온 교사들

은 승진을 위해 충분히 희생 할 의지가 있다는 인식이 학교조직에 깔려있기 때문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많은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진다고 하였다.

“도서 벽지 학교들이 엄청 소규모잖아요. 모든 학교에 대부분 다 같은 업무가 떨어지는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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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적은 수의 교원들이 다 해내려면 아무래도 버거운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학교의 일이 교사 

수 나누기 1이거든요. 똑같은 일이지만, 교사가 3명이면 삼분의 일, 50명이면 50분의 1인 것처럼(중

략).” (이은희 교사, 여)

“내 근무시간이 4:30에 끝나더라도, 교사들이 같은 관사에 지내면 학교와 내 삶이 분리가 안 돼서 

퇴근 후에도 근무의 연장선이 되고….” (박근영 교사, 여)

“그 내부에도 그런 게 있대요, ‘승진하려고 여기 왔는데 왜 빼냐’, ‘승진하려고 온 거면 일 힘들다

고 하지 말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 근무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

기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근영 교사, 여)

이 같이 도서‧벽지의 경합지적 특성과 열악한 근무조건은 교원들이 도서‧벽지 가산점 자체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교원에게 열악한 근무요건은 도

서‧벽지 발령을 ‘선뜻’ 지원하지 못하게 막는 물리적,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도서 벽지 가산점 획득의 장애요인

(1) 승진제도의 불투명성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에 있어 교사들은 일종의 사회적인 통념과 인식, 고정관념으로 인한 소

외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를 불문하고 현행 가산점 제도에서 선발의 

불투명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들은 이에 대하여 ‘블랙박스’인 배정과정, ‘암시장’,

‘운’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특정 집단에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없애면 그 곳에 대한 회피현상은 훨씬 심해질 것 같아요.

대신 배정과정이 드러나지 않은 블랙박스라는 것이 지금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

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 흔히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관리자가 특정교대 

17회면, 그 학연과 지연.. 그 사람과 어떻게 세밀히 어떻게 연이 있는 사람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불평등하긴 하죠.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으로서...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박근영 교사, 여)

“그런 정보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믈어보거나 아니면 공문을 뒤져보거나 정말 목마른 사람이 우

물 파야 해요. 그런 정보가 잘 제공되지 않아요. 암시장 같은 느낌?” (문인희 교사, 여)

“진정으로 원해서 (도서 벽지에)들어간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제재나 성적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

는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거죠. 정말 운. 운명? 그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발령을 어디에 받느냐에 따라서요.” (이은희 교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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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

또한 ‘남자 교사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 교사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사회에서 규정된 

성역할에 대한 기대도 가산점 제도에 있어 남녀 간의 인식차이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여성 교원에 대해 ‘승진에서 무관심하다’, ‘육아를 담당한다,’ ‘승진하려면 미스

(Miss)’ 등으로 표현하며 승진보다 육아나 가정생활에 치우치는 이미지가 사회 및 조직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반면 남성의 경우 ‘남자는 승진’, ‘남자가 평교사는 별로지’ 등의 풍조가 있

다고 밝혔다. 이렇게 교원의 승진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약하는 성역할기대가 이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왜 남자가 더 승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왜 여자 교원들은 부

부교원이라고 하더라도 남자들이 주로 도서 벽지에 있고, 여자들은 그냥 시내에 있는 집에서 사는

가.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불공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중략) ‘여자가 주로 육아를 담당한다’, 아니

면 여자는 자연스럽게 승진에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풍조?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남자도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승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남자는 승진해야지’, ‘남자가 50대, 60대가 될 때까지 평교사로 있는 거는 별로야’라고 생각하게 만

드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있으니까 남자교사들도 싫어도 승진하러 도서 벽지 가야지 하는...떠밀

리듯이. 떠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떠밀리고 있는….” (송진희 교사, 여)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죠. 성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평(근무평가) 점수가 높고 열심히 

근무 한 교원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제도가 운영되는 측면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

요.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여자에게 바라는 역할기대와 남자에게 바라는 역할기대가 아무리 사회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특히, 남자나 여자가 승진을 할 때가 한 40대인

데, 대부분 40대 여교사들 보시면 애가 중·고등학생인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섬에 들어갔다가 2주

에 1번씩 나온다는 건... (중략) 우리나라 교육여건 상 도서 벽지가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여건은 아

니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공평할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규정받는 역할, 실질적인 측면에서

는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이예은 교사, 여)

“여성분들은 가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 미스(Miss)거나, 승진을 하게끔 집안에서도 남편이 서

포트해주고, 장려해주는 경우에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여자가 섬에 간다

고 집에 안 들어오고 하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예은 교사, 여)

(3) 사회적 압력에 대한 순응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이들이 순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순

응적 태도가 또 다른 승진 장애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여성 교원 스스로 일종의 ‘여자로

서,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이미지를 투영 하고 있었으며 남성 교원도 마찬가지로 여성 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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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책임을 진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순응적 태도는 현존하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개인에게 내재화함으로써 승진제도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현상을 공고히 하는 것

으로 풀이된다. 더러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성 교원들은 소위 ‘남성 교원이 나가는 

친목회’에 나가 그들의 문화에 ‘어울리기’를 택하는 동료들을 관찰하였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여

성 교원의 경우는 이러한 남성중심적 문화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자들이 가능하지. 여자들은 힘들다니까요.. 애 키워야 하잖아요. 애들 데리고 어떻게 데리고 

가.” (이정은 교사, 여)

“아이가 생기고 육아를 하다보면 도서에 갈 엄두가 안나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정말, 정말 그런 

엄두를 못내요. 아이가 어린 상태에서 병원도 멀리 가야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요. 아이를 키우고 하는데 오겠어요?” (김동철 교사, 남)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선

생님들은 거의 못 본 거 같아요. 대부분은 거의 승진보다는 나의 미래? 결혼?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은희 교사, 여)

“그 여자 교무부장님은 거기서 소외되지 않으시려고. 두 분 다 (남자들이 나가는) 친목회에 나가

서 같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도 늦게 들어가시고. 가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구요. (중략) 밤에 술자리도 잘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여성 분들은 

쉽지 않고….” (이예은 교사, 여)

한편 가산점 제도에 남녀 교원 간의 차별이 명백히 존재함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되려는 여성 

교사들에 대한 인식과 시선은 이 차별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

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 여성 교원이 관리자 되고자하는 여정을 더욱 험난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적인 조직에서는 여

성 리더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Eagly, et. al (1992)의 연구와 일맥상통한 것으

로 해석된다.

“괜히 여성 관리자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는 좀 있어요. 괜히(웃음) 같은 여자인데도, (중

략) 여자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승진해서 관리자가 됐다

고 하면 ‘독하다’는 선입견을 가장 먼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편견이지만, 보

통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여자가 저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저 

여자는 보통의 사람은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심지어 여자도 

여자를 그렇게 보니까.” (이예은 교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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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 벽지 가산점획득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식

(1) ‘부부교원’으로 도서 벽지 가기

앞서 서술한 여러 도서‧벽지 획득의 장애요인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식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대응방식 중 하나는 ‘부부교원’으로 도서‧벽지에 ‘부부가 함께 들어가

는’ 것이었다. ‘부부교원’이 함께 도서‧벽지에 발령을 받게 되면 가산점도 획득하고, 특히 여성 

교원의 경우 ‘혼자’ 외딴 곳에 동떨어져 사는 것에 대한 부담과 위험, 열악한 치안문제 등도 일부

분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부 중 한 명만 도서‧벽지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러기 가

족’, ‘주말부부’ 등 가정생활과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을 피함으로써 가정생활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부교원’으로 도서‧벽지에 발령받는 방안은 여성 교원에게는 안전하게 

도서‧벽지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보통 보면 젊은 여교사가 자발적으로 가지는 않고 부부교원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봤어

요. 부부교원이 같이 가는 경우라면 여교사가 그렇게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조태수 교사, 남)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부부교원이 되게 많으세요. 초등교원의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은 함께 같이 이동하면서 분교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고... 아니면 중등에 있으신 분들은, 타이

밍이 잘 맞아서 같은 동네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점수도 얻으셔서 각기 다르게 교장, 교감이 되

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은희 교사, 여)

“부부교사처럼 같이 (도서 벽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예

은 교사, 여)

하지만 처음에는 ‘부부교원’이 도서‧벽지에 발령을 받음으로써 승진가산점을 함께 획득하는 

방식을 꾀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남성 교원의 승진가산점 획득에 주력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고 이들은 밝혔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도서‧벽지의 고립된 환경의 열악함과 위험성으로 

인해 가족이 모두 함께 도서‧벽지 생활을 온전히 완수하기란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남성 교원은 도서‧벽지에 남아 근무하며 승진가산점을 획득하고 여성 교원은 환경적으

로 비교적 나은 근교에 거주하며 승진보다는 육아 및 가정생활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

고 밝혔다.

“(저희 부모님도 부부교원이셨는데) 엄마가 울릉도에 갔던 이유도 오로지 아빠를 위해서였으니

까. 아빠의 승진가산점을 위해서였으니까.” (송진희 교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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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떤 경우는 부부가 같이 들어가셨다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어서 남편 

분만 남아계시고 사모님은 다시 나와서 육지에 따로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예은 교사, 여)

(2) 다른 승진전략 모색하기

연구에서 드러난 또 다른 대응방식은 도서‧벽지 가산점을 포기하고 다른 승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물론, 도서‧벽지 가산점이 다른 가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승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최근 이 외에도 다양한 가산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

한 가산점들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학사’, ‘연구가산점’, ‘공단가산점’, ‘그

나마 접근이 편리한 벽지가산점’ 등이 나타났다.

“사실 도서 벽지 가산점 외에도 요즘 다른 가산점 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공단 지역 가산점을 

채우면, 물론, 가산점이 더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산점을 딸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잖아요. 그래

서 여성 교사 분들은 도서 벽지 가산점보다는 그런 가산점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

학수 교사, 남)

“저도 관리자가 되고 싶지만 굳이 찾아서 (도서 벽지에)가진 않을래요.… 관심 두는 가산점은 연

구가산점이에요. 연구보고서 쓰는 거예요.” (문인희 교사, 여)

“공항 있는 지역을 ‘특수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래 근무를 하면 물론 섬에 가는 것보다는 적은 

점수를 주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점수를 주거든요. 한 10년 정도 일하면 섬에 굳이 안 가도 된다고 

들었어요.” (이예은 교사, 여)

(3) 승진 포기하기

또한 도서‧벽지 근무 시 감수해야 하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많은 여성 교원들은 승진

자체를 포기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앞서 밝혔듯 교원에게 있어서 도서‧벽지 가산점을 포기하

는 것은 ‘승진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의 장애

요인들은 여성 교원들이 승진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친한 선생님들이 ‘점수관리 지금부터 해야 된다’. 끼고 앉아서 (관리자가 되는 방법) 다 알려줬

죠. 다 듣고 나니 확실해졌죠. ‘아 나는 관리자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 나는 못 하

겠구나’. 애 데리고 ○○군, ○○군 이런 데를 어떻게 들어가요, 애들하고 같이. 못 들어가요, 못 들

어가.” (이정은 교사, 여)

“여자 스스로도 ‘뭘 거기까지 가, 그냥 편히 살 수 있는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존재하기는 

해요.” (박근영 교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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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장, 교감, 승진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도서 벽지 관련해서도 저는 승진시스템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그런 시스템에서는 저는 교장, 교감이 될 수 없을 것이

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저는 퇴임을 하더라도 평교사로 퇴임하고 싶다.” (이은희 교사, 여)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초‧중‧고등학교 여성 교원의 높은 비율과 대조적으로 교감 이상 관리직 여성 

교원의 낮은 비율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통계 중 교원 자료를 사용하여 교원 승진평정점 항목 중 도서‧벽지 가

산점에 초점을 두고 여성 교원의 소외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소외 현상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현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행 교원 승진제도와 

도서·벽지 가산점제도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를 토대로 도서‧벽지 근무 여성 교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중 여성

의 비율은 50% 이하로 모든 학교 급에서 낮게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교 급에서는 확연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값은 전체 여성 교원 비율에 비해 모든 학교 급에서 급감한 수치이며 특히 

초등학교 급에서는 전체 여성 교원 비율(77.6%)에 비해 도서‧벽지 근무 여성 교원 비율(45.8%)이 

약 32%나 감소하여 다른 학교 급과 비교 시 감소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시‧도에서도 

일관적으로 여성의 가산점 획득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급에서는 울산, 전북, 경남, 경기에서 중학교 급에서는 경남, 제주, 전북에서 고등학교 급에서는 

전북, 충북에서 여성소외현상이 크게 나타났다. 경북과 전북은 모든 학교 급에서 높은 여성소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체 교원의 과반 수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가산점을 받는 

교원 중 여성비율은 50% 이하로 급감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서‧
벽지 가산점 획득 비율의 성별 비교 시, 남성 교원이 여성 교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국 

초등학교 여성 교원 중의 1.9%만이 도서‧벽지 가산점을 획득하는 반면 남성 교원의 경우 6.4%나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남성 교원이 여성 교원에 비해 3배 이상의 가산점 획득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여성 교원의 약 1.5%가 도서‧벽지 가산점을 받는 반면 남성 교원의 경우 

3.6%가 도서‧벽지 가산점을 받았다. 이는 여성 교원에 비해 2배 이상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마지

막으로 전국 고등학교 여성 교원 중 0.9%가 도서‧벽지 가산점을 받았다. 반면 고등학교 남성 교

원은 여성 교원 대비 1.8배 증가한 1.6% 정도가 도서‧벽지 가산점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시‧도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급에서 도서‧벽지 가산점을 받을 확률은 남성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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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 교원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전북, 대전, 경남, 경기지역에서는 4배 이상까지도 나타나

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소외현상이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하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원들은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

과, 많은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도서‧벽지를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할뿐더러, 치열한 경쟁으로 인

해 들어가기도 힘든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교원에게 치안과 안전문제는 도서‧벽지

에 대한 주요 진입장벽으로 기능하였다. 더불어 제도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이 승진의 핵심 

요소인 도서‧벽지 가산점의 획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도서‧
벽지 학교 교원 선발제도의 불투명성, 학교 및 가정에서 남녀 교원에 대해 규정하는 상이한 성역

할 기대,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 대한 순응적 태도 등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승진’, ‘여성은 가정’

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의 역할을 수행을 기대하는 사회풍토 및 학교문화와 이에 순응하는 방식

으로 여성을 규정하는 태도는 여성이 도서‧벽지와 같은 승진가산점을 획득하는데 큰 장애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성보다 특히 여성 교원의 

관리직 진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여성 교원들은 이러한 장애물

에 직면했을 때 부부교원으로 도서‧벽지를 함께 들어가거나, 도서‧벽지 가산점이 아닌 다른 승진

전략을 모색하거나, 심지어는 승진 자체를 포기하는 등의 대응행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성 교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배경을 설명

해준다.

이와 같이 학교관리자 승진 및 가산점 획득에서 여성소외가 나타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제도적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적 측면이다.

첫째, 우리나라 학교조직에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제도가 남아 여성의 경력발달에 장애로 

기능한다. 민무숙(1997)은 휴직기간 산정문제, 경력평정 대상 기간의 상향화, 도서‧벽지 가산점

제, 전직에 대한 인식과 경험, 교육전문직 임용 방식의 불투명 등의 제도적인 요인이 여성의 학

교 관리직 진출을 방해한다고 밝힌바 있다. 학교조직에서 여성비율은 최근 들어 급속도로 증가

하고 초등학교 교장의 여성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사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시점은 비교

적 최근이다. 고등학교에서는 과거부터 남성 교원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해왔으며 최근에 들어서

야 비로소 교원의 성비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교육통계연보, 2017). 초등학교에서는 90년대에 

들어서야, 중학교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여성 교원의 비율이 비로소 50%를 차지하게 되었

다. 따라서 기존에 오랫동안 존재하던 남성 중심적 제도와 문화는 현재까지 학교조직과 제도 곳

곳에 남아있다. 도서‧벽지 가산점제와 같은 사례가 그러하다. 남성이 대다수였던 학교조직에서 

여성의 입장은 사실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도서‧벽지 가산점제는 오히려 낙후지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질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가치를 지닌 제도였다. 하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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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서‧벽지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장벽 때문에 도서‧벽지 가산점

제는 현재 여성의 승진에 장애가 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학교 내에 사회‧문화

적으로 재생산되며 여성 교원들의 경력발달에 장애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학교조직 수준, 그리고 개별 가정 수준에서 여자는 여전히 커리어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수준에서는 남성 교원에

게는 승진을 위한 경력개발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 교원에게는 꼭 승진을 위해 자기

희생을 권장하지 않을뿐더러, 경력개발을 위해 가정에 상대적으로 덜 투자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독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화된 여성 

교원 역시 스스로 이와 같은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경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도서‧
벽지 가산점이 아닌 다른 승진 전략을 모색하거나 부부 교원으로서 함께 도서‧벽지 근무를 하는 

등 사회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경력 개발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전략들은 장애물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 혹은 회피나 포기

의 형태라는 점에서 사회적 풍조가 내재된 제도의 불공정함에 대응하는 개별 개인의 전략이 매

우 제약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에서 여성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은 국내 초‧중‧고등학교 모

든 학교 급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예외 없이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현재 도서‧벽지 

가산점 제도는 여성 교원의 승진을 어렵게 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조직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남성중심의 제도와 문화, 학교풍토, 여성 개인이 처한 다양한 요인 등이 다각도

로 여성의 경력발달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도서‧벽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근무의욕을 떨어

뜨리고 생활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은 남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그 위험성

과 피해의 대상, 그리고 제도의 이면에 자리하는 불합리한 사회‧문화적인 풍토로 인한 피해가

주로 여성에게 가중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히 

여성 교원은 승진에 변별력으로 작용하는 도서‧벽지 가산점을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전

국적으로, 모든 학교 급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연구결과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승진제도에 내재하는 불공정한 요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도서‧벽지의 열

악한 근무환경은 근본적인 한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많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에의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도서‧벽지 가산점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지는 않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개

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남성 중심적인 제도와 구조 하에서 남성의 시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제도와 방식이 여성의 경력발달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

였다. 도서‧벽지 가산점 획득에서 여성 교원이 겪는 장애요인들은 비단 도서‧벽지 가산점에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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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는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승진가산점제도, 교직사회 나아가 우리사회 전반에 내재하여 궁

극적으로 여성의 승진을 방해하는 요소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

인들은 도서‧벽지 가산점 제도에서 여성의 승진을 방해하였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각종 승진

제도 및 교직문화 등에서 여성 교원의 승진에 장애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여성의 경력발달과 승진에 장애요소로 인지되지 못했던 도서‧벽지 

가산점 제도처럼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요인 및 제도들이 차별적인 제도와 구조를 재생산하

고 있지 않는지 민감한 시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도서‧벽지 가산점이라는 제도적 요인에 대해 

문헌연구와 질적 분석을 함께 적용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승진가산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

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는 도서‧벽지 가산점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해

외의 경우 각국 별로 도서‧벽지 지역에 교원을 파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대다수 국가는 도서‧벽지 파견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나라처럼 승진가산점으로 

주는 대신 추가적인 급여 등 다른 혜택 지급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여성주의 관점보다는 

학생의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Chudgar & Pippin, 2013; Lock et al., 2009;

Puryear, Santibañez, & Solano, 201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학교

관리자 진출에 있어 여성 소외현상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주의 시각을 반영한 교원승진 연구에 기초토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 

점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의 교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그 결과를 다수의 의견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일반 평교사들을 위주로 면담을 실시하여 정책관리자 및 학교관리

자들의 관점까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 교원의 도서‧벽지 희망정도

와 실제 배치현황과의 관계를 밝히지 못한 것 또한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점이 후속연구에

서 보완되어 보다 다각적인 방법과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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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male school teachers and the Struggle for Equity: Focusing on

the Rural and Remote Area Incentive Scheme
3)

Park, Hye Yeon*

Jung, Hyejoo**

Byun, Bo-Kyung***

This paper attempts to better understand the significant gender gap in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 promotion rates in Korea. It focuses on the Rural and Remote Area Incentive

Scheme—a policy considered crucial for teacher promotion, and yet addressed only minimally

by Korean literature—and attempts to discern whether this policy is contributing to the

aforementioned gender gap in teacher promotion rates.

To achieve this aim, the authors gathered data from the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cross Korea and also conducted interviews with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teachers across the country.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is indeed a pronounced gender

imbalance in the number of teachers acquiring additional points for promotion under the Rural

and Remote Area Incentive Scheme, and that many female teachers thus considered the policy

as an obstacle to achieving promotion. This paper goes on to explore th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dynamics behind this phenomenon, and identifies response mechanisms female

teachers resort to as a result. It is hoped that this paper‘s attempt to analyze institutional-level

obstacles to teacher promotion under a feminist lens will contribute to similar studies employing

a feminist perspective in the future.

Key words: Promotion Criteria for Educational Personnel in Korea, female school teachers,

the Rural and Remote Area Incentiv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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