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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18년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진행되었던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

원에서 알 수 있듯, 최근 성평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청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상 성평등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부

재하다. 그 결과 현재 학교 성평등 교육의 내용과 실시 여부는 개별 교사들의 

관점과 의지에 의존해 있으며 일부 뜻 있는 교사들에 한해 재량껏 수행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 교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고, 성평등 

교육 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협상을 드러내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2010년대 후반 페미니즘 재부상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페

미니스트로 정체화 하게 된 청년 여성들로서 성평등 교육을 페미니즘 실천의 

일환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들로부터 성평

등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 양성평등교육은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느끼며 새로운 내용과 

방식의 성평등 교육을 시도해 오고 있었다.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학생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성별 고정관념, 젠더 이분법을 낯설게 바

라보게 하는 데에서 출발해 점차 젠더불평등한 현실을 인지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둘째로는 여학생들과 규범적 남성성에 부합하지 않는 남학생들이 임

파워 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페미니즘적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재구

성을 바탕으로 수업을 통해 교육되기도 하지만, 생활지도와 학급경영 등 수업 

이외의 측면에서의 간접적, 미시적 실천들을 통해 교육되기도 한다. 또한 잠재

적 교육과정으로 기능하는 학교 문화를 보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

한 실천들과, 성평등 교육을 가정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성평등 교육

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실에서의 성평등 교육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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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들로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측면의 실천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들의 페미니즘적 성찰과 초등 교육의 특성이 결합하며 초등학교 성평등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구현되고 있다. 첫째로 교사가 

일방향적으로 올바름을 주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질문과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아가는 교육 방식을 지향한다. 둘째로는 구체적인 체험과 활동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을 돕고, 학생들이 타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셋째, 일상의 경험을 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한

다. 넷째, 교사가 페미니즘적 가치를 스스로의 몸과 행동을 통해 체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교육한다. 다섯째, 성평등한 교실 환경과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그 

안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성평등한 관점과 태도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평등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여러 가지 긴장과 곤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성평등 교육이 놓여 있는 사회적, 제도적 맥락에서 기인한

다. 성평등 개념에 대한 협소한 이해,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 성소수자 혐오와 

학생들을 성적 주체로 보지 않는 보수적 성담론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은 학교 

현장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성평등 교육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부

재하고, 성평등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들을 보호해 줄 제도적 안전망이 부재하

다는 점은 성평등 교육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성평등 교육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첫

째,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느

끼고 있다. 둘째, 학교 내에서 성평등 교육은 ‘불필요한, 과한, 편파적인’ 교육으

로 여겨지고 있으며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예민한, 유난스러운’ 사람으

로 여겨지곤 한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심리적 위축을 낳을 뿐 아니라, 성평

등 교육에 대한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는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드러내고 함께 협업하거나 교류하기 어

렵게 만들며, 성평등 교육이 각자의 교실에서 ‘개별적 실천’으로만 이루어지게 

만든다. 셋째로는, 성평등 교육을 할 때 예상되는 민원이나 외부의 공격을 개별 

교사들이 스스로 예상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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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평등 교육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교사들은 다음과 같

은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페미니즘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온건한 용

어나 말하기 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그 안에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담아내고자 

노력한다. 둘째, ‘민감한’ 주제들의 경우 교사가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관

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허용되는 선 안에서 간

접적으로 교육하는 전략을 취한다. 셋째, 학부모 및 동료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협상력과 발언권을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

러한 전략들은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성평등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틈새를 만들고 확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도적, 사회적 맥락으

로부터 초래되는 어려움들을 교사들이 개별적 협상을 통해 돌파해 나가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질적으로도 

심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입과 중장기적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요어 : 성평등 교육,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초등 성평등 교육, 페미니즘 교육,

페미니스트 교사, 양성평등교육

학  번 : 2014-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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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성평등 교육1)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성평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현직교사, 예비교사, 일반 대중 등 각 층에

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평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2018년 1월 진행되었던 ‘페미니즘 교육 의무

화 청원’이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페미니즘 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의무

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는 해당 청원은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

대로 하여금 공식 답변을 하도록 만들었다(한겨레, 2018.02.06.).

예비교사들 역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육대

학생 연합(이하 교대련)이 ‘전국 교대생 교육공동행동’ 집회에서 요구한 7대 요

구안 중에는 “교원양성대학 학생과 교직원에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해 달라”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다(연합뉴스, 2019.09.21.). 최근 N번방 사건에 대한 교대련

의 입장문에서는 공교육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을 보다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2) 이는 예비교사들 역시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 양성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현실에서는 양성평등교육, 페미니즘교육, 성평등 교육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의도를 반영하여 ‘성평등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본인의 교육을 칭할 때 ‘성평등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말했다. ‘페미니즘 교육’은 너무 과격해 보일 수 있어 대외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양성평등교육’이라는 용어는 남성과 여성 간의 기계적인 균형

을 맞추는 것으로 성평등을 정의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성평등’에 

대한 정의를 거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하는 성별이분법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해당 용어의 사용을 지

양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2) https://www.facebook.com/nueu2013/photos/pcb.1431069090406788/1431069053740125/?type=3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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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현직 교사들은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여성혐오로부터 성

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전부터 공고하던 인터넷 상의 여

성혐오 문화(윤보라, 2015)에 더하여 최근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까지 심

화되고 있는 상황이며(오혜진, 2019), 이러한 정서는 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유

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페이스북 등의 컨텐츠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교사들은 최근 여성혐오적인 표현이나 가치관을 습득하는 학생들의 연령

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9.11.15.).

이러한 실정에서 학생들의 젠더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성평등 교육의 필요

성에 공감하는 현직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초등교사들을 중심으로 성평

등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자발적인 노력과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

들은 자체적으로 관련 연구 모임을 만들고, 관련 수업자료뿐 아니라 성평등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 학급 경영, 생활지도 노하우와 자료 등을 대외적으로 공유

하고 있다.3) 나아가 성평등 교육에 관한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교사들을 대상

으로 성평등 교육 연수 및 ‘성교육 페스티벌’ 등을 주최하기도 하고 있다(한겨

레, 2019.11.08.).4)

이는 분명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성평등 교육이 상당 부

분 관심 있는 교사들의 개별적,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

여주기도 한다. 관련 연구에서도 현재의 학교 성평등 교육이 교사 또는 학교장

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개별 교사의 관심과 시각에 따라 그 내용과 질의 편차

가 크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엄혜진⋅신그리나, 2019).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

는 까닭은 성평등 교육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시수) 가르치라는 것이 

3) 이러한 연구회로는 대표적으로 ‘초등성평등연구회’와 ‘아웃박스’가 있으며, 이들은 소셜미

디어 채널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 및 수업⋅학급경영 자료에 대한 보

다 자세한 내용은 이들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blog.naver.com/
gdgamsung, https://blog.naver.com/rollergrl, https://instagram.com/outbox_gd)

4) 최근 성평등 교육을 주제로, 현직교사가 저자로 참여하여 출간한 책들로는 학교에 페미

니즘을,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여자답게? 남자답게? 나답게!, 선생님, 페미니즘이 뭐

예요?, 예민함을 가르칩니다, 페미니즘 교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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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내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성평등 교육이 그저 ‘권고사항’으

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학교 내에서 성평등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

도 되는 “옵션 교육”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관심 있는 일부 교사에 의해서만 재

량껏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엄혜진⋅신그리나, 2019: 82).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성평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이나 그에 대한 반

격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

데 성평등 교육 활동에 대한 보수 단체 및 반페미니즘 세력의 견제와 반발, 공

격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 당국이나 학교가 이러한 반격을 그저 방관하

고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에 대한 보호를 도외시 해 왔다는 점이다. 이

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2017년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한 

교사가 보수 단체에 의해 아동 학대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건이다.

이 교사는 해당 인터뷰 이후 악성 댓글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남초 커뮤니티에 

의해 신상털이를 당했다. 대중들은 이 교사가 과거 개인 SNS계정에 올리거나 

리트윗했던 글까지 일일이 문제 삼으며 사상검증을 이어갔다. 그 결과 해당 교

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 휴직을 하게 되었고, 이 교사가 속해있던 학

내 교사 학습공동체 “페미니즘 북클럽” 또한 자진 해체하게 되었다(한겨레,

2017.10.30.).5)

정리하자면 최근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증대되

고 있으나,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은 그 내용과 범위, 시수 등이 교육과정에 명

시되어 있지 않은 채 교사 재량에 맡겨져 있어 소수 관심 있는 교사들에 한하여

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성평등 교육에서 실제

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려면 이를 수행하고 있는 개별 교사들의 경험을 듣는 것이 필수적

이다. 한편 성평등 교육 활동이 반페미니즘 세력의 공격이나 민원으로부터 보

5) 뿐만 아니라 병가를 낸 이후에도 이 교사의 행보에 대한 대중들의 감시는 지속적으로 이

어져서, 한 국회의원은 해당 교사가 병가 기간 동안 외부 강의, 도서 출판, 신문 기고 등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 교사가 소속된 학교를 상대로 공문을 보내 해당 교사의 병가 

휴직 사유서와 인터뷰, 연재, 출판 건에 대한 학교의 ‘결재 보고서’를 요구하기도 했다(한
겨레,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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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성평등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은 그 과

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긴장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민과 갈등을 바탕으로 어떻

게 교육 내용과 방식을 조율하며 성평등 교육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탐색

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문제

1. 선행연구 검토

성평등 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은 크게 교육 내 성차별적 요소들을 검

토하고 비판하는 연구와, 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 자체를 분석한 

연구로 나뉜다.

성평등 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육 내 성차별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비판한 연

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교육 내 성차별적 요소를 검토하는 연구들은 학교 조

직 내의 성차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 상의 성차별, 교육 철학이나 이념에 

포함된 성차별성 등 교육 내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차별을 비판해 왔다(오재림,

2006; 곽삼근, 2008). 이러한 연구들이 8-90년대를 거치며 꾸준히 축적되어 왔고,

이에 더해 98년 교육부 여성정책 담당관실 설치, 2001년 여성부 출범 등 제도적 

변화들이 동반되며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상의 성차별적 요소들이 

점차 개선되어 왔다(곽삼근, 2008). 이를테면 6차 교육과정부터는 남녀 학생 모

두가 기술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되었고, 7차 교육과정에는 기

술과정 교과를 남녀 모두 이수하게 되었으며,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교과서

의 삽화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곽삼근, 2008; 엄혜진⋅신그

리나, 2019).

한편 학교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을 분석하고 비판한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 배유경(2015), 엄혜진⋅신그리나(2019), 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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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성정⋅장희영⋅김효경⋅최윤정(2019), 최유리(2018) 등의 연구가 이에 해

당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추진체계와 

실태, 내용, 의미와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성평등 교육의 추진체계와 실태를 파악한 연구로는 배유경(2015), 최윤

정 외(2019)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성평등 교육이 교육부와 교육청 내에서 주

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도 교육청 내에 성평등 교

육을 전담하는 독립 부서는 존재하지 않으며(배유경, 2015) 성평등 교육 관련 

업무는 각 교육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체육건강안전과 등

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성평등 교육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

무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성평등 교육이 주변적 지위에 머무르고 있음

을 드러낸다고 보았다(최윤정 외, 2019).

엄혜진⋅신그리나(2019)는 학교 성평등 교육의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

저 학교 성평등 교육이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6)으로 분절되어 각

기 다른 근거와 배경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즉 학교 성평등 

교육이 “포괄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는 것이다(엄혜진⋅신그리나, 2019: 57). 특히 이 중에서도 성교육, 폭력예방교

육은 그나마 의무 시수가 정해져 있고 실적을 보고해야 하기에 실태 파악이 가

능하지만, 양성평등교육은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우며 교사의 관심과 의지, 관

점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질, 수행 여부의 편차가 큰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내

용과 실천 측면에서는 현재의 학교 성평등 교육이 성역할 고정관념은 극복하면

서도, “성적(Sexual) 차이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둘러싼 젠더 규범”은 유지하라

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엄혜진⋅신

6) 양성평등교육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와 범교과 학습에서 성평등 관련 내용을 다루

는 것으로 교사에 의해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상에 ‘성평등’ 관련 명시적인 성취기준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의무시수도 정해

져 있지 않다. 반면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은 의무시수가 정해져 있다. 성교육은 “최소 1
개 학년, 연간 15차시 이상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도록” 의무 시수가 정해져 있으며,
폭력예방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각각 매년 1회 1시
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엄혜진⋅신그리나, 2019; 최윤정 외, 2019; 경기도교

육청, 2020: 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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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나, 2019: 80). 나아가 학교 성평등 교육이 오히려 성평등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단순히 개인 간 차이를 존중하면 되는 것으로 협소하

게 이해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최윤정 외(2019)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평등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한

계를 비판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상에 포함된 성평등 관련 내

용은 분량과 주제의 범위 측면에서 모두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교과 교

육과정 내에 ‘성평등 교육’을 명시한 직접적인 성취기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다(초등 0건, 중등 2건, 고등 1건). 따라서 최윤정 외(2019)는 간접적으로 성평등 

교육과 ‘연관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첫째

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인식되게 만들 우려가 있

다. 둘째로는 사회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교과에서 성교육이나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관련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때 “성평등 관련 목표와 지향점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관점에서 

수업이 이루어질지는 개별 교사의 가치관과 역량에 달려있고 생물학적인 지식

을 전달하는 성교육에 그치거나, 오히려 성역할 및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성평등 교육을 수행해온 교사들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최유

리(2018)는 성평등 교육을 수행해온 교사들을 심층면접하여 ‘페미니스트 교사’

라는 혼종적 정체성이 구성되고 수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즉 교사 정체성

과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협상 을 통해,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페미니스트 정

체성을 교사 정체성과 조율해 가는 혼종적 정체성 형성 과정을 보인다는 것이

다. 이 연구를 통해 실제 교사들이 성평등 교육을 수행하는 양상과 그 과정에서

의 행위전략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교사의 ‘정체성 형성’ 차

원에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정리하자면 기존 연구들에서 현재의 학교 성평등 교육이 그것을 수행하는 교

사의 관점, 의지에 크게 의존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정작 

성평등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인 교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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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성평등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

게 교육 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보다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양성평등 교육의 추진 체계와 추진 

내용”(배유경, 2015: 9), 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의 관련 내용을 검토함으로

써 학교 성평등 교육의 내용과 실태를 분석하고 비판해왔다. 물론 이와 같은 거

시적인 차원에서의 실태 파악 역시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 교실에서 

성평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상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해서 

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실제 수업은 단순히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상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수행하는 교사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

라질 수 있다. 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상의 성평등 관련 주제를 파악하는 것만

으로는 ‘수업 이외의 측면’7)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을 위한 시도들을 파

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한계

와 문제점들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내용들은 포

착되지 못했다. 엄혜진⋅신그리나(2019)의 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기존의 양성평

등 교육 내용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한계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까

지는 밝혀졌으나, 이러한 비판적 인식을 가진 교사들이 어떻게 기존의 학교 양

성평등 교육 내용을 변형하고, 수정하여 대안적인 성평등 교육을 수행하고 있

는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교육에 관심과 의지를 가

7) 추후 본론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으나, 실제 성평등 교육은 학급경영, 생활지도 등 수업 이

외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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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수행해온 초등교사들의 경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성평등 교육’은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 교과서 상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교사들이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개별적으로 수행해온 다양한 시

도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수행해온 성평등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성평등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긴장을 경험하

는가?

셋째,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이

는 성평등 교육의 내용, 범위,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넷째,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

요한가?

제 3 절 이론적 배경

1.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란 페미니즘 사상에 기반한 교육철학과 교육 방법을 의

미한다(엄혜진, 2018).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서는 교육을 ‘투쟁의 장’임과 동시

에 ‘변혁의 도구’로 바라본다(Briskin & Coulter, 1992; 곽삼근, 2008에서 재인용).

즉 교육 체제와 내용은 성차별적이며 여성억압을 재생산하고 있기에 변화시켜

야할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을 사회변혁을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엄혜진, 2018).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페미니스트 페다고

지는 교육을 통한 의식화와 임파워먼트,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으로의 연결을 

목표로 한다.8)

8) 이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Praxis’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프락시스는 “이론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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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지적 배경”(배유경, 2018: 354)과 발전 과정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파울로 프레이리로 대표되는 

비판적 교육학(Critical Pedagogy)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비판적 교육학은 

사회변화와 해방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의식화와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유사점이 있다(최성희, 2008; 배유경, 2018). 또

한 학습자를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을 지양하며, 학생

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 역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의 공통점이다(최성희,

2008). 그러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비판적 교육학이 젠더 문제에 무감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해 왔다(최성희, 2008).

둘째로, 제 2물결 페미니즘의 의식고양그룹의 역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의식고양그룹은 여성의 경험으로부터 페미니스트 이론을 도

출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치적으로 

재해석해 왔다(엄혜진, 2018). 이는 경험을 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페미니스

트 페다고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페미니즘 인식론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

전해 왔다(엄혜진, 2018).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지식과 앎의 방식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혜진(2018: 6)은 페미니즘 

인식론을 실증주의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하며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객관성을 

적용할 것을 추구했던 경험론, ‘강한 객관성’을 강조한 입장론, 그리고 “여성의 

일관되고 통합적인 정체성을 거부하고, 상황적 지식과 부분적 지식을 강조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 부류로 나누며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이러한 인식론과

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검토한다. 엄혜진(2018)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70-80년대에는 교육에서의 남성편향성을 비판

하고 교육 기회, 내용, 정책 등에 여성을 ‘포함’시켜 젠더 중립적인 교육을 만드

실천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나윤경, 1999: 69).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역시 개인적 차원의 

변화(의식화, 임파워먼트)를 넘어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의 삶에서 실천하고, 현
실에서 차별과 억압을 없애기 위한 활동에 개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나윤경,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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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주력해 왔다. 80-90년대에는 평가절하 되어 왔던 여성의 경험과 ‘여성성’

의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는 경향(곽삼근, 2008)과 함께 “돌봄의 윤리”, “모성

적 페다고지”(최성희, 2008:173)가 대두되었다. 반면 여성의 단일한 정체성을 의

심하며 “차이와 위치 짓기”를 강조하는 경향 역시 공존했다(엄혜진, 2018: 7). 이

러한 흐름에 따라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적 구분에 따른 고정된 정체성으로 학

습자를 파악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대신 학습자를 각자의 위치성

을 가진 행위자로 보며 상황과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를 강조하고, 타자와

의 접속과 관계 맺기를 통해 주체가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곽삼근, 2008). 차이를 드러내는 대화와 상호 연결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 

역시 이러한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상 특징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젠더불

평등에 대한 인지, 기존의 교육학에서 ‘인간’이 곧 남성으로 가정되었던 것에 

대한 비판과 평가 절하되었던 여성성을 재개념화하고 긍정하는 것, ‘지식과 진

리’의 남성중심성을 폭로하고 여성이 스스로의 경험을 지배집단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 피지배집단에게 ‘목소리’를 부여하

는 것 등이다(곽삼근, 2008; 배유경, 2018).

교수학습 방법상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전통적 교수방법과 차별화되는 특

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서는 교사에게 부여된 권위와 

권력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서 교사의 역할은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스

스로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산파,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9) 그러므로 

9)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권력이나 권위를 부인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을 강조한

다. 웨일러는 비판적 교육학에서 프레이리가 교사의 이미지를 “학생과 함께 배우는 연계

학습자(joint learner)”로 낭만화 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웨일러, 1991; 배유경, 2018: 357에
서 재인용) 훅스(2008)는 페미니스트 교사가 권력을 “위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유경(2018: 357) 역시 

“지식인이자 이론가로서 자신의 권위를 수용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

을 인지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파트너십 사이의 균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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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식 역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 보다는 대화

와 협업, 토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배유경, 2018). 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수

업의 주체로서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지향한다(나윤경, 1999).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두 번째 특징은 ‘경험’을 학습의 자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험과 차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훅스, 2008: 106). 이를 통해 그 동안 교실에서 외면되었던 비주류집단의 경험

을 들리게 하고, 이들이 ‘목소리’를 찾고 힘을 얻게 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경

험을 드러내는 것은 양쪽 다 옳다는 식의 상대주의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차이들과 직면했을 때의 충돌과 접속을 통해 일어나는 학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최성희, 2008; 곽삼근, 2008). 한편 경험을 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교사로부터의 ‘올바름 주입’ 이 아닌 ‘아래로부터

의 페다고지’를 추구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위로부터 진리를 전달받는 것이 아

니라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이론으로 확장시

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최성희, 2008). 이는 “다양한 페미니스트 또는 사회학

적 이론적 도구를 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한 것, 사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일”이다(Middleton, 1993; 최성희, 2008에서 재인용).

셋째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서는 교실 환경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경험의 

공유를 위해서는 구성원 간 상호 신뢰와 존중, 배려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배유경, 2018). 또 모든 사람의 목소리와 발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곽삼근,

2008). 교실 내의 평등한 관계를 위해서는 교실 내 “힘, 권위, 목소리”의 차이를 

성찰할 필요성 역시 대두된다(곽삼근, 2008: 105).

넷째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을 학습

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이는 감정이 학생들의 실천력 및 동기에 중요한 영

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피드백을 제

공해 주어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학습 

방법(글쓰기 등)을 활용해야 한다(나윤경,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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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구조 내에서의 저항

억압받는 위치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항하여 사회 변혁을 이

끌어 내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회구조 안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하기

도 한다. 콜린스(Collins, 2009)는 그간 정치적 실천으로 독해되지 않던 흑인 여

성들의 일상 속 행동 전략들을 ‘정치적 실천’으로 의미화 한 바 있다. 겉으로는 

순응적 처신으로 보이는 행동 내에 존재하는 저항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러

한 흑인 여성들의 실천을 “표면적으로 지배적 규칙을 따르고 지키는 척” 행동

하면서도 자신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억

압적 구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식10)이라고 정의한다(콜린스, 2009: 346). 이러

한 방식의 저항은 주로 “직접적인 항거가 불가능에 가깝거나 선호되지 않는 상

황”에서 사용되어 왔다(콜린스, 2009). 흑인 여성들이 지배구조 내에서의 저항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들을 사용해 왔다. 첫째로는 기존의 규율을 따르는 척하

면서 안전한 공간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배 집단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의 

관점에서 재정의하며 ‘독립적 의식’을 보존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육을 해방

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많은 흑인 여성들은 교육자로 일하며 교실

을 ‘흑인 여성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으로 확보하고, 다음 세대의 흑인들을 

위한 ‘의식화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셋째로는, 제도 내에서의 지위를 활용하는 

것이다. 제도 내에 진입한 흑인 여성들은 “직장을 통해 기존 체계에 편입”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제도 변혁의 기회”로 보며 제도 내에서 제도를 변혁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콜린스, 2009: 370).

10) 콜린스(2009)는 흑인 가사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노조를 조직하고 

권력 불평등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방식과 전략을 활용해 본인을 통제하려는 

노동 규칙에 도전하며 자신들의 독립적 의식을 보존했다고 분석한다. “그녀들은 아이나 

순종적인 하녀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 무척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에 대

한 나름의 분석을 하고 있었다.”(콜린스, 2009: 347) 이를테면 문맹인 한 흑인 여성은 주인

들이 말하는 알파벳 철자를 기억했다가 삼촌에게 물어봄으로써 본인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는 그녀가 겉으로는 ‘문맹’이었기에 노예제에서 본인에게 요구

되는 행동양식에 순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규칙을 거부하고 나름의 저항 전

략을 고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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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스(2008)는 유사한 관점에서 흑인 영어를 지배구조 내에서의 저항으로 읽

어 낸다. 흑인들에게 영어는 억압자의 언어이면서도 동시에 저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기도 했다(훅스, 2008) 각지에서 노예로 온 흑인들이 서로 대화하

기 위해서는 ‘억압자의 언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흑인들이 서로 유대를 쌓고 공동체를 조직하며 저항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기도 했다. 흑인들은 ‘억압자의 언어’를 받아들이면

서도 그 안에서 언어를 변형하고 개조하며 저항의 틈새를 만들어 나갔다. 일부

러 문법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여 식민지 지배자들이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거나, 흑인영어를 활용하여 대안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훅스

(2008: 205)는 이를 흑인들이 억압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서도 “표준 영어 범주 

내에서 허용되는 것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은밀한 언어”를 만들어 내고, 저항의 

가능성을 만들어 온 것으로 평가한다.

제 4 절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성평등 교육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협상을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초등 교사들을 연

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들의 자기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참여자

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기술하였듯 현재 성평등 교육의 내용이

나 시수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사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성

평등 교육이 소수의 관심 있는 교사들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초등 교사’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는, 초

등 교사들을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을 위한 여러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성평등 교육 연구회, 성평등 



페미니즘 실천으로서의 성평등 교육

- 14 -

교육 관련 도서 출간 등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움

직임은 주로 초등교사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평등 교육이 초등 교사

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크게 2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첫

째로는, 초등학생들은 중고교생에 비해 비교적 성평등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나 

저항이 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좀 더 심리적 부담 없이 성평등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로는 초등 교육에서는 비교적 수업 내용을 자율적, 유동적

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거의 모든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 간 통합, 재구성이 용이하며 ‘성평등’ 관련 주제를 접목

시켜 수업 내용을 구성하기에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11) 또한 중고등학교에 

비해 입시에 대한 압박이 덜하기에 보다 자유로운 수업 재구성이 가능하다.

초등 교사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두 번째 이유는 발달 단계 상 초등학교 

연령대에서의 성평등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다. 구정화(2009: 37)에 따르

면 많은 연구들이 초등학교 시기가 지나면 “성인과 같은 수준의 성역할 고정관

념”을 가지게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직 고착화되기 전이기에 성평등 교육이 개입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이고, 이 

시기에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는,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할 때 연구자의 경험이 보다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험12)이 있어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이들이 놓여 있는 맥락을 고

려하여 보다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11) 이에 반해 중, 고등학교에서는 각 교사가 단일한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관련성이 적은 

교과(이를테면 수학, 과학)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수업 내용에 성평등 관련 주제를 접목

시키기가 어렵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에 대한 압박도 심하기에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기 쉽지 않다.

12) 연구자는 학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였고 2015년 10~12월, 2019년 5월~7월, 2019년 9
월~2020년 2월, 총 1년가량의 기간 동안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들과 라포를 쌓는 데,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놓여 있는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과 연령대가 유사한 점 역시 연구

참여자들과 라포를 쌓고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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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조사 및 연구참여자 모집과정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과정 중, 예비조사의 일

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연구회에서 주최한 ‘성교육 페스티벌’ 행

사에 참석하였다. 이때 성평등 교육 연구회 A에 소속된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

게 되고 이후 연구회 내부 모임 및 연구회에서 주최하는 강연과 연수에도 참석

하게 되었다. 연구회의 강연과 연수는 연구회 소속 교사뿐 아니라 모든 현직 교

사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 따라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수행

하고 있는 연구회 소속 교사뿐 아니라 성평등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해 보지 못한 교사들, 또는 연구회에 속하지 않은 채 혼자 이런

저런 시도들을 해온 교사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보다 다양한 경험에 대해 들어

볼 수 있었다. 한편 연구회에서 주최한 ‘성평등 교육 연수’는 기존의 교육과정

을 재구성하여 성평등 관련 주제의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주고, 실제로 

참여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수업을 구상해 보는 것이 연수의 내용이

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실제로 교사들이 성평등 교육을 할 때 어떠한 방식

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예비조사 과정 중 성평등 교육 강연이나 연수에서 만난 교사들에게 연구자가 

추후 ‘성평등 교육 경험’을 주제로 논문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고, 참

여 의사가 있는 교사들의 연락처를 받아 두었다. 이를 통해 성평등 교육 강연에

서 만났던 교사와 A연구회 소속 교사 2명을 인터뷰하게 되었다. 또 지인을 통해 

또 다른 성평등 교육 연구회(B)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를 소개받아 인터뷰하였

다. 이후에는 연구의 문제의식과 주제를 설명한 구글 폼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 인터뷰한 B 연구회 소속 교사가 본인이 참여하

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 해당 모집공고 링크를 올려주었고, 그 채팅방에 있던 교

사들이 유사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다른 단체 카톡방 및 본인들의 지인들에

게 해당 공고를 퍼뜨려 주며 눈덩이표집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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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13)

이름

(가명)

출생

년도

교직

경력
근무지역

담당 학년,

담임 여부

성평등 교육 

관련 모임

참여여부14)

성별

A
90년대

초반
4년 서울

3학년 담임

4학년 담임
X 여

B
90년대

초반
5년 경기도

3학년 담임

5학년 담임
O 여

S
90년대 

초반
7년 경기도

1학년 담임

4학년 담임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O 여

Y
80년대 

후반
6년 서울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4학년 담임

O 여

H
90년대 

초반
4년 비수도권

6학년 교과

4학년 담임
X 여

J
90년대

중반
1년 비수도권 6학년 담임 O 여

L
90년대

중반
4년 서울

5학년 담임

중~고학년 

교과

X 여

O
90년대

중반
1년 서울 6학년 교과 X 여

M
90년대 

중반
3년 경기도

1학년 담임

5학년 담임
O 여

13) 출생년도와 근무지역은 연구참여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기

술하였다. 또한 담당 학년과 담임 여부는 교사로 일한 기간 전체가 아닌, 연구참여자가 스

스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고 정의하는 기간(성평등 관련 주제의 수업을 하거나, 성평등한 

관점을 바탕으로 학급경영, 생활지도, 수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했던 기간) 동안

의 담당 학년, 담임 여부이다.

14)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 관련 모임으로는 대표적으로 성평등 교육 연

구회 A와 B가 있었으며, 좀 더 느슨한 형태의 모임에 해당하는 페미니스트 교사 단체 카

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중 2명은 성평등 교육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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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면접

본 연구는 비가시화 되어있는 초등교사들의 성평등 교육 경험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협상을 그들 스스로의 관점에서 드러내며, 이러한 경

험을 그들이 놓여있는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층면접

이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심층면접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개인의 

경험, 인식, 가치관으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며 개인의 삶의 

경험을 ‘그들 스스로의 언어를 통해’ 포착하는 중요한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심층면접은 여성을 포함한 주변화 된 집단의 ‘숨겨진 경험(hidden

experiences)’과 ‘숨겨진 지식(hidden knowledge)’에 접근 가능하게 해 주는 연구

방법으로서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Hesse-Biber & Leavy,

2011).

인터뷰는 총 9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으로 진행

하였다. 사전에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질문지를 준비해 갔으나, “성평등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경험,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고민 등을 자유롭게 들려

주세요.”라는 느슨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

록 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인

터뷰는 평균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대체로 연구참여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근처의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다만 2명의 연구참여자는 서울 경기권 이외의 지

역에 거주하고 있어 스카이프를 이용한 화상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초

반에는 연구자 역시 초등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라포를 형성

하고자 노력하였고, 인터뷰 과정에도 연구자가 교사로서 일하며 겪었던 유사한 

경험을 활용하여 공감함으로써 연구참여자가 보다 이해받고, 지지받으며 이야

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A에, 또 다른 2명은 성평등 교육 연구회 B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신원

이 특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참여자가 어느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

는지는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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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페미니즘 실천으로서의 성평등 교육

제 1 절 페미니즘과의 만남

연구참여자들은 80년대 후반~90년대 중반 생으로 성평등은 이미 달성되었으

며, 페미니즘은 더 이상 유효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포스트페미니즘의 흐름 

속에 성장해 왔다. 특히 이들이 청소년, 대학생이었던 2000년대 후반~2010년대

는 ‘알파걸, 알파우먼’으로 대표되는 여풍담론이 급증했던 시기이기도 하다(전

혜인, 2014). 그러나 사실 이들이 성장해 온 90~2010년대는 젠더불평등이 사라

졌던 시기라기보다는, 기존의 젠더 규범을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포장하여 은폐

함으로써 젠더불평등을 비가시화해 온 시기이다(엄혜진, 2015).15) 이 시기에는 

여성운동의 성과와 제도화의 결과로 다양한 여성정책들이 도입되고, 여성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며, 공적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등(전혜인,

2014; 김보명, 2018b)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일견 성평등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듯 보였지만, 일상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젠더불평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16)

O:�저도�제가�꽤�평등한�세상에서�살고�있다고�고등학교�때까지는�생각을�했거

15) 이를테면 ‘성차’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위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개인의 타고

난 기질로, ‘성역할’은 “개인의 주체적 선택”에 따른 결과로 설명한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

유주의는 기존의 성별분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것을 은폐하는 새로운 젠더규범

을 생산해 낸다. 이러한 새로운 젠더규범 아래에서 여성들은 탈젠더화된 개인을 추구해야 

하지만, 때에 따라 여성성을 동원하고 활용해야 하는 더욱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엄혜진, 2015).

16)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변화들이 곧 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

가율이 수치상으로는 늘어났으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성들은 ‘질 좋은 일자리’에 진

입하지 못한 채 2차적 노동력으로 간주되고 있었고(전혜인, 2014), 더욱이 사적 영역에서

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분담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성들의 공적 노동시장 진출만 증가

한 것은 오히려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강화시키기도 했다(배은경, 2009). 또한 여성정책 도

입 역시 근본적인 젠더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개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김보명,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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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이�정도면�예전에�비해서�되게�많이�나아졌지�않나?�우리�부모님�세대�얘기

지

O는 이렇게 ‘성평등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며 고

등학교 때까지는 “꽤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는 소회를 밝

혔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돌이켜 보면 자신의 삶 속에 여전히 불평등한 젠

더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S:�평소에�제가�불편하게�느껴왔던�감정들,�예를�들어�연애할�때�여성의�위치,�개

그�프로에서�사용되던�여성혐오적�발화나�표현,�여성들의�외모�코르셋....

L:�아는�척�하고� ‘오빠가~’거리는�남자가�가장�싫은�스타일의�이성이었고,�초등교

육과라는�말을�듣고�시집을�잘�가겠다는�둥�하는�말에�분노했어요.�근데�이걸�페미

니즘이랑�연결시키진�못했었고� (중략)�이화여대라고�치면�여성혐오적인�글이�너무�

많이�나와서�왜�여자집단이라는�이유로�이렇게�욕을�많이�먹을까?� (중략)�근데�이

제�좀�정확히�정의�내리지는�못하고�그냥�화가�난�채로

연구참여자들은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모습, 연애할 때 여성에게 요구

되는 위치, 여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강박, “오빠가~”라는 말로 본인을 가르치

려 드는 남성들 등 일상 곳곳에서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경험하며 때때로 정의

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본인의 경험을 ‘차별’이나 ‘불평등’으

로 의미화할 수 없게 만드는 포스트 페미니즘–신자유주의 시대 질서 안에서, 실

존하는 일상적 젠더불평등을 경험하며 막연하게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을 느끼

며 살아왔던 것이다. 동시에 이 세대 청년여성들은 된장녀, 김치녀 등으로 명명

되며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심화되어 온 온라인 상 여성혐오의 직접적인 타겟

이기도 했다. ‘성평등이 이미 달성되었으며 여성들이 남성들의 자리를 빼앗아가

고 있다’는 믿음은 역차별 담론과 여성혐오 담론이 확산되는 자양분이 되었으

며 이때 남성들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약탈자’로 지목된 것이 바로 청년 

여성들이었기 때문이다(윤보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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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비가시화 되었지만 실존하는 젠더불평등을 경험하고, 온라인 상에서 

점차 심화되는 여성에 대한 비하, 조롱, 성적대상화를 목격하며 막연한 불편함

과 분노를 느껴온 연구참여자들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원을 얻게 된 것은 페

미니즘을 접하면서였다.

L:�처음�페미니즘이라는�말을�접한�건�2016년도�강남역�사건�즈음.� (중략)�제가�

그�동안�부당하다�느끼고�화가�났던�것들의�이유가�명확해지는�기분이었어요.

S:� 15년�메르스갤러리�사태�이후에�인터넷�커뮤니티에서�페미니즘�담론이�개그

나�농담처럼�확산되는�것을�실시간으로�지켜보았는데,� 그� 때� 그�게시글들이�제가�

평소�불편하게�느꼈던�감정들을�건드리는�주제였고,�이후에�<우리는�모두�페미니스

트가�되어야�합니다>�책을�읽으면서�이런�불편한�감정이�페미니즘과�맞닿아�있다는�

것을�알게�된�후에�더�공부하게�됐어요.

연구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2015년 이

후 페미니즘 재부상의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받으며 페미니스트가 되어갔다.

이들은 메르스 갤러리 저장소의 미러링 게시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불편한 

용기 시위 등을 접하며 “그동안 모호하던 것이 분명해진 기분”, “그간 부당하다

고 느끼고 화가 났던 것들의 이유가 명확해지는 기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

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H:�고등학교�친구�카카오톡�프로필에서�‘불편한�용기’라고�적힌�빨간�깃발을�봤어

요.� 그게�무슨�뜻인지�알아보려고�인터넷에�검색하기�시작한�뒤부터�마음이�편한�

적이�없었어요.� (중략)�수많은�불편한�진실들을�마주하고� (중략)�알게�되면서�한동

안�잠을�잘�자지�못했어요.

S:�나만�불편한�줄�알았던�감정들이�다른�사람도�느끼고�있었고,�개인의�경험이

라고�생각했던�일련의�사건들이�사실은�여성이라는�같은�요소를�가진�많은�사람들

이�경험했다는�걸�알게�되면서�충격을�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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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간 느껴왔던 막연한 분노를 전복하는 통쾌한 순간이기도 했지만, 본

인이 막연하게 불편하다, 부당하다고 느껴왔던 것들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닌 

‘여성 공통의 경험’이었음을 알게 되는 깨달음의 순간이자 실존하는 젠더불평

등을 직시하게 되는 충격의 순간이기도 했다.

L:� 인터넷에서도� 열심히� 페미니즘� 담론을� 찾아보고,� 친구들이랑도� 열띤� 토론을�

하고,�서로�책을�추천하며�읽고�공부도�가장�많이�했던�때가�이�시기� (중략)�한창�

탈코르셋�담론이�있을�때는�내가�어디까지�탈코르셋을�할�수�있는가,�해야�하는가�

등�탈코르셋에�대해�치열하게�고민하고�불법촬영�규탄�시위가�있을�때에는�시위에�

참여하고.....�

이렇게 “눈이 뜨이는 느낌” 이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낀 연구참여자들

은 페미니즘 도서를 찾아 읽고, 강연을 찾아 듣고, 관련 독서 모임을 하거나 친

구들과 관련 주제로 토론을 하는 등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한편, 각

종 젠더 의제 관련 시위에 참여하거나 청원을 하고, 페미니즘 행사에 참여하며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렇

게 연구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접하고, 실천해온 과정과 방식은 “디지털 네이

티브 세대의 자생적 페미니즘”(김보명, 2018b: 103), “독학자 페미니스트”(김주

희, 2017: 359) 등으로 정의되는 최근의 청년 페미니스트들의 경험과 유사한 특

징을 보이고 있다.17)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고려할 때 최근 학교 현

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체들은 2015년 이후 페

미니즘 대중화의 영향을 받은 일종의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b, 2015:15) 세대

임을 짐작할 수 있다.

17) 최근 부상한 청년 세대 페미니스트들은 대학의 강의나 사회운동을 통해 제도화된 방식으

로 페미니즘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대중 담론을 통

해 페미니즘을 접한 뒤 대중 강연이나 도서를 통해 스스로 페미니즘 이론과 지식을 찾아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김주희, 2017). 또한 탈코르셋 운동, 불법촬영 문제와 같이 자신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의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며(오혜진, 2019) 시위나 청원에 참여하고 온

라인을 넘어 “거리와 광장의 페미니즘”(김보명, 2018b: 18)으로 페미니즘 실천을 확장해 나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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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성평등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

연구참여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는 교사이자 페미니스트로서 본인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페미니즘 실천은 ‘교

육’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학교 

현장으로부터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L:�이�길(교직)에�들어선�이상�여기서�내가� (페미니스트로서)�뭘�할�수�있을까라

는�고민을�하고�있는�중이고요�지금도.�그게�계기였던�것�같아요.� (중략)�지금은�일

단�교실에서�할�수�있는�거를�해보자.�하는�그런.�

A:�여성들�인권�향상에�도움이�되고�싶은데�할�수�있는�일이�너무�없다�생각했는

데�그렇게�하고�계신�분들(성평등�교육을�하고�계신�분들)�보니까�아�나도�이렇게�

내�자리에서�할�수�있는�일이�있겠다�싶더라구요.(중략)�일단은�내가�할�수�있는�일

을�먼저�해�보고�거기서�계속�갈증이�나면�이런�일이�있는�걸�알아두고�나중에�더�

생각을�해보자.

A는 페미니즘을 알게 되고 페미니즘 의제에 깊이 공감하게 되며 처음에는 

“교사를 하지 말아야 하나” 생각했다고 한다. 젠더불평등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A는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쓴 책을 읽고, “아 나도 내 자

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성평등 교육을 하

고 있는 교사들의 선례를 보며 수업과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서도 얼마든지 

성평등한 관점을 담아낼 수 있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젠더감수성

을 키워주며 아이들이 성평등한 관점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L은 페미니즘을 

접한 후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왔기에 교사가 되자 

‘교실에서, 교사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들이 무엇일지’로 생각이 이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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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말한다. 즉 교사이자 페미니스트인 연구참여자들

에게 성평등 교육은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

시켜 나가는 ‘페미니즘 실천’의 일환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시작한 또 다른 계기는 학교 현장에서부터 성

평등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과 일

상을 함께하며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강박, 학생들의 여성혐오, 역차별

에 대한 왜곡된 인식, 성별 고정관념 등을 접하게 된다.

M:�사실�1학년부터�좀�있어요.�외모강박이.� (중략)�뭐�다이어트�한다고�밥을�안�

먹거나�이래요.�너무�속상한데.�뭐�그런�일이�5학년�가면�너무�공공연해지고.�아이

들이�거울보기를�싫어한다거나,�막�체중계에�올라가는�걸�너무�스트레스�많이�받아�

해요.�

J:�어떤�친구가�틴트를�들고�오지�않았다고�불안해하더라고요.�불안해�하다가�입

술을�이렇게,�막�잘근잘근�깨물어서�빨갛게�만드는�거예요.�그리고�되게�막�다행스

러워�하고.� (중략)� ‘선생님�저�쌩얼이니까�보지�마세요!’� 이런�말을�진짜�하더라고

요.�진짜�부끄러워하고?�화장�안한�모습을?�

화장과 다이어트를 비롯한 외모관리에 대한 강박은 보통 중고등학생이나 성

인 여성들의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도 만연해 있다고 말한다. 틴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어서”라도 빨갛게 만들어야 마음이 놓일 정도로 화장하지 않은 

모습을 불안해하고 부끄러워하며, “거울 보기를 싫어하거나”, “체중계에 올라가

는 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하는 등 초등학생들 또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

고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이

러한 외모 강박이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훨씬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젠더화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여학생들로 하여금 외모관리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페미니즘 실천으로서의 성평등 교육

- 24 -

성별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역시 연구참여자들이 성평등 교육

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유치원 때부터 이미 

성별 고정관념을 상당히 내면화한 상태라고 말한다.

H:�아이들의�말속에서�너무�당연하게�그�고정관념이�박혀�있거나�아니면�스스로

에게도,�혹은�다른�사람에게도�성별이라는�거를�놀림으로�사용을�하는�경우가�되게�

많은�거예요.�어떤�활동을�해도�아�여자가�뭐�어찌고�저찌고�아니면�뭐�남잔데�뭐�

뭐�뭘�못한다,�잘한다,�아니면�스스로도�내가�뭐�우리�이거,�이�활동�해볼까?�그러

면�아�이걸�여자가�어떻게�해요?�이렇게�말을�하는�그런�것들이�많아서

B:� 그�고정관념으로�인해서�성역할이�생기고,� 성역할을�잘�수행하지�못했을�때�

성차별이�생기고�그�성차별들이�이제�언어로�나오면서�혐오의�말들이�나오잖아요.�

성별 고정관념은 학생들로 하여금 “아 이걸 여자가 어떻게 해요?”와 같이 성

별에 따라 본인의 가능성을 미리 제한하게 하고,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은 이것이 고정관념에서 그치지 않고 성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에 더욱 문제적이라고 보았다. 성

별 고정관념은 성별이분법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

이게 하며 이는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

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별 고

정관념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여성혐오와 역차별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리고 10대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성평

등 교육의 시급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이다.

B:�자기�부인이�김치녀가�아니다라는�걸�막�보여주고�이런�여성혐오를�하는�유튜

버가�있는데.� (중략)�저희�반에�팬이�있었던�거예요.� (중략)�그거를�따라하거나,�그�

사람이�하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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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인터넷을�많이�하고�그런�관심�많은�친구가�남학생이�한�명�있었는데�그�친구

는�이제�역차별�이야기를�하고� (중략)�더치페이도�안�하고�연애할�때�남자가�돈�다�

내고,�군대도�남자가�가고,�여성�전용�주차장�이런�것도�있는데

S:� (N번방에)�10대들도�막�있다�그러니까...�적극적인�가담자에�10대�후반�학생

들�있다고�하니까...�대체�어디서부터�잘못된�건가...�성�상품화와�그런�음란물�수업

을�한�번이라도�제대로�들었으면은�그�정도로,�그�정도로까지�가담하긴�힘들지�않

을까?�이런�생각이�들고.�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생들이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여성혐오 표현

과 여성혐오적인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습득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더치페

이도 안하고, 군대도 남자가 가고, 여성 전용 주차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

히려 남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한 학생의 말은 초등학생들도 온라인 상 역

차별 담론의 논리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

영물의 소비와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10대 학생들 역시 가담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젠더감수성과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비판

적인 시각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S:�중고등학교는�늦어.�늦은�것�같아요.� (중략)�이미�그런�생각을�갖고�있지�않고�

왜곡적인�생각을�갖고�있는�친구들한테�그�얘기를�하면은�거부감만�드는�거예요.�

그냥,�정말�메갈�교사.�워마드�교사.�이런�식으로만�그냥�받아들이고�아예�안�들어�

버리니까.�조금이라도�열렸을�때�이런�생각을�할�수�있게끔,�불편한�감각을�기를�수�

있게끔�좀�젠더�감수성을�키워�놓는�게�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생들은 아직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변화의 가

능성’ 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할 시급성을 느

낀다고 말한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늦는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이미 

성차별적 사고방식을 내면화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축적된 상태이기 때

문에 성평등 교육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생들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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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바꾸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이 성차별적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마땅한 교육 내용이 기존

의 학교 교육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학교 양성평등교육은 

한계가 많다고 느낀다. 양적 측면에서도 부족할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한계

가 많다는 것이다.

H:�그냥�이러이러한�성차별이�있다�앞으로�더�좋은�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성평

등이�이뤄져야�된다�이런�내용이�끝이었어요.�(중략)�남자는�뭐가�안�돼�이런�건�차

별입니다.� 성적인�고정관념을�버려요.� (중략)� 이런�식으로�쓱�훑고�지나가는?� (중

략)�너무�겉핥기식으로�지나가�버리니까�되게�아쉬웠거든요.�

첫 번째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 가지 차별의 예시 중 하나로 “겉핥기식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으며 ‘성평

등’은 당위적인 선언에 그친다는 점이다. ‘성별 고정관념을 버려요’라고 말하지

만 정작 학생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돌아볼 기회를 주지 

못하며, 본인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많은 요소들이 어떻게 성차별, 성별 고정관

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로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성혐오를 해서는 안 된다’고만 할 뿐 정작 무

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사고하는 것으로 나아가게끔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학생들의 삶이나 당면한 문제들과 전혀 연결되지 못한 채 그저 ‘뻔한 말’만 하

기 때문에 성평등의 문제가 학생들에게 전혀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적 성차별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

하는 것은 더욱 비효과적이다.

둘째로,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양성평등교육이 성별권력관계를 직시하지 않

고 오히려 왜곡하여 보여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O:�그냥�양쪽�다�평등해야�된다?� (중략)�사실�둘�중에�누가�더�안�좋은�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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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는�너무나도�확실하잖아요.�사실�더�신경�써야�될�성이�있고�더�불평..�더�안�

좋은�조건에�있는�성이�있는데.� (중략)�근데�약간�그런�걸�무시하고�양쪽�다�차별�

받을�수�있어�약간�이런�식으로�나가는�게�좀�아쉬운�것�같았어요.�뭐�서로서로�도

와야지.�서로서로�잘해야지�이런�식으로�하는�거?�

M:� 사회에서�성평등한�얘기가�되게�잊을�만하면�나와요.�근데�다� ‘너도�힘들고�

나도�힘들어.’�예를�들어�남학생이�겪는�어려움에�공기를�하고�싶은데�끼워주지�않

았다.�이런�거가�나오는�거예요.�돌겠는�거죠.� 너는�남자니까�공기�하지�마!�이런�

거가�나오는�거예요.� 그래서�그러니깐�이런�교육이�이루어져봤자�결국�얻는�거는�

나중에� ‘역차별!’� 이거밖에�없는�것�같아서.�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구조적 위치와 그로 인해 경험하는 

억압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기존의 양성평등교육은 남성과 여성이 성별로 인

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일대일로 대응시키고 같은 무게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다.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사례를 언급하였다면 “공기를 하고 싶은데 끼워

주지 않았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내용으로라도 남성 몫의 분량을 채워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식이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남성과 여성의 구

조적 위치에 대해 성찰하게 하기 보다는, 남성도 여성도 똑같이 성별로 인해 차

별받고 있으니 서로 배려하면 되는 것으로 성평등의 개념을 납작하게 상상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기 때문에 “서로 서로 도

와야지, 서로서로 잘해야지”로 결론이 나는 양성평등교육은 젠더불평등한 현실

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남성들에게 ‘나도 똑같이 차별받았다’는 

왜곡된 인식만을 길러주고 그 결과 오히려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실어주는 역효

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을 여전히 추구해 나가

야 할 과제라기보다는 이미 ‘도래한 현실’로 다루고 있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

적한다.

Y:�맞벌이�부부가�많아졌고�이런�내용들이�나와요.�근데�평등시대?�요런�뉘앙스



페미니즘 실천으로서의 성평등 교육

- 28 -

의�내용이�나와요.�거기서�이제�여성들이�어떤�유리천장을�겪고�있는지�또는�어떤�

남녀�임금�격차가�어느�정도�수준인지�있고�그런�차이는�어디에�기인하는지�이런�

거에�대한�내용은�없어요.� (중략)�아이들은�아�그렇구나.�여자들도�일을�하는구나.�

여기까지가�끝인�거예요.�그거를�넘어서는�문제들을�보지�못하는�거지.�그니까�중

고등학생�내지는�대학생들마저도�여자들도�다�일하고�직장�생활하고�막�뭘�하고�남

녀평등시대�아니냐는�식으로�이야기를�하는데�그렇게�생각하게�된�배경이�과연�어

디�있을까?�(중략)�일은�하고�있어.�예전보다�많아졌어.�근데�이러한�어려움을�여전

히�겪고�있어.�왜�여성들은�겪어야�되는�것일까?�라는�것에�대한�논의를�하지�못하

는�상태에서�그�단면만�보는�거죠.�통계적인�수치만�보고�일하는�여성의�수가�늘었

다.�이게�끝인�거예요.�그니까�평등사회야.

이와 관련하여 Y는 사회 교과에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다는 내용이 언급될 

때 그것이 마치 성평등이 이루어진 증거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비판했다. 이러

한 교육 내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여자들도 다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막 뭘 하

고 남녀평등시대 아니냐” 와 같이 더 이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해

서 그것이 곧 ‘성평등’ 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 

역시 유리천장, 남녀임금격차 등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Y가 보기에 성평등 

교육이라면 과거에 비해 일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장차 해소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의 학교 교육 내용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외모강박, 성별 고정관

념, 여성혐오, 역차별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을 접하며 성차별적 사회가 초등학

생들의 인식과 행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적절한 교육이 부재하며, 기존의 양성평등교육 내

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만한 시각을 제시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

고 느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양성평등교육’ 이상의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스스로 그 내용과 방식을 고민해 성평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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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실천하게 되었다.

제 3 절 성평등 교육의 목표: 젠더감수성, 임파워먼트,

사회변화

본 절에서는 성평등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성평등 교육을 통해 어떤 변

화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지 그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참여자들

이 초등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하며 주요한 목표로 삼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

금 ‘당연했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볼 수 있게 하는 시각을 길러 주는 것이다.

O:� 아이들이�조금�더�예민해질�수�있는�거?�이런�것에�대해서�캐치할�수�있는�

거?�좋게좋게�넘어가는�거�말고,�어?�이거는�잘못된�거�아니야?�라고�스스로�느낄�

수�있는�그만큼의�감수성을�길렀으면�좋겠어요.

L:�당연했는데�그게�안�당연하네?�생각을�한번�다시�해�봐야겠다는�그런�마음가

짐을�가졌으면...

B:�차별을�굉장히�민감하게�받아들였으면�좋겠어요.�애들이.� (중략)�요즘은�굉장

히�많은�차별과�혐오가�있는데�이거를�그냥�웃으면서�지나가고�모르고�지나가는�게�

아니라�한�번쯤은�다시�곱씹어�봤으면�좋겠는�아이들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

수업을�하고�있어요.� (중략)�밑작업들을�하면은�아이가�언젠가�그� (여성혐오적)�영

상을�봤을�때�물음표를�떠올린다면은�그것만으로도�성공이�아닐까.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조금 더 예민해”지고, “당연

했는데 그게 안 당연하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 살펴보겠지만 이는 학생들의 일상 속의 다양한 요소들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결국 고정된 ‘여성성, 남성성’의 개

념과 ‘정상’의 경계를 의심해보는 과정이자 젠더감수성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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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나중에 성차별, 여성혐오 등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물음표를 떠올”릴 수 있

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성평등�교육에�관심을�갖는�남자�교사들?�선생님들�보면은�어렸을�때�굉장히,�

그런�이상적인�남성의�모습이�아닌�선생님들이,�어,�나는�왜�항상�이런�걸�강요받

고,�내가�싫은�모습을�해야�하고,�그런�게�불편했었기�때문에�이런�부분에�관심을�

가지시는�분들이�있더라구요.� (중략)�그래서�이런�것들이�불편하다는�거를�깨우치

는�게�(중략)�하루�아침에�바뀐다고�생각�안�하고,�그냥�언젠가는�이게�효과가�나타

나겠지.�10년,�20년�후에�아주�작게라도�나타나겠지.�정말,�정말�작게라면�그냥�그

런,�불법�영상�안�보는�정도만�해도,�어떤�작은�효과인�거잖아요.�그런�식으로라도�

효과가�나타나겠지,

S는 성평등 교육에 관심있게 참여하는 남성 교사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어린 

시절에 성별 규범에 의문을 가져보는 경험이 추후 성차별에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페미니즘적 시각을 갖게 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진단했

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통한 변화나 효과가 단기적, 즉각적

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10년, 20년 후에”라도, “아주 작게라도” 학생들의 삶

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천

하고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또 다른 목표는 학생들을 

임파워링하는 것이다.

Y:�상처가�치유되는..�나는�내가�이렇게�틀린�아이가�아니구나.�나는�똑같은�사람

이고�존중받을�수�있는�인격체구나라는�걸�이제�본인이�본인�스스로를�수용해줄�수�

있는�거.�그런게�되기를�바라요.�

Y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편견, 차별, 혐오를 경험하며 상처받았던 아

이들이 성평등 교육을 통해 “내가 틀린 아이가 아니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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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

은 성평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를 규범적 시선에서 바라보지 않게 됨

으로써 본인을 긍정하고 임파워링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보다 성평등한 방향

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J:�그냥�한�명이라도�그걸�잊지�않고�어쨌든�질문이라도�들고�간다면,�그�아이의�

삶은�정말�바뀔�거고.�그�아이가�또�다른�아이의�삶을�바꿀�수도�있는�거고.....�

M:�어린이들이�그래서�어린이들이�당연한�걸�당연하게�여기지�않는�거.�그런�사

람이�되었으면�좋겠고,� (중략)�그래서�이걸�좀�변화시키는�사람이�되었으면�좋겠어

요.� (중략)�그냥� ‘이건�잘못됐어.’가�아니라� ‘잘�못�돼서�내가�바꿀�수�있어.’�이런�어

린이들이�됐으면�좋겠고.

S:� A(성평등�교육�연구회)가�없어�지는�것.�이게�필요�없어져서�너무나�다�이게�

당연시돼서,�되게�구태의연한�수업이�되는�게�저희�목표이고.�

J:�예전에는�이런�것도�얘기를�했대.�너무�불평등해서.�이렇게�얘기를�할�수�있으

면�좋겠어요.

J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성평등한 관점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고, 그 

학생들이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며 “또 다른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보

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M은 학생들이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인식을 불평등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 나가며 사회

를 점차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지향한다. 그래서 미래에는 지금 하고 있는 성

평등 교육이 “구태의연한 수업”으로 느껴질 만큼, “예전에는 이런 것도 얘기를 

했대. 너무 불평등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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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본인이 교육을 통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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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초등 성평등 교육의 내용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실천

제 1 절 성평등 교육의 내용

초등학교 교사인 연구참여자들의 성평등 교육은 수업과 생활지도, 학급경영 

세 영역 모두에서 이루어진다. 초등 교육에서는 수업뿐 아니라 학급경영과 생

활지도 역시 교사의 역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다.18) 따라서 연

구참여자들의 성평등 교육은 수업을 통해 직접적인 가르침의 형태로 교육되기

도 하지만, 생활지도와 학급경영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수업’ 측면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 이론을 전달한다기보다는 보다 성

평등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살아가며 접하는 여러 주제들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한 교사가 전 교과를 지도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다

양한 주제를 다루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주제가 있을 때 기존 교과에서 관련된 내용과 엮어 수업을 구성

한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예술작품 속 여성혐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면 미술 교과와 연결시켜 수업을 계획할 수 있고, ‘언어 속의 성차별’에 대

해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낄 경우 국어 교과의 ‘낱말의 뜻’ 차시와 연결시켜 관

련 수업을 계획하는 식이다. 기존 교과 내용과 연결시키기 어려울 경우,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해당 주제를 다

루기도 한다.19) 한편 ‘생활지도와 학급경영’ 측면에서는 학급 규칙, 모둠 구성,

18) 최진영⋅이경진⋅장신호⋅김경자(2009)는 초등교사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교수,
평가, 생활지도, 학급경영, 전문성개발로 분류하였다. 이때 생활지도는 ‘학습’ 측면 이외에 

학생들이 바른 인성, 생활 태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주로 학생들과의 관

계,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급 경영은 ‘학습 환경 및 학습 공동체 구성, 규칙과 절차 

수립’ 등 학급의 문화와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지와 관련되어 있다.

19) 초등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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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배치, 생활지도 방향 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일상 자체를 성평등하

게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성평등

한 관점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수업, 생활지도, 학급경영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연구참

여자들이 이를 본인의 학급을 넘어 학교 전체와 가정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어

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구조적 성차별 인지

1) 성별 고정관념, 성별이분법 벗어나기

연구참여자들의 성평등 교육은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성별이분법을 ‘당연하

지 않게’ 바라보게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젠더불평등한 현실을 인지

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처음부터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 초등학생

들은 젠더불평등한 현실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나와는 거리가 있는 일’로 느끼

기 때문이다. 반면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성별이분법은 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본인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B는 젠더불평등을 다루기 전에 학

생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성별이분법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주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S:�다양한�각도로�이제�보여주는�거죠.�정말,�일�학년에서�장난감으로�그걸�보여

줬다면,�뭐�옷�색깔,�이런�걸로�보여줬다면,�삼사�학년�돼서는�뭐�직업으로도�보여

주고,�미디어�속에서도�그런�어떤�모습으로도�보여주고,�노래로도�보여주고,�그렇

와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

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1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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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사실은�그냥�결국�고정관념�수업인데�그걸�아주�다양한�소재로�다양하게�보여

주면서,�아�뭔가�내가�성별�안에�갇혀�있지�않아도�되는구나,�그냥�이�정도로�느끼

게끔�수업을�하고,�

O:�선생님들이�쓰는�그�커뮤니티�사이트에�가면�남자아이들은�남자�아이들�캐릭

터,�여자�아이들은�여자�아이들�캐릭터�이렇게�돼있는�경우가�되게�많고,�여자아이

들은�머리가�길다던가�뭐�그런�캐릭터가�되게�많은데�그런�거는�항상�의도적으로�

되게�피하려고�했어서,� (중략)�그�다음에�색깔�같은�거�프린트할�때도� (중략)�굳이�

파란색이나�분홍색�막�이렇게�그런�성고정관념이�뚜렷한�색깔은�조금�피하려고�하

는�편이에요.

S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장난감, 옷 색깔, 노래 등 본인

의 일상 속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스스로 가지고 있

는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업자료나 준비물을 준비할 때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캐릭터나 색깔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지양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O는 교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학습 

자료를 고를 때 학생들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으로 나누어진 자료나 ‘머리가 길고 속눈썹이 긴 여학

생’, ‘바지를 입은 남학생’과 같이 특정한 외양을 한 성별의 모습으로 분류된 캐

릭터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

S:�남학생들을�위해서,�남학생들이�하지�않는�어떤,�약간�뜨개질이라든지,�다�같

이�하긴�하지만�그런�거를�좀�고려할�때나,�여학생들을�위해서�축구�경기를,�축구를�

어떻게�할까를�고민할�때.� (중략)�그렇게�해�가지고�좀,�이때까지는�경험하지�못했

던�내�성별�때문에�경험하지�못했던�다양한�경험들을�할�수�있도록�하고

또 암묵적으로 ‘남학생을 위한 활동’, ‘여학생을 위한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

던 것들의 경계를 허무는 수업을 계획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S는 의도적으로 남

학생들을 위한 뜨개질 활동을 계획하기도 하며, 기존의 체육시간에 ‘남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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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여학생은 피구’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J는 여학생들이 함께 축구에 참

여하는 체육수업을 계획하거나 축구동아리를 만들고 강사를 섭외하여 여학생

들이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각자의 성별

로 인해 접할 기회가 적었던 활동에 참여하며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구는 남학생들만 좋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네.”,

“뜨개질은 여자들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잘 하네.”와 같이 기

존에 가지고 있던 성별 고정관념을 넘어서게 해주는 체험을 하기도 한다. 당연

하게 생각했던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실제로는 꼭 그렇게 명료하게 그어져 있

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역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L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성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학생들은 점심시

간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데 막 껴달라”고 하고, 본인의 학급 남학생들 역시 

“너가 왜 해?”라고 의아하게 여기는 타 학급 남학생들과 달리 그것을 자연스럽

게 받아들이며 “그래 같이 해”라고 말하며 함께 뛰어논다는 것이다.

H:�성평등�교육이라는�이름이�아니어도�아이들과�함께�이야기하는�시간을�가져

요.� 그러면�일상에�대한�이야기도�하지만�친구들이�했던�발언이나�아니면�궁금한�

점�그런�데에서�또�끌어내서�이런�거에�대한�이야기를�하기도�했고.�(중략)�예를�들

어�우리�반에�남자아이�중에�머리를�기르는�친구가�있었어요.� (중략)�그�친구가�“선

생님�친구들이�저한테�왜�핀�찔렀냐고�해요.� 핀�찌르면�안�돼요?”라고� (중략)� “왜�

놀리게�된�거야?”�그러면�“아�그냥�이상하잖아요.�뭐�핀을�남자애가�찌르는�것도�그

렇고”�어쩌고�저쩌고�이야기를�하면�그�때부터�이야기를�하죠.�핀의�용도는�뭘까?�

이�삔에�성별이�있을까?� (중략)�핑크는�처음부터�여자용이었던�거야?�이렇게�계속.

J:� “선생님�왜�화장�안�했어요?”�이러면�너�(남자인)�교장�선생님이나�옆�반�선생

님한테도�그런�거�물어봤냐고.� ‘너�교장�선생님한테도�그런�거�물어봐?’�이렇게�장

난처럼.� (중략)� “선생님�남자�같아요.”�그러면� “남자�같은�게�뭐야?�선생님은�여잔

데?”�이렇게�웃으면서�얘기를�하면�아이들이�진짜�어?�이렇게�놀라더라고요.�그러

니까�한�번도�그런�생각을�해본�적이�없는�것�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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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드시 수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평소 학생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학생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

게 해주는 질문들을 틈틈이 던진다. H는 머리핀을 하고 있는 남학생을 “아 그냥 

이상하잖아요.”라고 놀리는 학생에게 “핀에 성별이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J는 

“선생님 왜 화장 안 했어요?”라고 묻는 학생들에게 “너 (남자인) 교장 선생님이

나 옆 반 선생님한테도 그런 거 물어봐?”라고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남성들이 화장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면서도 여성은 화장

을 꼭 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는 점을 자연스레 돌아볼 수 있게 했다. 나아가 

“선생님 남자 같아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남자 같은 게 뭐야?”라고 되물으

며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던 남성과 여성의 개념 자체를 낯설게 

보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했다. 이와 같이 툭툭 던지는 일상적인 질문과 

대화 속에서도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S;� 출석�번호를�사용하지�않고�이제�제비뽑기로�뽑아서�랜덤으로�사용하는�거?�

(중략)�그래서�성별로�나뉘는�게�오히려�굉장히�이상한�거구나라는�거를,�그거를�한�

랜덤�번호를�한�6개월�정도�쓰면�애들이�이제�깨닫는�것�같더라고요.�(중략)�교실에

서는�여학생�남학생이란�단어를�한�번도�쓰지�않고.

L:�학교에서부터�애들을�계속�분류하니까�남자�한�줄�여자�한�줄,�뭐든�밥�먹을�

때도�남녀�한�줄씩�이렇게�앉아.�계속�이러니까�내재화되는�것�같아요.�남자여자.�

뭔가�이렇게�완전�다른�집단이고�그런�것처럼.�그걸�좀�피하고�싶어서.� (중략)�

한편 학교 관행 중 많은 부분은 성별이분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성별로 분

류한 출석번호, 줄 세우기, 남녀 짝꿍 배치, 남자 2명 여자 2명과 같이 성별로 

비율을 맞춘 모둠 구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20) 연구참여자들은 이렇게 성별을 

20) 인간을 ‘남성’, ‘여성’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믿음은 섹스-젠더 체계를 만들어

내는 근간이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성별이분법과 그에 따른 성역할은 단순한 ‘분
류’나 ‘역할 배분’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이며,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



페미니즘 실천으로서의 성평등 교육

- 38 -

기준으로 학생들을 분류하는 학교의 관행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성별이분법을 

내면화하게 만든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별로 분류하지 않은 제비뽑기 출

석번호, 가나다 순 출석번호를 사용하거나, “랜덤 줄서기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학생’, ‘남학생’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기도 한다. S는 이렇게 성별이분법을 지양하는 사소한 실천들이 장기간

에 걸쳐 누적되면 “성별로 나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구나라는 거를” 학생들

이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S:�외부�활동을�하러�가면은�거기서�남자�한�줄�여자�한�줄�이렇게�서라는�거에

요.�그러면은� ‘남자�한�줄�여자�한�줄�왜�서요?’라고�애들이�이제�먼저�물어봐요.�

M:�아이들이�정말�많이�바뀌어요.�그리고�그�바뀌는�모습이�너무�사랑스럽고�너

무�의미가�있고.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수업과 생활지도, 학급경영 전반에서 성별 고정관

념, 성역할, 성별이분법을 깨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참여

자들은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바뀐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험

들을 통해 학생들은 섹스-젠더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되며 성별이분법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시야를 열어

주는 것은 추후 학생들이 젠더불평등한 현실을 인지하고,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 준다.

2) 단계적 확장: 젠더불평등 인지하기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성별이분법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게 해 주는 다양

한 교육적 실천들이 어느 정도 누적되고 학생들의 젠더감수성이 성장하면, 연

구참여자들은 이를 점차 젠더불평등한 현실을 인지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동한다(정희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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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는 교육으로 확장시켜 나간다.

S:�물론�차별이�있지만�자기가�차별을�받았다고�느끼기가�쉽지�않거든요�지금은.

연구자:�초등에서는.

S:�네�초등에서는�내가�차별적인�상황�속에�있구나라는�걸�알기�쉽지�않기�때문

에�좀�그렇게�접근을�해야겠다,�조금�더�아이들의�눈높이에�맞춰서�접근을�해야겠

다라고�해서

M:�여성,�남성의�권력이�확실히�있다.�이거를�여기까지�가는�게�정말�지난했어

요.� 이� 과정이.� 왜냐하면�어린이들은�그걸�못�느껴서.� 잘못�자칫하면� ‘응?� 아닌데

요?’� 이렇게�가서.�

초등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학생들이 젠더불평등을 실감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M은 학생들이 젠더 권력을 잘 인지하지 못해 “응? 아

닌데요?”라고 반응하기 쉽다고 말하며, S역시 “차별이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학생들

은 아직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눈에 띄는 직접적인 차별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성적이 뛰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

차별의 존재를 인지하기 어렵다(최윤정 외, 2019). 물론 실제로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

은 “일견 과거보다 평등해 보이지만, 더 교묘하면서도 노골화된”(엄혜진, 2018:

12-13)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차별로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다. 한편 ‘성평등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남성들이 성별로 인해 차별을 받

고 있다’는 역차별 담론의 확산 역시 학생들이 현실을 오인하게 만드는 데 기여

하고 있다.

M:�예를�들어�임금차별�이런�거.�할�말�없거든요.�그리고�네,�뭐�임신했을�때�중

단.�뭐�경력단절.�그런�사회적인�걸로�시작해서�조금�더�조금�더�조금�더�세심하게�

나갔어요.�거시적인,�누가�봐도�문제인�걸로�시작하고,� (중략)�네.�그리고�조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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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될�수�있는�주제로�이렇게�조금씩�갔어요.

S:�사회,�뭐,�사우디아라비아에서�뭐�운전을�언제부터�허용했고,�여성�운전을�언

제부터� 허용했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 찾아보면은� 너무� 놀래거든요.� 실제로� 진짜�

이렇구나.�이게�좀�아이들이�이해할�수�있는�좀,�큰�차별을�얘기하고,�그�다음에�이

제�조금조금씩�더�들어와서,�우리�안에�있는�성차별은�무엇인지�얘기를�하면은�거

부감이�처음에�없으니까�좀�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거�같더라구요.�

S:�외부�사례,�그런�사례를�보여주면서�누가�봐도�문제인�사례들�있으니까,�그런�

걸로�먼저�접근하고� (중략)�다음에�이제�이런�것도�차별이다라고�접근하는�거죠.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단계적 확장을 시도한다. 처음에는 1)에서 살펴본 것

처럼 아이들의 일상 속 다양한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에 대한 편견들을 다룬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들이고, 거부감 없이 받

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은 여기에서 그칠 경우 자칫 “남자, 여자 모

두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힘들어요.”로 끝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지하고 있

다.21) 따라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젠더불평등한 현실을 인지하고, 구조적 성

차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서히 ‘사회 속의 성차

별’ 문제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누가 봐도 문제인” “아이들이 이해

할 수 있는 큰 차별”에서부터 시작한다. 실증적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경력

단절, 임금차별, 또는 해외에서 여성운전을 최근에서야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사

례 등 명시적인 차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여전히 성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고정관념을 극복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성차별’을 다룰 때 학생들 본인의 문제보다는 사회 제도적 문제와 해

외사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학생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젠더

21)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 극복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은 성차별을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

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인식, 행동 변화를 통해 간단히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엄혜진⋅신그리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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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일

상 속의 성차별을 다룰 경우 자칫 학생들이 이를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명시적인 사회문제들을 통해 ‘젠더불평등’

을 인지하게 만든 후 점차 “이런 것도 차별이다”라고 접근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성차별”을 다룬다. 사적영역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좀 더 노골적이지 않은 은밀

한 차별들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성별이분법’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여 ‘사

회문제로서의 성차별’을 다루며 젠더불평등한 현실을 인지하게 하고, 마지막으

로 ‘일상에서의 성별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

록 한다.

2. 기존 교과 내용에 성평등 관점 더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위해 기존 교과에 없는 새로운 주제의 수업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보다 일상적으로는 기존 교과 수업을 할 때 페미니즘 관점

을 반영하여 수업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다. 가볍게는 

수업에서 활용되는 예시, 자료 등을 변경하는 것에서부터, 교과서 내용에 나오

지는 않지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며, 때로는 

기존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M:�수학인데�원래는�교과서에�그런�의미�없는데�제가�뭐�도표�같은�거를�만약에�

여성인권이랑�관련된�걸�가져다�쓴다거나�아니면�평균에�대해서�지도를�하는데�뭔

가�여성인권과�관련된�자료를�제공한다거나�뭐�국어�읽기�자료를�변경한다거나�이

런�식으로�교과�내에서�제가�할�수�있는�거는�그런�식으로�조금�구성을�했었구요

Y:�국어과�성취기준�토의,�토론�이런�거가�나오면�토의,�토론의�주제를�그런�식

으로�끌고�가요.�사회랑�통합을�해서�이제�성차별과�관련된�것들을�자료를�주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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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생각하는지�그런�식으로�재구성을�해�가지고�아이들한테�주는�거예요

H:�어떤�단원이었는지�잘�기억이�안�나는데,�뭘�하고�있어�뭐�이런�표현이었나봐

요.�근데�남자애들은�계속�playing�어찌고.�뭔가를�축구나�농구나�이런�운동을�하면

서�놀고�있고�여자애들은�계속� reading�a�book�뭐�이런�정적인�활동만�하고�있다

는�표현이�계속�나오길래� (중략)�그냥�우리를�가지고,�예시를�가지고�하자고�해서�

실제�아이들�이름�적어�놓고�걔네가�좋아하는�활동.

M과 Y는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자료를 학생들이 성차별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자료들로 선택하고자 한다. M은 수학 시간에 도표와 관련된 

수업을 할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도표 대신 여성인권과 관련된 현상을 보여주

는 도표를 사용하여 수업을 했다. 이를테면 남녀 가사노동 시간 차이를 보여주

는 표나 그래프를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다. Y는 국어 교과에서 토의, 토론에 대

해 배울 때 토론의 주제를 성차별과 관련된 내용으로 잡기도 했다.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성차별 문제에 관한 자료를 주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H는 영어 교과서의 예시 문장들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

영되어 있다고 느꼈다. 예시 문장들에서 남학생은 축구나 농구 등 동적인 활동

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여학생들은 책을 읽는 등 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모

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H는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 문장 대신 

학생들이 실제로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했다. 이

러한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가르치면서도,

수업 중 활용하는 자료를 변경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성별 고정관념 및 

젠더불평등 문제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M:�생리�얘기도�패드만�나와요.�패드.�그래서�이거�고민�엄청�했어요.�막�어디까

지�알려�줄�것이냐.� (중략)�제�생리컵�가져가서�보여줬어요.� ‘이거�뭐게?’,� ‘뭐예요,�

이거?’,� ‘이거�생리컵이라는�건데�몸에�들어가.’�와�막�난리가�나요.�그래서�생각보다�

작다.�뭐�이렇게�얘기하고.�생리를�되게�괜찮은�것으로�만들기�위해서�노력을�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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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생리를�왜�하게�되는지는�이제�보건�선생님께서�말을�해줬는데,�이게�생리라

고�하는�게�마냥�부끄러운�게�아니라는�말은�제가�기억하기로는�못�들어봤던�것�같

아요.� (중략)�부끄럽거나�숨겨야�될�게�아니라는�그런�것들을�이야기해줬어요.

다음으로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충하여 가르치는 방

식의 재구성 사례이다. M과 H는 ‘생리’에 관해 가르치며 보건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로 알려준다. M은 다양한 생리용품 중 삽입하지 않는 형태

의 용품(패드형 생리대)만이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남성 중심적, 보수적 

시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22) 따라서 학생들이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선별된 생리용품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생리용품을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교과서에 나

오지 않았지만 생리컵과 탐폰을 함께 소개한다. 한편 교과서에는 ‘생리를 하게 

되는 이유’와 같은 생물학적 지식이나 ‘생리용품의 종류’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

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생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지에 관한 내

용은 부재하다. 그러나 H와 M은 생리를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생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교육 역시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H는 생리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M 역시 생리를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등 생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교육 또한 병행하고 있었다.

Y:�그냥�일을�하는�여성들이�늘어났다.�이런..�뉘앙스인�거예요.�그니까�문제의식

22) 2017년 생리대 파동 이후 생리대에 대한 대안으로 생리컵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늘어나자,
이에 대해 일부 남성들은 ‘처녀막이 파손될 것’을 걱정하거나 ‘질이 늘어나 성감이 떨어지

게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기를 신체기관의 

일부이기 이전에, 남성에게 쾌락을 제공해야 할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생리컵뿐 아니라 탐폰, 딜도 등 질에 삽입하는 형태의 모

든 물품에 대한 거부감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오마이뉴스, 2017.07.11.). 실제로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탐폰 사용률이 낮은 편이다. 이는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 이외에 다른 

물품을 삽입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특히 성경험이 없는 여성에게는 이것을 더욱 금기시하

고 ‘순결’하게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남성중심적 시각이 그만큼 강고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일다,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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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금�가지고�있는�선생님들은�따로�자료를�준비해요.�애들아�이렇게�예전보다는�

일을�하는�보호자�엄마가�많이�늘어났지만,�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OECD�국가�중

에서�남녀임금격차가�이�정도로�있어서�굉장히�하위에�위치해�있고,�뭐�이런�것들

을�준비해서�아이들에게�지도를�하죠.�그래서�이게�아직은�갈�길이�멀다�라고

Y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교과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 이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일

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보여주지 않기에 불완전한 재현일 뿐 아니라, 여성들

의 성취에만 주목함으로써 ‘성평등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왜곡된 인식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재현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Y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함께 가르침으로써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 역시 인

지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젠더불평등한 현실을 보다 적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S:�이제�교과서에�있는�건�뭐�한부모가족,�입양가족,�다문화가족�이런�식으로�(중

략)�근데�이제�그냥�결혼을�하지�않고도�사실�공동체로서의�가족의�역할이�좀�변화

하고�있고,�저희는�가족이라는�게�꼭�혈연과�혈연�중심의�그런�공동체가�아니고�요

즘에는�다양하게�마음이�맞는�사람들끼리�사는�것도�다�가족으로�할�수�얘기할�수�

있다는�걸�말해주고�싶어서�수업을�좀�재구성한�거죠.�

S는 실과나 사회 교과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그 예시로서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 나오지만 이 역시 혼인과 혈연을 중

심으로 한 가족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가족이 반드시 “혈연 중심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요즘에는 다양하게 마

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도 다 가족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덧붙

여 이야기해 주었다. 이는 교과서에 나온 ‘혼인과 혈연 중심 가족 개념의 확장’

을 넘어서 기존의 가족 규범 자체를 해체하고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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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공동체를 꾸리는 것’으로서 가족 개념을 보다 급진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Y:�임신과�출산이라는�거에�선택권이�있다라는�거.�원치�않으면�안�할�수도�있다

는�거.� (중략)�임신이라는�과정,�출산이라는�과정,�생물학적으로�여성이�할�수�있는�

행위가�행동이�굉장히�버겁고�힘들다는�거를�이제�이해하게�하고.� (중략)�결혼이라

는�행동도�선택인�거고�그리고�그�결혼을�하고�아이를�가지고�임신을�하고�출산을�

할�건가도�선택이야.�(중략)�뭐�결혼했으니까�넌�애기�낳아�이렇게�강요하거나�요구

할�수�있는�측면은�아니야.�너희가�(임산부�체험을�통해�간접적으로)�겪어봤지만�임

신과�출산이라는�과정은�여성�신체적으로�굉장히�목숨이�위험할�수�있어.�한�해에

도�출산�아이를�낳다가�죽는�사람들이�정말�많아.�이�정도�수치가�죽어.�그리고�또

는�이�정도�수치가�굉장히�응급�상황을�맞닥뜨려.�그렇기�때문에�절대�수월하거나�

쉬운�일이�아니야.�그래서�함부로�강요하면�안�되는�거야�라는�걸.�여자애들한테도�

너희도�마찬가지야.�임신과�출산은�너희�몸에서�진행되는�과정이기�때문에�너희에

게�선택권이�있어.�

Y는 ‘임신, 출산’에 관한 기존의 학교 교육과 사회적 담론에서 ‘숭고함’만을 

강조한 채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위험 등 부정적인 측면들은 충분

히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Y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

만 임신 과정에서의 어려움, 출산의 위험성, 출산 과정에서의 사망률 등을 추가

적으로 알려주었다. 여성들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될 일들의 긍정적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까지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에서

다. 또한 임신과 출산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에 그 여부를 결정할 때 여성이 주체가 되어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도 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인 내용들을 다룸으로써 연

구참여자들은 임신, 출산 과정에서 비가시화, 축소된 당사자 여성의 경험과 고

통을 드러내고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가 아닌 주체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L:� 사회�교과서에�아직도�저출산이라고�나와요.(중략)�왜�이게�여자들한테�책임�



페미니즘 실천으로서의 성평등 교육

- 46 -

지우는�말인지부터�해서.�선생님은�이걸�앞으로�사회시간에�저출생이라고�얘기하고�

싶어.�그런�식으로�하고.�그리고�사실�이거는�누군가가�아기를�안�낳는�것에�책임을�

돌릴�수�없다는�거?� (중략)�이런�설명을�쭉�하고�나서�그래서�저출산이라고�말하면�

안�돼.�저출산�문제라고�이야기하면�안�돼�라고�이야기하니까�그때�애들이�이해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L의 사례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여 

보충하는 것을 넘어, 교과서의 내용과 서술 관점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구성을 꾀한 경우이다. L은 

교과서에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

했다. 저출산 현상 때문에 “세금 같은 거 더 많이 내야 된다는 둥 온갖 이유를 

들어서” 저출산을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마치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개인

들이 그러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

다. 게다가 이는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는’ 정상가족 모델만을 사회에 긍정적

인 기여를 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L은 ‘저출산’이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적이라고 보았다. ‘저출산’은 ‘(여성

이)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의미이기에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

다고 보는 것이다.23)

따라서 L은 교과서에서 서술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했

다. 먼저 저출산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낳지 않기로 결정한 그 

어떤 부부, 혹은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23)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본래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갖고 있는 불리한 조건

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일명 ‘가임기 여성지도’라
고 불리는 ‘출산지도’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여성을 ‘재생

산의 도구’로 인식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저출산’이라는 용

어를 억압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맥락 위에 저출산의 낳을산(産)자가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에게 저출산 문제의 책임을 지우고 있으니, 여
성의 행위를 강조하는 ‘저출산’ 대신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쓰

자는 문제의식이 시민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다(한겨레,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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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저출산’이라는 용

어가 “여자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이는 학생들로 하

여금 교과서에 서술된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정상가족 모델 이외에 출산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 다

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언어

에 내포된 성차별과 여성 억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L:�선생님은�사실�결혼할�생각이�없었고�하지만�꼭�함께�하고�싶은�사람이�생겨

서�결혼했지만�아이는�안�낳고�싶어.�왜냐하면�하면서�이제�제가�젊은이로서,�아기

를�낳을�때�어떤�점이�불편한지�같은�얘기를�하고�(중략)�그래서�요즘�아기를�안�낳

기로�선택하는�사람들이�참�많아.�그건�누가�비난하는�일이�아니고,�제도가�준비되

어야�된다는�설득을�했던�것�같아요.�근데�이�얘기할�때는�저도�좀�그렇게�감정이�

많이�이입이�되어�가지고�저출산이라고�나와�있는�교과서가�너무�짜증이�나고�화가�

나서,�거의�그�교과서�내용을�안�했어요.�

나아가 L은 본인이 젊은 세대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주저하게 

되는 이유, 고민 끝에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학생들에게 솔직

하게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는 이유

에는 출산 이후의 경력단절 문제,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여기는 사회

적 인식,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며 이중노동의 부담을 떠안은 채 ‘슈퍼우먼’

이 되어야 하는 현실, 육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점 등 다양한 사회적

인 요인들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교과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문

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은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의지’로 극복해야 하는 일처럼 묘사하는 교과서 내용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근

저에 존재하는 다층적인 요인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사회적,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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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 역시 깨달을 수 있게 된다.

3. 임파워먼트와 실천으로의 확장

김수아(2007)는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분석하며 힘돋우기 실천

(empowerment)을 개인적, 교호적, 문화적 영역의 3가지 틀로 분류한다. 개인적 

영역의 임파워먼트에는 “자기 확신과 자존감, 부당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긍

정적 자기 이미지 형성,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행동반경의 확장, 의사결정 능력

의 획득” 등이 포함된다(김수아, 2007: 349). 교호적 영역의 임파워먼트는 상호

간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획득할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정

체성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일을 포함한다(김수아, 2006). 마지막으로 문화적

영역의 힘돋우기는 “여성의 부정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상징질서와 문화적 정의

들에 대한 도전 행위”들에 해당하며 여성적 지식과 저항적 담론을 생산하는 등 

문화적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김수아, 2007: 349). 이 중 연구참여

자들의 성평등 교육 내용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개인적 영역과 교호적 영역의 

임파워먼트이며, 연구참여자들은 이렇게 북돋워진 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보

다 적극적인 사회적 실천을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M:�아이들이�옛날에는�진짜�거울을�엄청�많이�보고,�사진�찍는�걸�너무�싫어했

어요.�자기가�나오기...�근데�이런�거�엄청�많이�줄어들었고.�뭐�애들이�누가�남자애

들이�외모�지적을�하면�여자애들이� ‘야�너�그거�외모평가야.�너�왜�나한테�그런�말�

해?’�그�전에는�완전�속상해�했거든요.� ‘너�뚱뚱해.’�이러면�막�속상해�하고.�이제는�

‘내가�뚱뚱한데�뭐?’� 이런�식으로�좀�바뀌었는데.

Y:�당당해지더라구요.�화장�이런거.�그런�거�안�해도.�뚱뚱하다.�그게�뭐�어때서?�

그게�뭐?�너가�정했냐?�이런�식으로�이야기를�하고.�저랑�했던�이야기를�곱씹어가

면서�하기도�하고

J:�우리�애가�좀�당당해�진�것�같다.�선생님이�자꾸�여자가�할�수�있다�이렇게�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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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해�줘서�애가�그런�얘기를�집에서도�한다.

M:�애들이�스스로도�이렇게�적어냈거든요.� ‘자신감이�높아졌다.’�뭐� ‘더�이상�나

를�다른�친구랑�비교하지�않게�되었다.’� 이렇게�엄청�긍정적인�것도�많았고.

성평등 교육을 통해 여학생들은 남성 중심적 시선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

게 되며 스스로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기존에 여학생들은 다이어트, 화장 등 외모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스스로

를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느껴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할 정도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특정한 기준의 외모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과 여성들에게만 과도하게 요구되던 화장과 외모 꾸밈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는 사실, 그리고 여성의 몸을 ‘타인의 시선에 의해 평가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

정해온 문화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 등 화장과 외모관리, 외모평가 등에 내포

된 억압과 젠더권력관계를 인지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대항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외모에 대해 비난을 받을 때 

“그게 뭐 어때서? ”, “너 그거 외모평가야, 왜 나한테 그런 말 해?” 등 대항할 수 

있는 언어와 용기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외모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

며 여학생들이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 “당당해”지고, 여성으로서의 본인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B:�잘�우는�남자애가�있었어요.�감정적으로�울컥하면�이렇게�눈물을�쏟는데,�나

답게�수업을�하면서�걔가�그걸�쓴�거예요.�너는�남잔데�왜�그렇게�우냐�그게�자기는�

너무�듣기�싫다고.�아빠한테�맨날�들었던�거예요.�그래서�그걸�고쳐주는�말로� ‘너무�

사소한�거에�눈물�흘리지�말자.’라고�이렇게�애들이�고쳤어요.�그래서�애가�그걸�하

고�집에�가서�얘길�한�거예요.�남자답다고�울지�못하는�거�아니다�하면서�자기도�좀�

눈물을�줄이겠지만�그런�얘기�하지�말아�달라고�얘길�하고,�학부모님이�그�얘길�이

제�저한테�좋은,�긍정적�피드백으로�얘길�하시는�거죠.

성평등 교육을 통한 임파워먼트는 여학생들뿐 아니라 규범적 남성성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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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남학생들에게도 해당된다. 학생들은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별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아가 고정된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비

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잘 울기 때문에 남자답지 않다고 비난받던 학생이 

성평등 교육을 통해 “남자답다고 울지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 

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는 B의 사례는 이러한 임파워먼트의 

예를 보여준다. 성평등 교육을 경험하며 기존의 성별규범에 일치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스스로를 해방적 관점에서 재정의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성별규범

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던 경험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향한 규

범적 잣대와 비난에 저항할 수 있는 ‘목소리’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자존감과 자신감,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길러줌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바로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지향점 중 하나이다(교육부, 2016). 그럼에도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학교현장에는 여전히 ‘외모강박’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여학생들이 존재한다. 또한 ‘규범적 남성성’에 부합

하지 못하는 남학생들 역시 학교에서 친구와 교사들로부터 ‘남자답지 못하다’

는 평가를 받으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정이 명시하는 교육적 지향이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달성되지 않고 있

었다는 점, 특히 특정 대상(여학생,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남학생)은 이러

한 전인적 성장으로부터 다소간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지

점에서 여학생과 규범적 남성성에 부합하지 않는 남학생들의 임파워먼트를 가

능하게 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성평등 교육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 성장’의 방향과 일치할 뿐 아니라, 기존 학교 교육에서 놓치고 있던 부

분을 채워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임파워먼트가 긍정적 자아 인식, 자신감 등 개

인적 영역에서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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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임산부�체험하고�끝나면�재밌지만�사회에서�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이걸�한�

거다.�너네가�사회에�나갔을�때�어떤�목소리를�내냐에�따라서�달라진다.�하는�식으

로�언급을�꼭�해주거나�

M:�그런데�여자는�정말�힘들다,�그러니까�약자로써만�소비되는�건�또�아니잖아

요.� (중략)� 사회적인�압박�때문에�이렇게�된�거지�여성�혼자로서는�주체적이라서.�

이걸�조율하는�것도�나중에�가니까�문제가�되더라고요.�

연구자:�그�부분은�어떻게�보완을�해주셨어요?

M:�하지만!�우리는�이렇게�바뀌고�있다,�라고�하면서�임금�차별�얘기를�쭉�하다

가�그래도�조금씩�나아지고�있다.�시위�사진�같은�거�보여주면서�이런�시위가�있어

서�요렇게�조금�변했다.�요즘은�이런�법이�생겼다.�요렇게�마무리를�(중략)�그냥�막�

이건�나빠,�이건�나빠도�중요하지만�어린이들�입장에서는�그냥�사회가�이렇게�부조

리해!�이러고�끝내면�아직�어린이라서...� 네...

연구자:�너무�그냥�절망하고�끝날까�봐...

M:�네.�너무�절망하고�끝낼까�봐.�그래서�사람들의�이런�노력도.�약간�일부러�여

성들의�노력에�집중을�해서�이런�노력이�있어서�이렇게�변화하는�과정에�있다.�하

지만�갈�길이�멀긴�하지만�바뀌고는�있다.�

이를 위해 B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목소리를 내냐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었다. 성평등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이 단순히 재미

있는 경험이나 개인적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

로 이어질 것을 독려하는 것이다. 한편 M은 학생들이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인

지하면서도 그에 좌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M은 

젠더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다루면서도 동시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여성운동의 결과로 생긴 긍정적 변화들을 언급해 주기도 하고, 집회

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법의 개정 등 제도적 

영역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과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깨닫게끔 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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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임파워하고자 하였다.

S:�피해자�중심으로�얘기를�했을�때�오히려�이런�성범죄를�겪으면�진짜�나는�끔

찍한�일을�당한�거구나,�라고�아이들이�또�느낄�수도�있는�거에요,�어떤�피해자�포

르노처럼�돼서.� (중략)�사건을�당하면�정말,�회복할�수�없는�불능의�상태가�된다고�

생각이�들고�그럼�정말�그�사건을�당하거나,�이미�당했을�수도�있는�친구들에게는�

오히려�얘기하지�못하고�더�꺼내기�어려울�수�있다� (중략)�그래서�최대한�뭔가�이

렇게,�미투의�당사자들?�이야기를�하고�소리를�내는�사람들이�굉장히�이제�용기�있

고�멋있는�사람으로�보였으면�좋겠다,�그래서�그런�쪽을�좀�강조하고,

유사한 맥락에서 S 역시 성폭력 관련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나치게 “회

복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로 묘사하며 피하자 정체성에만 고정시켜 두는 것을 

경계하려고 했다. 대신 미투 운동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사회를 바꾸

어 나가는 강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이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젠더불평등한 현실에 낙담하

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성차별적 학교 문화에 변화 일으키기

학생들은 교과서나 공식적인 교육과정 등의 ‘형식적 교육과정’뿐 아니라 “학

교의 권위구조, 인사 조직 체제, 교수방식과 상벌체제”를 비롯하여 교수자의 교

육적 기대와 인식, 태도, 언행, 교사들 간의 관계 등을 통해서도 특정한 지식 및 

가치를 학습하게 된다(곽삼근, 2008: 92).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생활 경

험을 통해 은연중에 학습하게 되는” 내용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일컫는다

(이용숙, 2006: 29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 문화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서 학생들에게 성차별적 사고방식이나 성별규범을 학습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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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본인의 교실을 넘어 학교 전체로 성평등한 문화

를 확장하고, 동료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성평등 교

육의 일부로 볼 수 있다.

S:�상장�같은�거�옆에서�이렇게�펴서�이렇게�주는�거는�여자�교사가�하고,�남교사

는�무거운�거�뭐�나르고�그렇게�하는�그런�것들?�그런�것들이�문제가�있다라고�한

번씩�얘기를�하는�거죠.�바뀌지�않더라도.�바뀌지�않더라도�얘기하는데.

S:�학교에서�체육�대회�같은�거�하면은�천막�같은�걸�막�쳐야�되거든요.�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남자�교사만�불러요.�그럼�저도�그냥�따라�내려가는�거에요.�그래서�

이게�남자만이�할�수�있는�일이�아니다,�같이�할�수�있는�일이다라는�거를�굳이�굳

이�껴서�보여주고,� (중략)�그래서�남교사�여교사에�대한�구별도�좀�안�했으면�좋겠

다라는�의미에서�약간�제�개인적으로는�학교에서�그런�식으로�남자만�불러도�내려

가고,�남친회�만들면�안�된다고�하고,�막�거의�껴서�막�같이�가고,�이러는데,�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내에서 여전히 성별화된 관행과 성역할 구분이 존재한

다고 말했다. 상장을 전달하는 등 ‘학교 내의 꽃’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여교사

이며,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운동회 때 천막을 치는 등 ‘힘 쓰는 일’을 담당하는 

것은 남교사이다. 또 남성 교사들만으로 이루어진 친목회(남친회)를 통해 남성

들끼리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남성권력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들은 이러한 학교 내 성차별적 문화와 성역할 구분을 없애고자 노력하는데 이

것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고 여기기 때문이다. S는 학교 내 성별화된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

고, 일부러 남교사의 일로 규정된 일들을 여성 교사인 본인이 나서서 하는 모습

을 보여주려 한다. 이를 통해 고정된 성역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보고, 기존의 학교 내 성역할 구분을 비판적으로 재고할 수 있

게 하기 위해서이다.

S:�학교�회의할�때�이�성평등이라는�이슈도�꼭�고려될�수�있도록�한마디씩�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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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편이거든요.� (연구자:�우리�반뿐만�아니라�학교�전체에서)�네네,�그래서�그�기

초�조사서�같은�경우에도�저희�반만�바꾸는�게�아니라�이거�교무부장님께�이거�보

호자로,�보호자가�정식�명칭인데,�엄마�아빠�없을�수도�있고,�다양한�가족이�있을�

수�있으니까,�이거�바꾸는�게�어떨까요?�해�가지고�이제�먼저�바꿔서,�다�정리해서�

드리기도�하고,�바꿔서�드리기도�하고,�그리고,�그런�명칭�같은�것도,�녹색�어머니�

회,�뭐�이런�거�명칭을�변경할�수�있게�건의를�하기도�하고�그런�식으로�이제�학교�

전체적으로�같이�갈�수�있는�부분이�있으면�논의를�하고�있고,�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녹색 어머니회’, ‘보호자’ 등

의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성차별성과 정상가족 규범에도 문제의식을 느낀다.

‘녹색 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 학교 봉사에 주로 

동원되는 것은 여성이었다.24) 여기에는 자녀를 돌보는 1차적인 책임은 어머니

에게 있다는 가정 아래 육아의 부담을 어머니에게 지우는 성별분업, 모성 이데

올로기가 전제되어 있다.25) 한편 학부모는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말로 학생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이성애 정상가족’의 

구성원일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S는 이 용어가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른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을 배제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용어들이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서 학생들이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성역할 규범을 학습하고, 정상가

족 규범, 이성애 규범 등을 내면화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S는 학교 회의에서 ‘학부모’ 대신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

하며, 녹색어머니회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시

도들을 통해 사소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접하는 용어나 문화들을 보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 유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9년 5월에는 녹색 어머니회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녹색 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책 읽어주는 어머니회 등 학

교의 학부모 단체명에는 ‘어머니’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한국경제, 2019.06.29.).

25)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봉사에 동원되는 것은 여성이지만, 정작 학부모를 대표하는 ‘명예

직’(학부모회장 등)은 주로 남성(아버지)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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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으로 성평등 확장하기

곽삼근(2008)은 여성주의 교육을 학교 밖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

교에서 배운 내용이 가정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체득한 가치관과 충돌할 때 후

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내가�이렇게�열심히�얘기를�해도�집에서�어�네가�오빠�좀�챙겨줘�아니면�네�

오빠�밥�좀�해�줘라.�너가�야무지니까.�좋게라도�이렇게�얘기해도�그런�게�되게�영

향을�많이�받잖아요.� (중략)�아이들이�집에서�보내면서�가족들과�미디어의�영향을�

아주�많이�받는�것�같고�그게�훨씬�더�크게�자리�잡고�있는�것�같았어요.

S:�사실�학부모님들,�같이�생각이�변화하는�게�중요하니까� (중략)�성평등�교육이�

왜�필요한지,�우리�교실에서는�어떻게�성�평등�교육의�가치를�실천하고�있는지?�그

런�얘기를�꼭�해요.

연구참여자들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O는 본인이 아무리 성평

등 교육을 열심히 해도 가정에서 접하는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언행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

정과 미디어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역시 크다는 것이다. S 역시 학교 성

평등 교육을 통해 습득한 성평등한 가치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 

생각이 같이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

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이 학교에서 그치지 않고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M:�이�배움이�이어지려면�가정에서도�이러한�지원을�해주시면�좋다.�(중략)�다들�

공감하는�문제로부터�이끌어�내면�본인들도�필요성을�느끼니까.�저희�어린이들�중

에�다이어트라는�그�말� 때문에�어린이들이�많이�힘들어한다.� 스트레스�많이�받아�

하고,�학교에서도�그것�때문에�교우관계�및�학교생활에도�문제가�있다.�이렇게�해

버리면� ‘아!’� 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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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참여자들은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는 성평

등 교육의 필요성을 학부모들에게 꾸준히 설명한다고 하며, M은 학부모들에게 

성평등 교육이 아동에게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지속되기 위해 가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

인 방침을 소개하기도 한다. 학부모들과 좀 더 라포가 쌓인 2학기 때에는 “어린

이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고”와 같이 학부모들의 성차별적 인식이나 태도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또 학부모들이 관심있어 할 만한 주제(학생

들의 외모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대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설명한 서적

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화장, 다이어트에 대한 집

착을 단순히 ‘청소년들이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고 선도해야 할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자원을 빌려 좀 더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학부모들 역시 성평등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평등 교육을 학교교육을 넘어 가정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아버

지가 자녀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S:�어플�같은�거�이제�학부모님들이�가입해�가지고�같이�이제�뭐�알림장�보고�이

렇게�하잖아요.�그럴�때도�어머님들만�다�가입,�원래는�어머님들�막�가입을�하거든

요.�근데�아버지도�가입하게�하는�거예요.�다�가입하셔야�된다,�약간�이렇게�해서�

일단�알림장을�한번�딱�보는�것만으로도,�아�얘가�지금�이런�활동을�하고�있구나라

는�거를�조금이라도�관심이�생기니까.�아예�그냥�안�보고�뭐�하는지�모르는�것보다

는.�그런�식으로�해서�가정에서�같이�좀�양육을�할�수�있게.�

H:�똑같이�일을�하면서도�시간을�쪼개서�학교에�오는�사람은�왜�엄마지?�왜�육아

의�책임이�한�쪽에�무겁게�지워지는가.�그런�생각이�있어서.�말고는�그�다음에는�아

버님들께�연락을�드렸어요.� (중략)� 2학기�상담�주간에는�다�아버님들께�연락을�드

려서�가능한�한도�내에서는�아버님들이랑�방문상담이랑�전화상담을�했었는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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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아버님들이�본인이�좀�애들의�학교생활에�대해�별�관심이�없었다,�교사랑�대화

를�해보려고�하지�않았다는�걸�스스로�좀�느끼고�간�것�같아서�그거는�좀�보람됐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학교 교육에 관한 돌봄과 관리 책임이 모두 어머니에

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담임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공개수업

이나 학부모 상담에 참여하고, 학급 어플에 가입하여 자녀의 알림장을 확인하

고 숙제를 챙기는 등 ‘학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어머니로 가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들이 돌봄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아버지 상담을 시도하거나, 원래 어머니들만 가입하곤 했던 학급 어플

에 아버지들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또 학생이 아프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할 때 보통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L은 “아빠도 좀 귀찮아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되는 대로”,

“그냥 오늘은 아빠 이런 식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

택하여 연락을 해 왔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어머니에게 편중되어 있는 돌봄 책임을 

조정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며 “가정에서 같이 양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즉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한 문화 정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

기를 추구하고 있다.

제 2 절 초등교육에서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실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인식론적 가정, 교수 전략, 콘텐츠에 대한 접근법, 교

실 내 실천, 교사-학생간 관계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

들을 페미니스트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한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리고 그 교

육에 의해 누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교육하는 

것이다(Crabtre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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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성평등 교육 경험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적 

요소들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요소들

을 스스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로 분류하거나 정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성

평등 교육을 수행하며 다양한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러한 페다

고지를 실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 초등학교 

성평등 교육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탐

색하고자 하며, 교사들이 성평등 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

로 이러한 페다고지 실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

에서 초등교육의 특성 및 지향점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교육적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1. 산파로서의 교사와 스스로 깨닫는 학생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페미니즘 인식론을 바탕으로 지식의 객관성, 보편성

에 대한 질문과 함께 발전해 왔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본인이 페미니스트가 되

어 가는 과정에서 지식의 객관성에 대해 의심해보는 경험을 하였다.

L:�그�난민�수용해야�된다�이런�이야기�했었는데,�그니까�저도�그�당시에는�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중략)�그런데�우리나라�안에�왔을�때�저는�자국민이지만�걔네

들은�난민이잖아요.�그니까�상대적으로�약자인데�내가�되게�강자의�시선에서�그들

을�봤다는�생각?�저도�편향되어있을�수�있다고�생각을,�오히려�많이�하게�됐어요.�

오히려�페미니즘�공부하면서.

L은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던 관점의 한계를 돌아보고 스

스로의 불완전성을 성찰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L은 본인이 과거에 난민 이

슈를 바라보았던 관점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있었다. L은 추후 페미니즘을 더 

공부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점이 여성, 자국민이라는 자신

의 위치에서만 세상을 바라본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는 지식의 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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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ity)에 대한 인지이자, 지식이 항상 상황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대한 깨

달음이다(Haraway, 1988). 이러한 경험들을 거치며 연구참여자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 역시 ‘객관적’이거나 ‘자명한 진리’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

게 되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성평등 교육을 할 때의 교육방식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

J:�제가�답을�알려주지�않으려고�해요.�답이�제가�알고�있는지도�모르겠지만?�제

가�이렇게�계속�답을�알려줘�봤자�그게�애들의�삶이랑�이렇게�연관이�될�거라고�생

각하지�않아서�아이들이�부족하더라도�아이들이�고민을�자신의�언어로�했으면�좋겠

다고�생각이�있어서�그거를�좀�고민을�했던�것�같고.� (중략)�그냥�계속�질문을�하려

고�하는�것�같고.�그리고�제가�답을�내릴�수�없는�문제들을�많이�얘기를�하는�것�같

아요.�예를�들어�07년생�김씨앗의�삶�제가�뭐�대답할�수�없잖아요.�그런�것처럼�자

기�경험?�이나�그런�거에�비춰서�생각할�수�있는�질문들을�하는�거?�

H:�생각할�거리를�많이�줬으면�좋겠다고�말하고�싶어요.�아이들에게.� (중략)�꼭�

답을�쥐어주지�않아도�괜찮으니까

이들은 ‘객관적 지식의 담지자’로서 정답을 알려주거나, 자신의 관점을 주입

하는 전통적 교수 방식을 지양하고 있었다. 대신 연구참여자들은 질문을 던지

거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식을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 

수업은 일방향적인 강의보다는 질문, 대화, 토론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게 된다.

M:�다른�수업보다�훨씬�저랑�아이들의�티키타카가�많아요.�제가�던지고.� (중략)�

던지고,�듣고,�그걸로�다음�질문�가고.�던지고,�받고.�이거를�엄청�많이�하죠.�페미

니즘�수업에서는.�애들끼리�토론하고�이런�것도�좀�많은�편이고.�

M은 성평등 교육을 할 때 다른 수업보다 훨씬 “티키타카”26)가 많이 일어난다



페미니즘 실천으로서의 성평등 교육

- 60 -

고 말했다. 즉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

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평등 교육에서는 수동적으로 교사가 알려주는 

지식을 흡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질문하고, 듣고, 토

론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깨달음을 얻어가는 형태의 학습 방식

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 학습 과정에 있어서의 협동은 기존의 페미니스

트 페다고지에서도 강조되어온 바 있다(나윤경, 1999).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 

방식은 최근의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그간 한국 교육이 “단편 지식의 암기위주 교육과 문제풀이 중심 교육”(교

육부, 2016: 27)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의 교육을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사항 중 하나로 두고 있다(교육부, 2016). 연구참여자들의 

성평등 교육 수업은 이러한 학생 참여형 수업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

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방식이 교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방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M:�질문만�던져주면�아이들이� ‘어�그러고�보니�이상하네.’�좀�이런�식으로�조금�

아이들이�좀�뭔가�이상하다는�걸�깨달을�수�있게(중략)�확실히�이게�아이들은�조금�

던져주니까�꼬리에�꼬리를�물고�본인들이�알아서�질문을�찾아가는구나.�

M은 본인이 학생들이 “어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

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비판적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도록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M은 이와 같은 약

간의 조력을 통해 학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스로 질문을 이어나가며 

사고를 확장해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성평등 교육에서 교사는 일방

적으로 지식을 주입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생각할 거리

26) 사람들 사이에 합이 잘 맞아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맥락에서는 교

사와 학생 간 오가는 대화가 많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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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해 주고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을 하며, 대화

와 토론이 유의미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는 계몽시키지 않으면서도 ‘배움’이 일어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는 페미니스

트 페다고지의 이중적 책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나 교사들은 끊임없이 “어? 이거는 지금 과도하게 내가 권력을 사

용해서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리더십과 파트너십 간의 균형”(배유경, 2018: 357)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체험을 통한 공감과 깨달음

초등학교 성평등 교육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특징은 구체적인 체험과 활동을 

통한 교육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체험을 통한 성평등 

교육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해서이다.

S:�뭐�이런�이야기를�하다�보면�강의식�수업처럼�되는�경우가�많이�있잖아요.�우

리가�뭔가�알려�주고�싶은�내용들이다�보니까,�막�말하고�싶은�건�많은데�이거를�어

떻게�재미있게�수업할�수�있을까?�어떤�활동을�할�수�있을까?�이�고민을�진짜�많이�

해요.�

S:�이제�3학년인데,� ‘뜨개질하는�소년’이라는�책이�있거든요.�그�그림책이랑�연계

해서,�아예�뜨개질을�같이�하자,�이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 (중략)�여성적이라고�

여기는�그런�뜨개질이�굉장히�가치�있는�일이다라는�거를�그냥�아이들의�삶,�이렇

게�직접�느낄�수�있도록,�그런�식으로�뭔가�어떤�활동,�어떤�것들을�같이�할�수�있

을까?� (중략)�좀�더�느낄�수�있게,�아이들이,�내가�그걸�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더

라도�아이들이�자연스럽게�느낄�수�있었으면�좋겠다.� 진짜�매�수업마다�아이들이�

재미있게�느낄�수�있는�활동을�고민하는�거?�그냥�강의식으로�끝나지�않고.�

앞서 살펴보았듯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할 때 일방적으로 지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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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주입하는 것을 지양한다. 대신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깨

닫는 수업 방식을 추구한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수업은 앞서 기술한 대로 대

화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체험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

지기도 한다. S는 ‘여성적인 일’로 여겨져 평가절하되어 오던 일들이 가치 있다

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S는 이를 강의식으로 설명하여 

전달하는 대신, 학생들이 직접 뜨개질을 해 볼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였다. S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여성적인 것’으로 여겨져 오던 일의 가치를 강의식으로 설

명하지 않고도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의 연령대 상 기존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서 해왔던 대로 ‘대화와 

토론’에 기반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때 ‘구체적인 체험’과 다양한 활동들은 어린 학생들이 스

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들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초등

학생들이 보다 재미있게 성평등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

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이나 계몽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기본적인 지향점을 

유지하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수업뿐 아니라 구체적인 체험을 통한 수업을 병

행하며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페다고지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연구참여자들이 ‘체험’을 통한 교육을 활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타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이다.

B:� (임산부�석에�임산부가�아닌)�사람들이�타고�있는�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

냐.�그럼�초반에는�애들이�그냥�비켜주면�되지�않냐�그러다가.�그럼�우리가�한�번�

임산부의�마음을�느껴보자.� (중략)�계속�그�작업을�하고�5교시�때�얘기를�하니까�1

교시�때�어�그냥�가서�비켜달라고�하면�되지�않냐라고�했던�애들이�많이�바뀌었더

라구요.�뭔가�그냥�애들한테� “임산부�자리�비워�둬야�돼.”�이렇게�말을�하는�게�아

니라�애들이�그런�활동을�통해�애들이�이제�정말�간접적인�체험을�한�거니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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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한테도�기억에�남지�않을까.

Y:�임산부키트�있잖아요.�그래서�그거를�아이들이�직접�차고�체험을�했어요.� (중

략)�쉬는�시간에는�미션을�수행해야�되는�거예요.�땅에�떨어진�물건을�줍는�거.�그

리고�세면대에�가서�배에�물�안�묻히고�손을�닦는�거.�그리고�뒷처리하는�거.�그리

고�뭐�저기서부터�저�끝까지�걸어갔다�걸어오는�거.�계단�내려갔다�올라오는�거.�그

냥�누워서�일분�있는�거,�앉았다가�일어나는�거�그런�미션들을�다�수행을�한�거예

요.�그러면서�국어과�사회과�여러�개를�통합한�건데�그러면서�왜�임산부가�사회적�

약자에�속하는지� (중략)� (본인이)�약하고�보호받아야�된다고�생각했던�아이들이�그�

일련의�체험을�하면서�나보다�더�힘들�수도.�어른이지만�임산부가�더�약자일�수도�

있겠다는�걸�이해하고�

B와 Y는 임산부 체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타자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고 공감할 수 있게 한다. “(본인만이) 약하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아

이들이 그 일련의 체험을 하면서 나보다 더 힘들 수도, 어른이지만 임산부가 약

자일 수도 있겠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는 Y의 경험은 아이들이 이러한 간접

적 체험을 통해 다른 위치의 삶을 이해하고, 다른 위치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Y는 임신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고, 임산부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 임산부 좌석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점 

등을 교사가 ‘지식’으로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진

심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타자에 대해 공감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 중 하나이

기도 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 역량 중 하

나로 “심미적 감성 역량”을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 사회 현상들을 공감하는 능력” 및 “타인의 경험과 인간에 대한 공감 능

력”이 포함된다(교육부, 2016: 41).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은 소수자에 대한 혐

오가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기도 하다.27) 다른 

27) 김보명(2018a: 1) 혐오의 정동경제학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초

래한 삶의 위기와 불안정성이 “여성, 퀴어, 이주민, 복지 수혜자 등과 같은 타자들이 초래

하는 위협, 위험, 혹은 부담으로 오인 및 전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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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경험을 그들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

는 상상력을 기르는 것은 타자와의 연결, 대화, 연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연보, 2013; Yuval-davis, 2006). 연구참여자들은 ‘체험’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타자의 위치에서 상상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줌으로써 혐오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횡단적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Yuval-davis,

2006: 283).

3.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사유하기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한계로 

성평등을 ‘당위적인 가치’ 차원에서만 언급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와 닿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의 일상 속 문제들로부터 

성평등 교육을 시작할 필요를 느꼈다. 그럴 때 보다 유의미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론이 “교실 밖의 ‘실제’ 삶과 연관성이 있을 

때” 학생들이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훅스의 지적과도 궤를 같이

한다(훅스, 2008: 83).

J:�저는�학생들의�삶에서�유리되지�않는�이야기를�하고�싶어요.� (중략)�학생들한

테�그런�이야기를�했을�때�정말� ‘어디�자자�성평등.’�이런�게�아니라�이게�학생들의�

일상의�문제라고�생각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

B:�서로가�평등하고,�서로�차별하면�안�되고�이런,�이런�얘기들만�있더라고요.�아

이들한테�근데�그렇게�얘기를�해�봤자�뜬구름,�이론인�건데.�정말�좀�아이들�삶에�

들어가서�아이들�삶을�바꿀�수�있는?�뭐�그�중에�외모평가�수업을�했을�때�그�수업

이�정말�애들한테,�애들하고�학부모님들한테�진짜�효과가�굉장히�좋았거든요.� (중

략)�좀�아이들�삶에�연결되는?�수업을�하자.�

연구자:�그래서�선생님이�애들�보시면서�지금�우리�반에�필요할�것�같다�하는�주

(2015a: 12)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가 “곁을 조직할 수 있는 역량 점차 상실”하고 있으

며 혐오가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정동”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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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뭔가�경험에서�끌어내서�하시는.�

B는 기존의 양성평등교육에서처럼 당위적인 선언이나 도덕적 규범으로만 성

평등 문제를 제시할 경우 이것은 “뜬구름, 이론”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

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문제로 

여겨지고, 실제로 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

해서는 학생들의 일상 속 경험들로부터 수업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했다.

초등교사들은 학생들과 매일의 일상을 함께 하고 있기에 학생들이 당면한 문

제들, 학생들의 관심사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수업의 

소재로 삼아, ‘학생들의 일상 속 문제들’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돌

아볼 수 있게 하는 수업을 구성해 왔다.

S:�연애�이야기를�했을�때는�자던�친구도�눈을�뜨고�듣더라구요.�관심�있는�주제

로.�관심�있고,�아이들에게�직접적인�그런�주제들을�다루는�게,�이�주제도�사실은�

성평등의�문제이다.�

H:�고정관념.�성�역할�바꾸기.�아니면�아까�외모.�외모에�대해서�이야기하는�것들

도�그렇고.�그냥�그렇게�아이들이�언제나�생각할�수�있는�것들이�되게�아이들에게

도�잘�와�닿았고요.�그리고�사실�그게�굉장히�많이�필요했던�것�같아요.�남자라서�

여자라서라는�말을�진짜�많이�했거든요�

L:�노래�가사에서�성차별적인�말�찾아서�바꿔보기를�했어요.� (중략)�애들은�되게�

그때�그�자기들이�가사�바꿔�본�거는�이거�진짜�문제네.�막�되게�당연하게�들었잖

아.�지코의�보이스�앤�걸스.�그것도�가사가..�몸만�와라.�오빠가�뭐�리드할�게.�되게�

거기�진짜�여성혐오적인�가사가�되게�많아요.�하이힐은�뭐�어떻게�해라.�뭐�진짜�그

런�노래.�그런�가사.�애들도�막�헐~�대박이라면서�지코가�이런�사람인�줄�몰랐어요.�

막�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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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연애 문제를 통해, H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정관념, 성역할, 외모 문제를 통해, 마지막으로 L은 학생들이 

즐겨 듣는 노래를 이용해 성평등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을 주제로 성평등 교육 수업을 구성했을 때 학생들에게 

좀 더 “와 닿고”, 학생들이 관심 있게 듣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

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 속 경험들이 사실 성차별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비판적 시각에서 자신의 일상

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한편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에게 일

어났던 일의 의미를 거칠게나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원을 얻게 한다.

훅스(2008)는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겪은 경험의 의미를 밝혀내어 이해하는 것

이 바로 이론화의 과정이며, 이러한 방식의 이론화는 치유와 해방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H:�하다가�보면�애들이�막�어?�근데�저도�할머니가�뭐�남동생을�더�예뻐한다던지�

아니면�뭐�외가쪽이었나?�성씨가�다르다고�너는�김씨�아니면은�뭐�김씨들만�모여라�

이렇게�말을�해서�자기�상처받았다고�이렇게�경험들을�나누게�되었던�것�같아요.�

그러면�굉장히�큰~�일들은�마치�옛날�일이고�어른들의�일인�것�같아도�소소한�차별

들은�자기들도�당하고�있으니까�받아들이더라고요.�

학생들은 경험을 공유하며 일상에서 “상처” 받았던 경험을 ‘성차별’로 의미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름 없던 문제를 의미화 할 수 있는 용어를 얻게 된 것이

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남성 중심적, 부계 중심 가족 제

도에서 비롯된 것을 (그러한 용어들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어렴풋하게

나마 깨달음으로써 단순히 기분 나쁜 사건이었던 이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남학생들의 경험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수업에 반영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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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그래서�남학생들에게도�필요한�수업,�사실�어�이건�나랑�별로�관련�없는�수업

이네,�해�버리면은�의미가�없으니까.� (중략)�그래서�맨�박스�수업도�그냥�아예�따로�

만들어�보기도�하고,� 남학생들이�맨�박스에서�벗어나는�것이�평등으로�가는�것이�

왜�좋은지?�그런�고민도�계속하고�있어요.

Y:�남자애들이�경험한�것과�여자애들이�경험한�것이�달라요.�다르다�보니까�그거

를�고려해야�돼요.�남자애들은�어떤�경험을�했을�거고�어떤�생각을�할�거고�여자애

들은�어떤�경험과�어떤�생각을�할�거고�(중략)�이런�내용들이�서로�오고�갈�거고�그

럴�때�나는�어떤�역할을�해�줘야�되고�어떤�이야기를�해�줘야�되는지까지�고민을�

해야�되는�거예요.

연구참여자들은 남학생들이 성평등 교육을 외면하지 않고 의미 있게 받아들

이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학생들이 겪어 

왔을 경험들 또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남

학생들이 겪어 왔을 경험을 바탕으로 ‘맨 박스’ 수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타 주

제의 수업을 준비할 때에도 해당 주제에 대해 남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해 왔을

지에 대해 미리 고려하여 수업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남학생들이 놓여 있는 배

경과 경험을 고려하여 그들의 “삶에 말을 건네는” 교육 또한 시도하고 있는 것

이다(훅스, 2017: 260).

그러나 남학생들의 경험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되, 이것

이 기존의 양성평등교육의 실패를 반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이 겪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이 ‘남성도 똑같이 힘들다’로 오인되며 실존하는 젠더불평등을 지우는 방식으

로 흘러가거나, 양 성 간의 기계적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Y는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대화가 오갈 때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어떤 이야

기를 해 줘야 되는지” 고민하며 적절한 개입, 중재를 통해 그 경험들이 성차별

적 사회구조 속에서 갖는 의미가 올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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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의 체현을 통한 페미니즘 교육

훅스(2008: 171)는 페미니즘 교육에서 강의의 내용뿐 아니라 교수자의 “몸의 

자세, 목소리 톤, 단어” 등 교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정보 또한 특정한 가치

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교사인 자신의 모습 자체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옷차림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교사의 모습 자체가 특정한 가치나 규범을 전달하는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깨달은 것은 자신을 모방하는 학생들

을 보면서였다.

L:� 제가� 치마를�많이�입으면�애들도�따라서�여자애들도�모방하더라구요.� 저를?�

글씨�쓰는�어순까지도�모방하는데,(중략)�그래서�옷도�최대한�좀..�너무�한�스타일

로�안�입으려고�노력해요.�

H:�이게�그냥�고스란히�아이들한테�다�가고�있었다는�걸�너무�늦게�깨달은�거예

요.�특히� 6학년을�만나고�나서,�이�아이들이�저와�같은�색깔의�립스틱을�찾으려고�

같이�학교�끝나고�하교하고�갔다는�얘기를�듣고(중략)�제가�너무�예쁘고�꾸밈을�좋

아하는�여자�교사라는�그�이미지를�만드는�것�같아서

J:�아이들에게�화장한�여성의�모습이�당연한�것처럼�계속�계속�보여주고�있었다

는�생각이�들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옷 스타일이나 화장, 심지어는 글씨체까지 모방하는 

학생들을 보며 ‘수업 내용’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교사의 모습’ 자체

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

은 본인과 똑같은 색상의 립스틱을 구매하거나, 교사와 유사한 옷 스타일을 모

방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보며 여학생들의 외모강박에 본인들이 기여하고 있다

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본인이 여성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답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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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규범적 여성성을 학습하도

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각을 계기로 연구참

여자들은 ‘규범적 여성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고 

있었다.

H:�우리�학교에�이렇게�예쁘게�꾸미고�다니시는�분들은�많으니까�나라도�좀�다른�

모습을�보여�줘야겠다�싶어서�그냥�하루만에�갑자기�머리를�자르고�화장을�안�하게�

됐어요.

M:�제가�입술이�저도�하고�있으니까.�당연히�어린이�입장에서는�그게�예뻐�보일�

거�아니에요.�선생님이라는�권력도�있고.�성인�여성으로서도�있고.�그래서�그날�이

제�집에�가서�(화장품을)�버리고,� (중략)�그리고�점점�머리가�조금씩�짧아지다가�그�

날�여름에� ‘투블럭�올려주세요.’� 이렇게�가�가지고

연구참여자들은 화장을 하지 않거나,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옷을 “최대한 한 

스타일로 안 입으려고” 노력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여성의 외모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28) H는 학교에 ‘여성스러운’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한 

여교사들은 많기 때문에 “나라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모습의 여성

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교육자료로

서 본인의 몸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을 대하는 본인의 ‘태도’가 혹시 본인이 전달하려고 

28) 한편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최근 ‘탈코르셋 담론’에서 사용되

는 ‘디폴트 전시, 탈코르셋, 코르셋’ 등의 용어를 자주 활용했다. 또한 ‘외모꾸밈’이 여성에

게 억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탈코르셋 담론에서 자주 활용되는 논리를 기반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 연구참여자들이 소위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로

서 디지털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 속에서 페미니스트가 되어왔고, 현재에도 이러한 디지털 

페미니즘 담론에서 논의의 자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코르셋 운동은 2018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온라인 페미니즘 담론을 중심으로 최근 청년 페미니스

트들이 첨예하게 논쟁을 벌여온 주제이기 때문이다(오혜진, 2019; 김지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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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치와 불일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있었다.

L:� 나도� 교실�안에서�권력�있는�사람이잖아요.� 그거를�휘두르지�않으려는�노력�

많이�하고�있는데,�그런�것부터�하는�교사가�되어야�애들한테�내가�평등을�말할�수�

있는�것�같아서

훅스(2008)는 전통적인 편견을 깨뜨리고자 하는 교수자의 태도가 정작 그들

이 비판하는 위계와 편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한 교수자의 권위적인 태도는 결국 그들이 비판하는 내용들을 영속시킨다

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L 역시 평등을 가르치고자 하는 본인

이 정작 학생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기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따

라서 L은 교사로서 본인이 교실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성찰하며, 그것이 잘

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거나 불필요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성평등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본인

의 일상적인 태도 속에서도 구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교사가 사용하는 용어 역시 은연중에 특정한 가

치나 규범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주의

를 기울이고 있었다.

S:�내가�갖고�있던�고정관념을�드러내지�않는�것.�그래서�항상�엄마라고�막�한�번

씩� 튀어나오는데,� 다시� 취소하고� 다시� 말하고.� (중략)�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걸,�아닐�수도�있다라는�거를�아이들도�좀�자연스럽게�깨닫게�하기�위해서� ‘보호자

에게�사인받아�와’라든지.�전화할�때도�제가�어머님~�하지�않고�보호자님~�하면서�

이야기를�한다든지,�하는�것들

S는 의도적으로 ‘보호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엄마한테 

싸인 받아와”, “엄마한테 가정통신문 보여드려”와 같이 학생의 학교생활을 챙겨

줄 보호자로 자연스럽게 ‘엄마’를 가정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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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역할 규범 및 정상가족 규범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연구참여자들은 본인들 역시 ‘엄마’라는 말이 익숙해서 “한 번씩 튀어나오”

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엄마’ 대신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한다

고 말했다. 이를 통해 양육과 돌봄이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며, 나아가 보호자는 

엄마뿐 아니라 가족 형태에 따라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자연스럽

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와 내용

을 ‘수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이를 스스로의 몸과 행동을 통

해 체현함으로써 ‘교사의 외양, 태도, 용어 등’ 속에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학

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성평등한 교실 환경⋅문화 만들기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일상 속에서 특정한 가치나 지

식을 습득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한 관점을 바탕으로 해방

적인 교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교실을 기존의 규범에 사로잡

히지 않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 성평등한 관점과 태도, 삶의 방식을 배

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B:�교사가�말하는�단어,�어떤�관점으로�애들을�보는지�그런�거에�애들이�더�민감

하게�반응을�하는�것�같애요.�수업을�한�번�더�했다고�애들이�어�성평등�이게�아니

라�오히려�그것보다�쉬는�시간에�있었던�거,�아니면�아침�조례�때,�아니면�우리�반�

규칙에�들어�있는.�그런�거에�애들이�더�가깝게�다가오니까�그게�훨씬�중요한�것�같

애요.�

L:�저희�반에서�좀�그런�게�많았어요.�줄도�무조건�선착순으로?�남자�줄�여자�줄�

이런�거�안�썼어요.�그냥�성별�상관�없이�서고.�다�좀�전에랑�달랐으니까�우리�선생

님은�달라라고�생각한�것�같아요�(중략)�하다못해�저희�반은�가위바위보도�뭐�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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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면�보통은�이긴�사람�뭐�이런�식으로�하잖아요.�근데�이것도�싫었어요�저는.�

그�꼭�이기지�않아도�돼.�막�경쟁을�그렇게�올리려고�하는�가르침을�하면서�결국은�

경쟁을�계속�시키는�것�같아서�저희�반은�가위바위보�하고�무조건�진�사람이�더�좋

은�거�했거든요.�먼저�고르기�이런�거.�그랬더니�애들이�우리�반은�거꾸로야�이렇게�

생각을�하고

이러한 학급경영은 앞서 살펴보았듯 성별이분법에 근거하지 않은 출석번호

와 자리배치에서부터 성평등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 학급 규칙 만들기, ‘1인 1

역’과 같은 교실 내 역할분담을 정할 때 성역할에 근거하여 특정 역할을 맡기지 

않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상 속에서도 학생들이 성별 고

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교사가 평상시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나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성별 고

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사고가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나아가 L은 성별과 관련된 관행뿐 아니라 다른 사소한 것들(가위바위보 규칙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규범을 뒤틀어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학급을 운영해 왔다.

학생들은 이러한 본인들의 학급에 대해 “우리 반은 거꾸로야”라고 묘사하였다.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모든 것들을 ‘낯설게 볼 

수 있게’있는 학급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실 문화는 학생들로 하여

금 정상성과 규범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런데 이렇게 학급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유효한 교육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S:�이제�1년�동안�약간의�경험으로�계속�자연스럽게�했을�때,�어�고정관념�없는�

교실을�만들어야�성�고정관념을�맞닥뜨렸을�때�어�이게�문제라는�걸�말하는�깨닫게�

되는�거�같더라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S는 1년간 지속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평등한 

교실 문화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고, 기존의 성별규범을 ‘당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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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보는 경험이 1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누적되었을 때 학생들이 서서히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성평등 교육을 할 때 초등학교의 특수성

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1년 동안 학생들과 

매일의 일상을 함께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조례, 종례 시간에만 잠깐 담임교

사를 만날 수 있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는 한 교사가 1년 동안 본인

의 학급 학생들과 학교에 있는 시간 전부를 함께 하는 환경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과 보다 밀착되어 생활하며 장기간에 걸쳐 ‘일상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인 연구참여자들은 1년 동안 학생

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생활 속에서의 소소한 시도들을 통해 성평등한 학급 문

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그 안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해방적인 상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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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초등학교 안에서 페미니즘 하기

제 1 절 페미니스트 교사가 놓여 있는 위치와 긴장

본 절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페미니즘 실천을 시도할 때 

마주하는 긴장과 곤경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성평등’에 대

한 협소한 이해,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보수적 성 담

론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것이 연구참여자들이 성

평등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긴장을 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3가지 요소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의 개념이 ‘양성평등’으로 축소, 또는 오인되며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다. 배은경(2016)

은 Gender equality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번역되면서 ‘젠더’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론적 의미들이 탈각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비판한다. 본래 젠

더는 단순히 ‘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질서를 생산하는 사회적 범주”(배

은경, 2016: 6)로서 인간을 양성으로 나누고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사회적 

위치와 역할, 책임을 위계적으로 부여하는 규칙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젠더

라는 용어 자체에는 성별이분법과 위계적인 젠더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Gender equality’가 ‘양성평등’

으로 번역되며 젠더라는 개념어에 내포된 비판적 시각이 상실되고 성평등은 단

순히 양 성 간의 기계적 평등으로 상상되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양성평등’ 담론은 오히려 위계적인 성별권력관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효

과를 낳고 있으며,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담론적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 개념은 ‘기회의 평등’으로 상상되고 

있으나 정작 기회의 평등이 성립하기 위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출발선 상의 

평등”에 대한 고려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 역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17: 20). 정리하자면 한국사회에서는 ‘성평등은 이미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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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는 인식과 함께 성평등이 양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기계적 평등으로 상

상되고 있다. 또한 대중들은 양성평등에 대해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이때 상상하는 ‘평등’이란 신자유주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회의 평등’에 

국한되고 있다.

둘째로,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에는 이전부터 ‘과격한 여성, 소통 불가능한 

집단, 피곤하고 두려운 것’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입혀져 있었으나(엄혜진,

2012; 김수아, 2018) 최근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그에 대한 반동으로 페미니즘

에 대한 반감은 더욱 심화, 확산 되고 있다. 이전부터 존재하던 페미니즘에 대

한 부정적 인식에 더하여 ‘남성혐오’라는 이미지가 덧붙여지고 있으며, 페미니

스트는 곧바로 ‘메갈’, ‘워마드’와 등치되며 괴물화, 악마화되고 있다(김수아,

2018). 이에 따라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로 밝혀질 경우 친밀한 관계가 깨질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의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오혜진, 2019). 실제로 페미니즘 관련 발언을 한 여

성 연예인, 웹툰 작가,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

거나 사상검증 및 공격이 자행되기도 한다(경향신문, 2016.7.30.). 이들이 소속

된 회사에 ‘페미니스트’, ‘메갈’을 퇴출하라는 압박을 가하여 실제로 계약이 해

지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김수아⋅이예슬, 2017). 이는 연예인 등 유명인

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며, 최근에는 일반 여성이 혜화역 시위에 참여했다

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부당해고 되기도 했다(연합뉴스 
2018.6.13.). 페미니스트임이 드러나면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고 삶에 실질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여성들의 우려는 단순히 기우가 아닌 현실인 것이다.

셋째로는 한국사회의 성 담론 역시 성평등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축이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보지 않는 보수적 성담론과 성소수

자에 대한 혐오 담론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성

소수자 혐오 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그간 한국사회에 성소수자

에 대한 혐오가 없었다기 보다는 성소수자 이슈 자체가 대중적 차원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비가시화’되어 왔다는 것이 더 알맞을 것이다. 이에 관해 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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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은 그간 한국에서 성소수자 관련 보도 자체가 드물었다고 분석한다. 여러 

연구들은 성소수자 이슈가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한 상

징적 사건으로 2017년 대선 토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동성애 관련 입장 표명

을 꼽고 있다(정성조⋅이나영, 2018; 한희정, 2019) 이 즈음을 전후하여 정치적 

세력이 약해진 보수 우파 집단에서 정치적 전략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적극 활

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한희정, 2019). 이것이 쉽게 대중적 담론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보수 기독교에서 10여년 간 조직적으로 쌓아온 반동성애 

활동이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성소수자 혐오가 대체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사실 동성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이

분법과 이성애규범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실천들에 대한 혐오(한채윤, 2017)로, 그

만큼 한국사회의 이성애규범성이 강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

다. 한편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불온한 것으로 보는 보수적인 성담론이 존재한

다.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보는 것

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청소년들은 ‘무성적 존재’라는 상상과 달리 다채로운 

경험과 실천을 하고 있다(엄혜진⋅신그리나, 2019).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3가지 사회적 맥락과 성평등 교육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부재한 제도적 요인이 결합하며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탐색해 볼 것이다.

1.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에서 ‘말할 수 있는 선’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

었다.

M:�관리자들은�저에게�별말�없었고� (중략)�그런데�제가�더�갔으면�아마�하셨겠

죠?(중략)�그�선이�분명히�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는�정말�언급조차�못�하는�상황.�

(중략)�뭐�보호자�보기에�좋았더라가�되어야�되고,�관리자�보기에�좋았더라가�되어

야�되고.�한두�명이�고려가�아니고�옆�반�선생님,�학부모,�보호자�크게�봐서는�교육



제 4 장  초등학교 안에서 페미니즘 하기

- 77 -

청�크게�봐서는�기자?�

관련 성취기준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사회에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의 경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사회와 학교에서 허용되는 ‘선’을 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관리자의 제재를 

받거나 학부모의 민원 대상, 또는 외부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지 고민하

게 된다.

‘말하고 싶은 내용’과 ‘말할 수 있는 내용’의 선이 일치하지 않는 주제로는 3

가지가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첫 번째로는 위계적인 성별권력관계와 그에 따른 

젠더불평등에 대한 내용이다.

M:�우리�사회에서�여성과�남성이�겪는�경험체계가�다르고,�그래서�여성,�남성이�

겪는�문제가�다른데.�비슷해�보여도,�아니다.� (중략)�권력이�있다는�걸�드러내는�게�

제일�힘들었고.�

J:�제가�생각하는�게�여성에�대한�차별을�얘기를�하고�싶죠,� (중략)�아직�남성에�

대한�차별을�이야기하기에는�여성의�인권이�너무�저는�낮다고,�진짜�기울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연구참여자들은 남성과 여성 간에 위계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하며, 여성들이 

구조적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명시적으로 다루고 싶다고 말한

다. 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면 먼저 젠더불평등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성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

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루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위계적인 성별권력관계와 그 속에서 여성들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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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조적 차별을 다루는 것이 자칫 ‘편파적’이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J:�남성�또한�사실�그건�맞는�말이긴�하죠.�이�여기에서�자유롭지�못하고�피해를�

받는�부분이�있다는�것도�굳이�굳이�얘기를�해야�하는�면이�있어요.�

M:�잘�못�된�걸�잘�못�됐다�말하는�게�보기가�좋을�수도�없는�운동임에도�불구하

고�보기가�좋아야�되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이해하는 협소한 인식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했다면 같은 분량으로 남성에 대한 차별 또한 언급해야 ‘편파적이지 않

고 공평한’ 성평등 교육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

다. “우리 모두 잘 살아요!로 하면 사실 (교장, 교감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

더라구요.”라고 말하는 M의 발언은 현재 학교 성평등 교육에서 허용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보여준다. 위계적인 성별권력관계와 구조적 성차별을 본격

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대신 ‘남성도,

여성도 양쪽 다 성차별로 인해 힘든 점이 있으니 서로 이해하고 살자’는 식의 

성평등 교육이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바람직한 성평등 교육으로 권장되고 있

는 것이다.

M의 말대로 “잘 못 된 걸 잘 못 됐다 말하는”, 즉 익숙한 규범과 체계를 뒤흔

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은 필연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불러오는 일일 수밖

에 없음에도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내에서 성평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허용되

는 선 안에서 “보기 좋은” 방식으로 유순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를 경

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기 좋은”, 허용되는 선은 위계적인 성별권력관계와 

그것이 초래하는 젠더불평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위험한 일로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

는 “순한 맛”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면서도, 위계적인 성별권력관계와 여성이 겪

는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 학생들이 인지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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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성교육에 대한 내용 역시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

할 수 있는 선’을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이다.

L:�학부모�귀에�들어갔을�때,�그�선생님이�그런�얘기�했어?�뭔가�야동�이야기를�

했단�말이야?�수업시간에?�이런�것도�걱정도�되고

Y:�그런�거에�대해서는�굉장히�금기시하고,� (중략)�굳이�뭘�그렇게�자세히�알아

서�뭐해�이런�반응.

성교육을 할 때 ‘말할 수 있는 선’을 고민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이다. L은 “야동”에 대한 주

제를 수업시간에 다루었을 때 학부모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Y는 생물학적 성지식, 생식기의 구조, 임신과 출산 등을 알려주는 데 그

치는 학교 성교육의 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이상을 알려주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성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식들(성적 관

계를 폭력적이지 않게 맺는 방법, 구체적인 피임 방법 등)을 알려줄 경우, “굳이 

그렇게 자세히 알아서 뭐 해?” 하는 반응이 돌아올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물

론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알려주길” 원하는 학

부모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무성적인’ 존재로 남아있길 기대하며, 최대한 ‘성적

실천’을 유예하기를 원하는 한국사회(박혜림, 2007)에서 성과 성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될 것”을 알려주어 

학생들의 ‘일탈을 조장한다’는 시선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성의 주체로서 성적 실천을 하기도 하고,

또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현실에서 성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

Y;�근데�문제는�아무�어른들도�그걸�이야기해�주거나�가르쳐주지�않으면�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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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뻔해요.�유튜브나�이런�데에서�찾거든요?�근데�없어요.�제대로�안내해주고�알려

주는�게.�아이들은�이상한�경로의�것들만�이제�알죠.�그러다�보니까�잘못�배우고,�

잘못�알게�되고.�(중략)�그거를�자꾸�회피하고�자꾸�쉬쉬하고�자꾸�음지로�내모니까�

아이들은�그런�걸�제대로�배우지�못하고,�그래서�더�큰�문제가�생기고�생기고�생기

고.�이게�반복되는�거�같아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남성 중심적 시선에서 제작된 음란물이나 유튜브 등 

“이상한 경로”를 통해 오히려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배우게 되고,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쉬쉬하고”, 회피하기

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성교육을 할 때 ‘말할 수 있는 선’을 고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교육과정 상에 관련된 성취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더라도 보수적

인 관점의 가이드라인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S:�성교육�같은�경우에도�성교육�표준안이�있지만�굉장히�문제가�많이�있잖아요.�

(중략)�그랬을�때�우리가�어느�수준까지�어떤�이야기까지�할�수�있는가.� (중략)�어

느�수준까지�어떤�학년에게�적합한가를�고민하기도�하고요.�왜냐면�발기를�발기였

나?�아니�자위.�자위에�대한�이야기를�6학년�친구들한테�그냥�얘기만�했는데도�민

원이�들어왔던�적이�있거든요.�(중략)�사실�자위라는�게�이제�초등학교�교육과정�상

에는�없거든요.�발기만�있고�자위는�없고.�그러니까�사실은�없는�수준을�더�뭐�부적

합한�내용을�가르친�것처럼�되니까.�그런�부분도�좀�고민이�되는�게�있고.

S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 자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가 학부모의 민원을 받은 

사례를 말해주며 이러한 고충을 토로하였다. 학생들이 궁금해 하고 알려줄 필

요가 있는 내용임에도 정작 교육과정 내에는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교

사가 교육과정에 없는, “부적합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민원에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물론 성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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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문서로서 성교육 표준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

된 바와 같이 현재의 성교육 표준안은 보수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엄

혜진⋅신그리나, 2018; 김대유, 2016). 따라서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의 수업을 보

호해 줄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연구참여자들이 ‘말

할 수 없는 주제들’을 만들어냄으로써 페미니즘적 관점에서의 성교육을 제약하

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 상에 관련 내용이 부재하거나, 존

재하더라도 참고할 수 없는 보수적인 가이드라인만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학

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에 대한 지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어떤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러면서도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어떤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 선을 조율해 내는 것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로 연구참여자들이 ‘말할 수 있는 선’을 고민하는 주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주제이다.

Y:�성소수자�이런�거는�들어갔으면�좋겠는데�초등에�충분히.�근데�반발이�굉장히�

심할�것�같아요.� (중략)�그런�것들을�아이들에게�가르치고�조장한다라는�그런�걸로�

너무�뻔한�언론플레이를�할�것�같은�게�보여서,�(중략)�내가�성평등�교육을�하기�위

해서�그�부분은�그�부분이�들어가면�너무�큰�반발에�부딪힐�게�너무�사실�우리�사

회에서�뻔하니까�그�부분을�그냥�빼고�그냥�이렇게�시도를�하는�게�내용적인�측면

에서�가는�게�나을지�대의를�위해서..�?�모르겠어요.� (중략)�그래도�안고�가야�되는�

것인가?�그런�것들에�대한�고민들이�있는�것�같아요.

성소수자 관련 주제는 특히 언론과 외부 종교 단체, 우익 단체의 공격을 받기 

쉬운 내용이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언론과 

여론이 ‘위례별초 페미니스트 교사’를 문제 삼았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수업 

시간에 퀴어 축제 영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성소수자 이

슈를 다루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큰 반발에 부딪힐 게 너무 사실 뻔한” 일이

며, 관련 수업을 할 경우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한다”고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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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이를 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언론과 대중들의 공격을 받고 먹잇감이 

되기에 너무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Y는 성소수자 관련 주제를 수업시간에 다루

었다가는 아예 성평등 교육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Y는 

“(성평등 교육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해당 주제를 빼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갈등한다.

S:�그렇다고�안�하고�넘어가는�거는�제�양심에�찔리니까.�양심의�가책을�약간�느

낄�정도거든요�정말.(중략)�저희가�가족다양성�수업을�이런�세계적으로�이렇게�다

양한�가족들이�있고�어떤�가족이든�존중받아야�한다는�걸�하기�위해서�하는�건데�

그런� 성소수자� 커플이라던지� 그런� 다양한� 커플을� 저희가� 지우고� 보여주는� 거는,�

(차라리)�안�해�안�하는�게�맞는�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해당 주제를 다루지 않기에는 페미니스트로서 본인의 “양심에 

찔리”는 일이다. S는 해당 주제를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S가 ‘가족다양성’ 수업을 하는 목적은 정상가족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나아가 정상가족 규

범의 ‘정상성’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성소

수자 커플을 지우고 보여주는” 것은 수업을 통해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 자

체에 반하는, 다시 말해 이성애규범성을 공고히 하고 ‘정상성’을 강화하는 일이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족다양성’ 수업을 하는 게 의미

가 있는 것인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갈등이 된다고 말한다.

결국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평등 교육은 곧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를 끝없이 조율하는 과정이다.

M:�제가�계속�막�얘기한�걸�들으면�알겠지만�정말�이거�고려하고�이거�고려하고�

고려해서�나온�거거든요.�그래서�그�압박감이�계속�존재를�한다는�거.

S:�멘트�하나�단어�하나가�정말�중요해서.�이�단어를�썼을�때�이렇게�반응하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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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하지?�(중략)�그러면서도�또�이제�우리의�생각을�아이들에게�잘�전달하고�공유하

는�거.

연구참여자들은 ‘허용되는 선’을 고려하면서도 그 안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

을 담아낼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관리자의 제재나 학부모들의 민

원 및 언론의 공격, 그로 인해 성평등 교육을 아예 지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포기하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 학교 내 부정적 인식과 동료들의 이해⋅지지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동료교사 및 관리자들과 젠더감수성, 성평등 개념에 대한 이

해에 있어 인식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S:�성범죄에�관한�수업이었던�것�같아요.�(중략)�이제�공개�수업처럼�하셔서�교감�

선생님이�보신�거예요.�근데�그걸�보고서,�너무�여자가�차별받는�문제만�다뤘다.�남

학생들도�차별받은�거를�다뤄야�되지�않냐,

S:�사람마다�격차가�그런�젠더감수성의�격차가�크다�보니까.�(중략)� “너네가�아들�

안�키워봐서�그렇다.”�아들과�딸이�얼마나�다른데�키워�봐야�안다�이런�식으로�얘기

를�하시면서�이제.�그�이게�차별이�아니고�이건�명백한�차이다,�타고난�차이다�라고�

얘기를�하시더라고요.�(중략)�학교�내의�갈등�그런�게�있어서�초반에는�힘들었어요.�

B:� ‘여자애들이라�그런�거다,�남자�애들이라�그런�것�같다.’고.� (중략)�제가�하는�

그런�수업과�제가�갖고�있는�인식과�그�분의�인식이�너무�다르니까�어떻게�밸런스

를�맞춰야�될까?

학교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동료교사, 관리자들이 ‘성평등’을 이해하는 방식 

역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평등은 이미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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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지 각자의 성역할로 인한 고충을 양쪽 모두 동일하게 겪

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자가 차별 받는 문제만 다뤘다. 남학생들도 차별 

받은 거를 다뤄야 되지 않냐”라는 교감선생님의 지적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

준다. 즉 많은 교사들에게 ‘올바른 성평등 교육’이란 남녀가 각자 성별로 인해 

겪고 있는 고충을 동일한 분량으로 다루면서 서로 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S는 많은 동료교사

들이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명제에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남

녀 간의 ‘타고난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자연적 성차’에 대한 믿음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특

성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려 할 때 자주 동원되고 있었다.29) 따라서 이러한 동료

교사, 관리자들에게 본인이 하고 있는 교육의 필요성, 당위성을 납득 시키는 것

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은 동료들에게 지

지받고 공감받기 보다는 “과한”, “편파적인”, “불필요한”, “민원감”인 교육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S:�우리�학년이�이런�걸�했다라고�얘길�하니까�다른�선생님들이� (중략)� “어우�저

렇게까지�해야�돼?�너무�과하다”라고�

S:�성평등�교육에�대한�관심도가�떨어진다든지,�오히려�불필요한�교육이라고�생

각을�하는�그런.�(중략)�뭔가�어�여학생을�위한�수업이라고�생각하시는�경우가�많이�

있는�거�같구요.

B:�관습대로�이어져�오고,�그게�편한�건데.�항상�해�왔으니까.� (중략)�그거에�대

해서�왜�그렇게까지�하냐.�민원�들어온다.�

29) 엄혜진(2015)은 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서 성차심리서가 크게 인기를 끌

며 성차를 남녀의 심리 기질 상 차이로 인지하는 담론이 강화되고, 대중적으로 확장되었

다고 분석한다. 최유리(2018)는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만연한 ‘아동의 타고난 

성차’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으며, 대중적인 서적과 방송들이 이러한 믿음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 4 장  초등학교 안에서 페미니즘 하기

- 85 -

많은 동료교사들이 성평등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성평등 교육을 

“불필요한” 수업이라고 보거나, “여학생(만)을 위한 수업”으로 오인하여 편파적

인 교육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또 “관습대로 이어져 오고 그게 편한 건데” 괜

히 일을 벌이는 ‘불필요한’ 교육이자, 민원을 유발하는 ‘위험한’ 교육이라고 인

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교육 내용에 대해 동

의하지 못하거나,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동료 교사들도 있었다. S는 성

차는 자연적인 것이라고 믿는 일부 동료교사들이 본인이 준비한 성별 고정관념

에 대한 수업을 보고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명백한 차이다”, “아들과 딸이 얼

마나 다른데 키워 봐야 안다”와 같이 수업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 말한다. M은 생리에 대한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생리컵에 대해 알려주었

다가 동료 교사로부터 “우리 딸은 (저런 거) 안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

다. 학생들이 아직 알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알려주는 ‘불필요한 교육’, ‘과한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응들을 경험하며 연구참여자들은 동료교

사와 학교 내의 인식이 성평등 교육의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느끼고 있다. B는 

“그냥 옆에서 말대꾸, 아 그거는 아니지 않냐고 이런 얘기만 안 해도” 좋겠다고 

말한다. 이는 이러한 동료교사들의 인식과 비호의적 반응이 성평등 교육을 수

행하는 교사들에게 심리적인 위축을 낳으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 교육을 ‘과한’, ‘편파적인’, ‘불필요한’ 교육으로 여기는 

학교 내 인식과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은 실제로 성평등 교육 관련 수업을 무산

시키거나 감시,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도 한다.

S:�이런�연구회를�하는�게�독서토론�연구회라면�싫어하셨을까?�그냥�사회교육�연

구회�한다고�하면�이렇게�나한테�관심을�가졌을까�사람들이?�근데�성평등�교육�연

구회를�한다고�하니까�나가는�거�하나하나�뭐�결재�받으라는�식으로�얘기하고,�이

제�무슨�인터뷰를�하게�되면은�무조건�자기한테�얘길�해라.�요즘에�무슨�수업�하고�

있냐,�교육과정에�맞는�수업�하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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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그냥�페미니즘�책이라서�더�거부감을�느꼈었던�것�같아요.� (중략)�제가�추천

을�했다는�이유로�엄청�따지시고,� ‘나는�이�책�못하겠다.’� (중략)�이런�식으로.�어떻

게�보면�백래쉬죠?�그렇게�좀�쎈�게�있어가지고.�그�때도�약간�주춤하고.�

S는 본인이 성평등 교육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학교에 밝혔다가, 관

리자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고 말한다. S는 이것이 ‘성평등’ 연구회이기 때

문에 관리자들이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여타 연구회에 참여하는 경우

와 다르게 과도한 결재와 보고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관리자들은 

S가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편파적이거나 불필요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하며 요즘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런

데 담임교사의 자율성이 비교적 크게 인정되며, 서로의 수업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 초등 교직 문화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에 S는 이

를 본인이 ‘성평등 교육’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한편 M은 같은 학년에서 ‘온 책 읽기’ 활동을 위한 책을 선정할 때 페미니즘 관

점을 바탕으로 한 동화책을 추천했다가 동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무산된 

경험이 있다. 사실 해당 책의 내용은 동료교사들이 걱정하는 ‘남성혐오’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책의 표지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동

료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에는 본인의 학급에서만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성평등 교육에 대한 동료교사 및 관리자들의 오해와 부정적 인식은 

단순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위한 실천들을 무산시키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낳으며 성평등 교육의 실

질적인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성평등 교육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할 때 학교 내 본인의 평판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O:�싫어할까�봐.�예민하게�비춰질까�봐.�(중략)�예민한�애로�비칠까�봐�겁이�나고�

(중략)�어떤�남자�선생님이� 82년생�김지영?�그거�뭐�페미니즘�영화�아니에요?�이

러면서�되게�안�좋게�얘기를�하시더라구요.� (중략)�선생님들�사이에�그런�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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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생각이�좀�부족하니까�내가�그런�교육을�하는�것에�대해서�그�담임�선생님이�

되게�못마땅하게�여길�수도�있잖아요.

S:�굉장히�눈엣가시같은�존재인�거예요(중략)�되게�유난을�떤다는�식으로�얘기를�

하시기도�하고.

A:�피곤한�사람이�되지�않을까요?�예민한�사람,�피곤한�사람.�이렇게�될�거�같애

요.� (중략)�부담스러운�사람이�될�것�같애요.�제�앞에선�말도�못�하고�막�그런�얘기�

쉬쉬해야�되고.�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집단 내에서 “예민한”,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낙인찍

힐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나아가 “페미니스트”로 인식되는 데에도 두려움을 갖

고 있다. B는 성평등 교육을 하며 동료 교사들로부터 “왜 그렇게까지 해?”라는 

질문을 받았다.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교사들 사이에서 공유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굳이 불필요한 일을 벌이는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또 동료들이 보기에는 문제될 것 없는 사소한 일들

(성별 고정관념, 학교 내 성차별적 문화나 용어 등)을 문제 삼는 연구참여자들

은 “피곤한” 사람이자 “예민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또 이들이 다루는 

주제가 민원이 들어오기 쉬운 주제들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페미니스트와 페미

니즘에 대한 반감이 학교 내에도 존재하며 페미니즘이 곧 ‘남성혐오’이자 ‘메

갈’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에서 페미니스트로 인식되는 것은 많은 

오해와 불편한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렇게 “예민한 사람”, “페미니스트” 등으로 비춰지는 것이 

본인의 직장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O:�누가�페미니스트이거나�페미니즘에�관심이�있다고�생각을�하면�그거�자체에�

대해서�좀�반감을�가지는�사람들이�있잖아요.�그래서�내가�하는�되게�일상적인�말

들도�네가�페미니즘이라서�그렇게�얘기를�한다고�생각을�할까�봐�그게�되게�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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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L:�저는�동료교사가�등�돌리면�너무�외로울�것�같다는�생각을�많이�해요.� (중략)�

학부모�무섭지만�만약�교사분들만이라도�제�생각을�이해해주신다면�견딜�힘이�날�

것�같아요.�그게�제일�무섭습니다.�

M:�초등에�보시면�남자(교사들)가�소수인데도�권력이�있어요.� (중략)�그래서�그�

권력집단�내에서�제가�이렇게�낙인이�찍히는�거�자체가�제�커리어에�도움이�별로�

안�될�것�같아서�조금�힘이�들긴�했는데.�

학교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은 교사인 O는 다른 교사들에게 “부탁하거

나 여쭤봐야 될 상황”이 많은데, ‘예민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경우 동료교사들

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L은 본인이 예민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동료교사가 등 돌리면” 어떡하나 걱정

이 된다고 고백하며 그러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말한다. 직장 내 관계의 

붕괴와 고립을 걱정하는 것이다. 또 O는 동료들이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인

식하게 되면 본인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조차 페미니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이것은 본인의 직장 내 운신의 폭

을 좁힐 것이라 우려했다. M은 페미니즘에 대한 남교사들의 반감을 의식하며 

직장 내에서 페미니스트로 인식되는 것이 본인의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성평등 교육을 

하면서도 직장 내에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지 않은 채 평판을 유지하고 동료

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성평등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눈치를 보게 만듦으로써 성평등 교육

을 위한 실천들에 제약을 가져온다.

O:�선생님�근데�저�(창의적�체험활동�주제로)�디지털�성범죄도�되게�좋은데�이것

도�하면�안�돼요?� (중략)�이게�뭐라고�이렇게�눈치를�봐야�되나�싶은�거예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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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다른..�되게�괜찮은�뭐�독도교육�꼭�해요�이러면�진짜�그런�거에�대해서�망

설이지�않고�바로바로�보냈을�텐데.

S:�그러다�보니까�아�우리가�최대한�조용히�있어야겠다.�마지막�1년은,�학교�옮

기기�전까지는�최대한�학교에서�눈에�띄지�않는�게�우리한테�좋겠다�이렇게�그냥�

결정�했었거든요.�

A:�요즘�학교에서�교원학습공동체를�되게�지원을�많이�해�줘요.�선생님들끼리�학

습�공동체�만드는�건데�주제는�완전�자유고�지원을�해�줘요.� (중략)�근데�아�해볼까�

말까�너무�고민이�되는�거예요.�이�주제로�선생님들�관심�있는�분들�모여서�저희�연

구하겠습니다�하고�말하기가�너무�망설여지는�거예요.�결과�예상이�안�되고.�교감

선생님이�일단�어떻게�반응하실지�잘�모르겠고.�아.....낙인이�찍힐�거�같애..(중략)�

딱�얘기하는�순간� ‘어�쟤는�그런�거�하는�애’� 딱�그렇게�될�거�같은�거예요.�

O는 창의적 체험활동 주제를 선택할 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제를 제안하고 

싶었으나, 그 제안을 하기까지 “온갖 생각”을 하고 망설였다고 말한다. O는 혹

시 이런 제안을 했다가 다른 동료교사들이 본인을 “예민한 애”로 보게 되는 것

은 아닐지, 부장교사가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해당 주제 채택을 

꺼려하는 것은 아닐지 등 여러 생각이 들어 선뜻 해당 주제를 제안하기 어려웠

다고 말했다. 이렇게 학교 내 부정적 인식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성평등 교

육과 관련된 발언이나 제안을 할 때 스스로 눈치를 보며 검열하고, 주저하게 만

든다. 이는 성평등 교육이 학년 및 학교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일

부 교사들의 개별적인 실천들로만 이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로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에 대한 우려 속에서 S가 말

한 대로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본인의 교실에서만 성평등 교육을 하

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은 성평등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학교 내에 

여럿 있더라도 서로의 존재를 모르게 만들기도 한다. 그 결과 서로의 경험을 공

유하거나, 서로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이는 A가 지적했

듯 동료 교사들과 관련 성평등 교육에 대한 수업 연구를 함께 하거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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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등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성평등 교육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낙인에 대한 우려는 성

평등 교육을 위한 실천이 학교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교사 개개

인의 개별적인 실천으로만 남게 만든다. 성평등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각

자의 교실에 고립되게 만듦으로써 이들 간의 교류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평등 교육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료교사와 학교 내 인식이 함께 변화해 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뜻 있는 교사들뿐 아니라 전체 교사들이 성평등 교육의 필

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교사들의 젠더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료와 관리자들의 지

지 속에서 함께 성평등 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실존하는 위협들에 대한 불안과 안전⋅보호에 대한 갈망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할 때 학부모의 민원이나 언론 및 외부 단체

의 공격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B:�정말�잘�하다가�송곳�하나�있다가�나한테�걸릴�수도�있는�거고.� (중략)�항상�

할�때는�불안하죠.�언제�어디서�어떻게�나타날지�모르니까.�

이들은 성평등 교육이 “언제 송곳 하나가 나한테 걸릴지 모르는 심정으로”,

“각오하고” 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불안감과 관

련하여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위례별초 페미니스트 교사’ 사건이다.

나무위키의 ‘서울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사 논란’ 항목30)을 살펴보면 

30) https://namu.wiki/w/%EC%84%9C%EC%9A%B8%EC%9C%84%EB%A1%80%EB%B3%84%E
C%B4%88%EB%93%B1%ED%95%99%EA%B5%90%20%ED%8E%98%EB%AF%B8%EB%8
B%88%EC%A6%98%20%EA%B5%90%EC%82%AC%20%EB%85%BC%EB%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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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를 ‘비난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담론에서 어떤 근

거들이 활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31) 이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 대중들이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조심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위키에서 정리된 비난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편향적’이라는 것

이다. 교사는 “중립적 존재”여야 하기에 학생들에게 ‘진보적’, ‘보수적’ 사상을 

함께 알려주어야 하는데 한쪽의 관점만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는 ‘기계적 평등’에 대한 사회적 믿음과도 공명하고 있다.

또 주목할 부분은 “남자아이는 이래야 해, 여자 아이는 이래야 해” 정도를 비판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올바른 페미니즘’이지만, 해당 교사의 ‘급진적 페

미니즘’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허용하는 성평등 교육의 범

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다. 남성, 여성에게 특정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

은 ‘문제’라는 데에 동의하지만, 왜 성역할이 특정한 방식으로 배분되었으며 그

것이 어떻게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페미니즘’이자 ‘편향적 사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왜 남자

아이들만 운동장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위례별초 교사의 문제제기에 “개

인의 선택을 무시하는 발언일 수 있다. 여학생들의 운동장 기피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선호일 수 있다”라고 반박하는 나무위키의 

설명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운

동장에 나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공평하게 준 이상 여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평등한 

31) 본 글에서 나무위키의 관련 페이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나무위키를 신뢰성 있는 정보의 출

처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 안티페미니즘 담론이 구성되는 것을 파악하기

에 적합한 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무위키는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용어사전이자 문화

적 담론과 관련된 중심적 지식 정보 제공지”(김수아, 2020: 143)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 특히 “안티-페미니즘 지식 정보의 유통 장”(김수아, 2020: 177)으로 활용된다. 그는 나

무위키의 문서들은 인터넷 상의 반페미니즘 시각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해당 문서들은 다

시 인터넷 상에서 ‘지식’으로 활용되며 온라인 상 여성혐오 담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

여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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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조에 대한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축소

시키는 신자유주의적 평등의 개념(김현미⋅강미연⋅권수현⋅김고연주⋅박성

일⋅정승화, 2010)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둘째는, 해당 교사가 ‘남성혐오’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무위키 작성

자들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교사가 파티션에 부착한 포스터였다. 해당 포스터

에는 ‘남자는 다 짐승? 그렇다면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닌 목줄

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는 여초 커뮤니티에서 지하철 광고로 게시

하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이다. 이 포스터는 ‘남자는 다 짐승’이라는 말이 남성

의 성욕을 자연화 한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포스터였다. ‘남자는 다 

짐승’이라는 말이 그렇기에 ‘여성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며 여성을 단속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것, 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조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피해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나무위키 이용자들은 이러한 맥락을 

모두 무시한 채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목줄”이라는 문구만을 가져와 해당 교

사가 ‘남성혐오’를 하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다. 해당 문구의 의도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덧붙여져 있지만, 그러한 해명의 출처가 “남성혐오가 팽

배한 여초 커뮤니티, 여시”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설명이라며 곧바로 기

각해버린다.

셋째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이나 성

소수자에 관한 이슈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주

제이기 때문에 아직 공교육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

로 교육 내용을 선정한 가이드라인인 공식 ‘교육과정’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다

는 것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왜 본인들을 보호해 줄 ‘안전장치’로서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성취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짐작 

가능케 한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위례별초 교사는 ‘잘못된 성평등 교육’을 하는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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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트 교사로 대중들에게 낙인찍히고, 개인 SNS 계정의 글들까지 들추어지

며 사상검증을 당하고 사생활에 대한 공격을 받을 뿐 아니라,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마침내 휴직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목격해온 연구참여자들은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Y:�위례별�선생님들�사실�그렇게�지탄받으실�일이�아니었거든요.�근데�정말�학교�

외에�외부에�그런�단체들과�이런�집단에서�굉장히�그런�게�있었고� (중략)�저�같은�

사람이나�이런�거를�가르치는�사람�입장에서는�이미�본�거예요.�나도�저�자리에�내

가�저�자리에�갈�수도�있다�라는�걸.�

M:�가끔�뉴스로�떠요.�이�교사,�수업에�뭘�어떻게�해서�어떻게�되고.�징계.�막�그

러면서�교육청은�도대체�뭘�하냐,�보호도�해주지�않고.�그런�것들?�계속�뜨끔뜨끔�

하죠.� (중략)�그래서�불안감을�갖고�해야�된다는�게�제일�큰�문제인�것�같아요.� (중

략)�실존하는�위협이고.

연구참여자들은 자칫하면 성평등 교육을 하다가 징계를 받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신상이 털리며, 전 국민에게 비난받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 사건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페미니스트 교사’임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것이다. 동시에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 이러한 위협

으로부터 교육부나 학교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배웠다.

Y:�내가�보호를�받을�수�있다라는�게�있어야지�교육활동이나�교육행위를�할�수�

있는�거지.�내가�전�국민�앞에서�막�신상과�이런�걸�탈탈�털리고�까발리고�욕을�먹

고�막�매스컴에�오르내리고�그럴�수도�있다,�내가�그�사람일�수도�있다라는�생각을�

하게�되면�못하죠.�(중략)�네가�모든�책임을�온전히�가지고�있고�민원을�독박�쓸�수

도�있고�그렇게�언론에�나올�수도�있는데�해�봐�라고�하면�얼마나�어느�선생님이�

쉽게�하겠어요?�(중략)�그거의�바탕은�교육청�학교가�교육부가�교사를�지켜주지�못

하는�거에서�저는�크다고�생각해요.�(중략)�근데�막�정말�죽일�것처럼�달려들었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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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그게.�그럴�수�있었던.�누군가가�교사�개인에게�교사의�교육활동을�가지고�달

려들�수�있다는�거는�그만큼�보호를�아무도�안�해줬다는�거거든요.�근데�그�많은�사

람들�앞에서�혼자�서�있는�거예요.�근데�그거를�사실�모두가�봤잖아요.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했을 때 민원이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육

부나 학교가 교사 개인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본인을 “움츠리게 만드는” 요

인이자, 많은 교사들이 성평등 교육을 시도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한

다. Y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에서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지만, 그에 동반되는 노력과 위험부담은 모두 교사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이렇게 ‘페미니스트 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언제든 ‘공격의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은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서로 경험을 

공유하거나, 교류하고 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J:�이�사람들이�자신의�경험을�밖에�나와서�얘기를�할�수�있는가�하면�그렇지�않

을�것�같아요.�예를�들어�저희�선생님들�중에서�한�분이�최근에�어디랑�인터뷰를�했

어요.�그런데�그런�걸�할�수�있는�사람은�별로�없더라고요.�저도�사실�얼굴을�내놓

고�그렇게�유튜브�영상에�남게�제가�경험을�얘기를�할�수�있을까�하면�또�아닌�것�

같고.�이런�인터뷰�같은�연구에서�자기�이야기를�하는�것도�특정될�수�있다고�생각

해서�그것도�어려워하실�선생님들도�있으니까.�안전하지�않은�것�같아요.�

J:�안전�문제가�있으니까.�뭔가�어디에�참여하는�걸�더�꺼리는�것�같아요.� (중략)�

사실�뭐�래디컬�페미니스트라고�하면�다�워마드�같이�막�폭력적이다?�이런�식으로�

생각을�하니까.�그�선생님들이�자기�경험이�있고�나누고�싶어도�그런�걸�나누기가�

너무�제약되어�있고�

J는 신변의 위협을 받는 페미니스트 유튜버의 사례를 보며 본인의 상황을 겹

쳐보게 된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본인도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

거나,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에서 경험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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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유튜브 영상은 온라인 상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꺼

려진다고 했다. 페미니스트 교사임이 알려졌을 때 대중들이 수년 전 개인 SNS

상에서의 발언까지 검토하며 그 교사가 ‘남성혐오자’가 아닌지 사상검증을 자

행했던 선례를 고려하면 본인의 발언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걱정하는 J의 우려

는 자연스럽다. 물론 연구회에 참여하거나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다른 교

사들을 위한 연수를 주최하는 등 적극적인 외부활동을 하는 교사들도 존재하지

만, 많은 교사들이 최대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신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외부 인터뷰도 자제하며 J와 같이 ‘혼자 조용히, 개별적으로’ 성평등 교육

을 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서

로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연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리하자면 성평등 교육을 할 때 감수해야 하는 노력과 위험부담은 모두 교

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을 개별 교사의 사명감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을 소진시킬 위험이 있고 서로 경

험을 공유하거나 연대하기 어렵게 하며, 결국 성평등 교육이 건강하게 지속되

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을 한다는 이

유로 개별 교사들이 언론 및 외부 단체의 공격을 받거나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례별초 교사 사건’과 같이 언론 및 외부 단체에서 교사를 공격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교사 개인이 해결해 나가도록 방관하는 것이 아

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및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교사를 보호해 주며 제

도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학교 안에서 페미니즘 하기’ 전략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 그리고 한

국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협소한 인식, 보수적인 성담론과 성소수자 혐오는 학

교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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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긴장을 만들어내며 본인들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학교

에서 드러내기 어렵게 만든다. 콜린스(2009)는 흑인 여성들의 일상적 행동 전략 

속에 숨겨진 저항을 드러내고 이를 ‘정치적 실천’으로 의미화한 바 있다. 흑인 

여성들이 본인의 저항적 인식을 드러낸 채 직접적인 변혁을 시도할 수 없는 상

황일 때, 겉으로는 지배구조에 순응하는 체하면서도 그 안에서 저항의 가능성

을 모색하는 다양한 행동전략들을 취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 절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관리자, 학부모, 사회의 인식을 고려하면서도 

그 안에서 본인이 안전하게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는 틈새를 마련하고, 확장하

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1. 온건하게 말 걸기

학교와 사회에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및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성평

등 교육을 순조롭게 지속하고 동료 및 학교 전체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보다 온건한 용어나 말하기 방

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M:�저도�‘페미니즘’이란�단어를�전면에�드러낸�거는�그�책이�처음이었고.�그�전에

는�그냥�얘기를�잘�안했어요.� (중략)�성평등이라고�하거나,�아니면�인권교육이라고�

하면,� (중략)�아니면�세계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이렇게�겉을�그렇게�포장해�놓고�

안쪽으로는�조금�더�깊이�들어가거나�그랬었어요.�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페미니즘 관점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지만, 이를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성평등 교육, 세계시민

교육,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금 더 온건하고 중

립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명칭을 선택하는 이유는 페미니즘에 대한 선입견이

나 반감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들을 피하고, 보다 오랫동안 자유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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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성평등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였다.

L:�제가�똑같은�말을�해도�페미니스트임을�선언하고�하는�거랑�아닌�거랑은�공격

받는�정도가�다르다고�생각을�해요.� (중략)� (위례별초�선생님이�얘기한)�그걸�내가�

페미니스트�교사라고�하지�않고�이야기했더라면�괜찮지�않았을까라는�생각도�솔직

히�들어요.�사람들이�아직도�그�말에�가지는�편견이�되게�크잖아요.�페미니즘이라

는.� (중략)�저는�그냥�좀�겁이�많아서�이런�방법을�택한�것�같아요.�공격받기�싫고�

내�멘탈이�내가�어떤지�아는데�사람들이�욕했을�때�내가�웃으면서�넘길�자신이�없

어서?

L은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더라도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워서 했을 때 더 

많은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온건한 용어

로 스스로의 교육을 정의하는 것은 본인이 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

로를 보호하고, 본인의 “멘탈”과 안전을 지키며 “불필요한 데에 소진되지 않고”

성평등 교육을 해 나가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부당한 감시나 제

재를 예방하고 성평등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페미니즘’을 전면에 드러냈다가는 관리자의 제재나 외부의 항의에 부딪혀 성

평등 교육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교육’ 대신 보다 온건하고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

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도 전에 미리 거부감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

해서이다.

J:�성평등까지는�얘기를�하는데�페미니즘이라고는�얘기하지�않았어요.� (중략)�아

이들이�이거를�사실�페미니즘에�대해�반감이�있는�경우를�알고�있었어요.�그런�사

례들을�많이�들었는데�제가�페미니즘이라고�이거를�딱�제시해서�아이들이�듣기도�

전에�밀어내지�않았으면�좋겠다는�마음이�좀�있었던�게�페미니즘이라고�얘기하지�

않더라도� (중략)�이게�사실� (내용�상)�페미니즘이�아니라고는�말을�할�수가�없잖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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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그 내용을 듣기도 전부터 

“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접하고 역차별 담론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윤정 외(2019)의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FGI를 진행

한 내용을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최근의 페미니즘이 “혐오가 중심인”, “변질된 

페미니즘”이고 올바른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최윤정 외, 2019:

98). 또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으로 느껴진

다며 피하고 싶은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최윤정 외, 2019). 연구참여자들은 초

등학생들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평등,

인권’ 등 좀 더 온건하게 받아들여지는 단어를 이용하는 편이 학생들이 반감을 

가지지 않고 수업을 듣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J가 말했듯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

서 이 교육이 “페미니즘이 아닌” 것은 아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이들이 하

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내용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이분법 벗어나기, 젠더불

평등 인지, 임파워먼트,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학교 내 성차별

적 문화 바꾸기’ 등 페미니즘 관점과 비판의식으로부터 출발한 내용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 이것을 반드시 ‘페미니즘’이라고 규정하거나 페미니즘 이론, 운동

의 용어를 사용하여 수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과 실천들

을 통해 자연스럽게 젠더감수성과 해방적인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한편 동료교사들과의 관계에서도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동료교사들이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온건한 방식으로 성

평등 교육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L:� 그� 성평등�책들도�그냥�선생님들한테는�페미니즘이라는�그런�말을�사용하지�

않고,�저는�아이들이�평등하고�공정함을�배웠으면�좋겠어요.�(중략)�그�성평등�학급

문고도�(중략)�선생님.�우리�반�목록�드릴까요?�좋대요.�이걸로�다�하세요.�제가�요

즘�트랜디한�걸로�다�골랐어요�이러면서�(중략)�근데�제가�성교육에�관심이�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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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책이�좀�많아요.�이랬더니�좋아요~�이렇게�하시더라고요.�(중략)�그냥�정말�소

소하지만�이렇게..� 이렇게� (웃음)�그냥�어느�정도�적당히�섞이면서도�바꾸고�싶어

요.�

L은 학교 도서관에 페미니즘 시각을 바탕으로 쓰여진 동화책, 성별 고정관념

이 덜 반영되어 있는 동화책, 여성 위인에 관련된 책 등을 80여 권 신청하였다.

그러나 동료 교사들에게는 이를 “페미니즘” 관련 도서를 신청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아이들이 평등하고 공정함을 배웠으면 좋겠”어서 신청했다며 보다 온건

한 방식으로 설명했다. 평등, 공정은 동료교사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공

감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렇게 온건한 방식으로 본

인의 행위를 설명함으로써 예상되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 내에서 융화

되면서도, 서서히 학교를 바꾸어 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L은 학급문고 신청용 도서 목록을 아직 만들지 않은 옆 반 동료교사

에게 “우리 반 책 목록 드릴까요?”라고 먼저 제안하며 성평등 관련 도서들로 구

성된 본인의 학급 도서 목록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본인

의 학급 학생들뿐 아니라 옆 반 학생들도 성평등한 시각을 기를 수 있는 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L은 옆 반 교사에게 이 책들을 ‘페미니즘 

도서’라고 말하기 보다는 “요즘 트렌디한” 주제의 책들이라고 소개하거나, “제

가 성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이 좀 많아요.”라고 말하는 등 동료교사가 

반감을 갖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연

구참여자들은 학교 내에서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서도 성평등 교육이 본인의 학급에만 그치지 않고 학교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

록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J:�그거에�대해서�의아하게�생각을�좀�많이�하셨어요.�주변�선생님들이�(중략)�근

데�그걸� ‘저�탈코했어요!’�이렇게�얘기를�한�건�아니고.�그냥�저희�반에�애들이�6학

년인데�이렇게�이렇게�하더라.�나는�그걸�보면서�애들이�뭔가�화장을�안�해도�된다

고�애들이�생각을�했으면�좋겠는데�애들�주변에�화장을�안�한�어른들이�전혀�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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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것�같더라.�뭐�이런�식으로�얘기를�하면서.�저도�어떤�식으로�아이들을�지도를�

해야�될지는�정말�모르겠지만.�그래서�그런�고민들이�있다.�라고�얘기를�좀�했었고,�

많은�선생님들이�공감을�해주셨던�것�같아요�그냥.�

한편 J는 ‘전형적인 여성 교사’의 외양과는 다른 본인의 모습을 의아하게 생

각하는 동료 교사들의 반응에 본인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동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즉 “탈코르셋”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화장과 외모관리의 여성 억압적 측면을 설명함으로써 본인의 페미니스트 정체

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본인이 페미니스트로서 고민했던 지점들을 

동료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와 논리를 사용하여 보다 온건한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동료교사들이 정형화되지 않은 여성의 외모를 

학생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J가 이러한 실천을 하는 이유를 이

해하고 공감해 주었다고 한다. 또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 화장을 하지 않

고 학교에 오는 동료교사도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페미니즘’

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학교를 좀 더 성평등한 공간으로 바꾸고, 동료

교사들도 함께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성평등 교육 관련 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S는 성평등 교육의 

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S:� 어떤�선생님들을�타겟으로�할�것인가도�사실�저희는�생각을�많이�하거든요.�

(중략)�아주�조금만�관심이�있거나,�거의�관심이�없더라도,�성평등에�관심이�없더라

도,�아이들이�화장하는�건�문제라고�생각하거나.� N번방�이거,�디지털�성범죄�이거�

하라고�하니까�해야�하는데,�이랬을�때�찾으면�우리�자료가�나올�수�있게,�좀�편하

게�사용하실�수�있게?�이렇게�운영을�하고�있어요.�(중략)�물론�더�진보적인�수업을�

할�수�있고,�더�진보적인�발언을�A(성평등�교육연구회)�이름으로�할�수�있지만�하

지�않는�이유는,�그랬을�때�우리는�이만큼�나가지만�이걸�따라오지�못하고�오히려�

반감을�갖는�사람들이�아직은�많잖아요.�

S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회에서는 성평등 교육 수업 자료를 온라인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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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른 교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공유할 수업

에 어느 정도 급진적인 시각을 담을 것인지 그 수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S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수의 선생님들을 타깃으로 공유하는 수업들

은 성평등 교육에 “조금만 관심이 있거나, 거의 관심이 없는” 선생님들도 거부

감 없이 참고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온건한 

방식의 말 걸기는 동료교사들이 기초적인 수준에서부터라도 성평등 교육을 함

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성평등 교육의 확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2. 허용되는 선 안에서 간접적으로 교육하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할 수 있

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간극이 존재하는 주

제를 다룰 때 허용되는 선 안에서 ‘간접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을 통해 본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성소수자, 가족다양성 관련 

주제를 다루는 B와 S의 사례는 이러한 전략을 잘 보여준다.

B:� ‘선생님�유튜브�같은�데�보면�다른�나라는�남자끼리�결혼하던데요?�여자끼리�

결혼하던데요?’�하고.� “어�그러는�데도�있더라~”�하고.�남의�얘기�하듯�있더라�하고�

넘어가고,� 우리나라에�대해서는�얘기� 안� 하고.� (중략)� 삽화에� 쪼끄맣게�그림으로.�

뭐�이제�같은�성별이�애기�데리고�있는.�그�정도만�쓰고.�피피티에�살짝.

S:�간접적으로�그냥�사진을�많이�활용하는,�사진이나�그림책을�많이�활용하는데.�

외국�그림책�같은�경우에는�특히�뭐�유럽�스웨덴에서�나온�그림책은�정말�우리의�

상상을�뛰어넘는�가족들이�많이�나오거든요.�그런�걸�그냥�읽어�준다든지.�제가�따

로�언급하진�않고.�그래도�우리나라�정발,�정식으로�나온�그림책이니까.�그냥�읽어

주고�특별한�멘트�없이�넘어간다든지�아니면�이케아에�카탈로그를�많이�활용을�해

요.�이케아�카탈로그가�그냥�사실�그게�결혼을�했는지�뭐�친군지�그런�거는�잘�모르

지만�어쨌든간�굉장히�다양한�가족들이�나와�있거든요.� 그런�걸�보여주면서�그냥�



페미니즘 실천으로서의 성평등 교육

- 102 -

아이들이랑�얘기하고.�뭐�아이들이�얘기�말을�하는�거는�상관�없으니까.�제가�가르

친�건�아니니까.�약간�이런�식으로.

연구자:�아�애들이�먼저�질문을�하면은�그거는�괜찮으니까.

S:�네.�네네�그랬을�때�뭐�다른�나라는�지금�이런�이렇게�결혼이�합법화�되어�있

는�나라가�있다.�이�정도?�어떤�제도를�설명하는�식으로�설명을�하고요.�그런�식으

로�약간�교묘하게.

B와 S는 가족다양성 관련 수업 내용에 성소수자 커플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

함하고자 한다. 이때 B와 S가 선택한 전략은 성소수자 커플이 등장하는 그림책,

사진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B는 교과서의 다양한 가족 삽화에는 성소수자 가

족이 등장하지 않지만 본인이 따로 PPT를 만들어 수업을 하면서 PPT 한쪽에 

‘살짝’ 동성커플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림도 포함시켰다. S 역시 성소수자 커

플이 등장하는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이케아 카탈로그를 활용하는데, 본인이 이

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특별한 멘트 없이” 보여준다고 말한다.

교사가 해당 주제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경우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민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방식을 택하되 학생들이 간접

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다.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교사를 공격하는 주요한 논리 중 하나가 ‘교사는 중립

적이어야 하는데 특정 사상을 주입한다’는 것인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본인

들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단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주제에 대해 본인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보다는 학생들이 먼

저 질문할 수 있도록 수업의 맥락을 구성한 후 그에 대해 답해주는 전략을 택한

다. 또 외국의 법과 제도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처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이

야기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외부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다소 보수적이거나 소극적인 방식의 교육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

러나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는 맥락들을 살피고 이들이 왜 이러한 방식으로 교

육하게 되는 것인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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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주제들을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최대한 담아내기 위한 노력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M의 사례 역시 ‘허용되는 선’을 고려하면서도 본인의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을 

간접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조율을 시도한 사례이다.

M:�보건책에�남성기는�굉장히�자세하게�나와요.�근데�여성기는�그�나팔관�그림

만�나오고.�외부성기가�아예�나와�있지가�않아요.�이번에�개정된�건데�그래요.�완전�

신판인데도.� (중략)� 남자� 어린이들의� 그런� 성욕은� 진짜� 자세히� 다뤄지거든요.� ‘어�

뭐�괜찮아.�야한�생각을�해도�뭐�괜찮아.�풀면�돼.’�이렇게�나오는데�여성의�그런�성

욕에�대해서는�전혀�다뤄지지�않는데,�

M은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남성 중심적 시선을 바탕으로 선별되어 있는 데 

문제의식을 느꼈다. 남성의 외부생식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다루어지지

만 여성의 외부생식기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져 있으며 임신⋅출산

과 관련된 내부생식기(나팔관 등)만 언급한다는 것이다. M은 이러한 선별적 재

현이 남성의 생식기는 자연스러운 신체 일부이자 ‘성적 행위’와 ‘성적 즐거움’

을 위한 기관으로 보지만 여성의 생식기는 ‘외설적인 것’으로 보거나 ‘임신과 

출산’을 위한 기관으로만 보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M은 생식기를 선별적으로 재현하는 문제를 언급할 때 학교 

성교육에서 남성의 성욕에 비해 여성의 성욕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M은 교과서에 없는 ‘클리토리스’의 사

진을 따로 준비하여 PPT로 보여주었다.

M:� ‘아�이거�내가�PPT...�보여줘?�말아?’�밑밥을�또�까는�거죠.� ‘얘들아�이거�이상

하지�않아?�이상한�거�찾아봐.’� ‘선생님�근데�여자가�없어요!’� 그러면�이제�보여주

고.� (중략)�이게�클리토리스다.�그러고�여기서�이제�멈추는�거죠.�그러니까�성감대

다,�라는.�사실�그게�성적,�성감대로서의�기능만�하는데�그�얘기를�못�해서� (중략)�

정말�최대한의�언급이�이거였어요.�선생님이�궁금해서�선생님이�거울로�본�적이�있

는데�정말�신기하게�생겼더라.�끝.�왜냐면�애들이�거기에�존재한다는�것도�몰라서.�



페미니즘 실천으로서의 성평등 교육

- 104 -

M은 교과서의 사진을 보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상한 점’을 발견해 낼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여성의 외부 생식기 그림을 따로 

준비한 PPT를 보여준다. 그러나 클리토리스가 여성의 성감대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까지는 ‘말할 수 없는 선’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적어도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볼 때 ‘불필요한 지식’으로 간주되어 교과서에서 

제외되어 있는 여성의 외부생식기를 일부러 보여주고, 이를 통해 여학생들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과서의 선별적 재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

달을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이는 교사 M이 허용되는 선 안에서 페미니즘적인 

문제의식을 포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나마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자, 페미니즘

적인 관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말할 수 있는 선’을 찾아내기 위한 조율의 

결과로 읽을 수 있다.

3. 신뢰 쌓기⋅관계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학부모나 동료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성평등 교육을 안전하게 지속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들이 

요구된다.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과 오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본인

이 ‘상식적인 사람’이며 ‘신뢰할만한 사람’, ‘좋은 사람’임을 충분히 증명해야 비

로소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뢰를 쌓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Y:�충분히�학부모�총회나�학기�초에�저는�이러이러한�거에�중점을�가지고�있다.�

그래서�이런�교육을�1년�동안�잘�녹여서�할�거다.�그리고�제가�비상식적이거나�이

렇게�그런�사람이�아니니�이해를�해주시고�아이들에게�어머님�아버님께서�들으셨을�

때�혹시라도�의문이�가거나�그런�게�생기시면,�바로�그냥�저한테�얘기하셔서�다이

렉트로�물어보시라고.� (중략)� 되게�아주�작은�것부터�시작을�하는�거예요.�그니까�

저는�보호자님이라고�부릅니다.�왜�제가�보호자라고�부르는지.�그런�걸�얘기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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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중략)� ‘아�저�선생님이�이런�생각을�가지고�아이들을�대하시겠구나.’라는�걸�보

호자님들도�어느�정도�인지를�하고�가세요.� (중략)�조금�명확해지는�거죠.�우리�선

생님이�되게�상식적인�사람이고�상식적인�선에서�이런�것들을�신경을�쓰는,� 이런�

쪽으로�관심이�있는�사람이구나라는�걸�가지게�되어요.�

Y는 3월 초 학부모와 처음 만나는 학부모총회에서부터 본인이 성평등한 관

점에서의 교육에 수업 및 학급운영의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고 말한다. 어떤 의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교

육을 해나가고 있는지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다. Y는 학부

모들 역시 공감하기 쉬운 “아주 작은 것”(예를 들면 학부모 대신 ‘보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에서부터 차근차근 접근해서 점차 학부모들이 마음의 문

을 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교사가 이러한 교육을 하는 

이유와 의도를 이해하고, 이 교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러한 교육을 할 것이

라는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성평등 교육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다른 수업을 할 때에 비해 학부모

들과 훨씬 많은 소통을 하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B:�그리고�저는�애들하고�수업하는�걸�다�일일이�찍어가지고�일지처럼�다�올렸거

든요.�학기�초반에는�그�작업을�정말�열심히�했어요.�

S:�아예�가정�통신문을�내보냈었어요.�처음에.�하기�전에.�이런�성취�기준과�이런�

걸�가지고서�이런�주제로�성교육을�할�예정이다.�몇�차시에�걸쳐서.�그래서,�그리고�

학생들의�질문을�받고�그런�거를�해서�학생들�수준에�맞게�그런�걸�할�거다~라고�

아예�내보내고�시작을�했거든요.�그러니까�민원이�들어오진�않았었는데,�그런�식으

로�계속�고민하는�거죠.�신경�쓰는�거죠.�

Y:�공책에�다�정리를�하고�저�같은�경우는�분기별로�이제�보내요.�어떤�성취기준

을�달성하기�위해서,�달성한�성취를�쭉�적어줘요.� (중략)�이�밑에는�보호자님이�아

이에게�하는�짧은�편지를�쓰게끔�해요.�(중략)�그러면�그걸�써주려면�보호자들은�아

이가�어떤�행동을�했는지를�볼�수밖에�없어요.�그럼�그�활동을�보는�가운데에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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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랑�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컨텐츠를� 다뤘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이런�합의에�도달했구나�라는�걸�보게�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맥락이�있

는�거예요.�아�선생님이�이런�얘기를�가지고�온�거에�이런�맥락이�있었구나가�그걸�

보면서�납득이�가는�거예요.�보호자들이.�

B는 학기 초부터 본인이 하는 모든 수업의 사진을 학급 어플에 일일이 올림

으로써 학부모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S는 성교육 수업을 할 때 일반적인 주간학습안내문에 비해 수업에 대

해 훨씬 상세하게 설명한 가정통신문을 미리 보내기도 했다. 보통 주간학습안

내문은 학교에 따라 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수업 차시 제목과 쪽수 정도만 간

단히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S는 성교육 수업을 할 때 이것이 민원

이 들어올 수 있는, 예민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떤 방식으로 해당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어떤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학생

들의 수준에 알맞은 내용을 가르칠 것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가정

통신문을 보냈다. Y 역시 성평등 교육을 할 경우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가르

쳤다”는 민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떤 교과의 무슨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이러한 수업을 한 것인지 일일이 설명한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연구참여자가 ‘불필요

한’ 교육을 한 것이 아니며, 연구참여자가 재구성한 수업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기존 교과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을 달성했음을 납득하게 하기 위한 것

이다. 또 Y는 수업 내용이 정리된 공책을 분기별로 학부모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와 꾸준히 소통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맥락”이 생긴다고 말

한다. 표면적으로 ‘성평등 교육’이라는 단어만을 접할 경우 학부모가 거부감을 

갖거나 ‘남성혐오’적인 내용 또는 편파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소통을 통해 어떤 맥락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발언

을 한 것이며, 어떤 의도에서 이 주제로 수업을 한 것인지 등을 학부모가 이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평

등 교육을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 줄 제도적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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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교육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교육과

정 상의 성취기준도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개인의 추가적

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공백을 메꿔 나가고 스스로를 보호해 나가고 있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신뢰와 라포를 쌓기 위해 노력

하는 이유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본인이 전하고 싶은 바

를 담아내는 성평등 교육을 하기 위해서이다.

M:�정말�라포가�잘�쌓여야�되고,�학부모님들에게�제가�그�전부터�이렇게�촉촉촉�

해서�아�이게�왜,�이�변화로써�어린이들이�어떻게�달라지고�이게�얼마나�좋은�건지

가�1학기�동안�선행이�된�다음에,�저도�2학기�때�진행했거든요.�그래야지�할�수�있

을�것�같아요.�좀�깊이�있는�얘기를.�

Y:� 1분기� 2분기�정도�지나고�이제�여름방학�끝나고� 2학기�시작될�때쯤�돼서는�

이제�충분히�그게�쌓여지는�거죠.�신뢰관계가�쌓여지니까�뭐�이상한�걸�할�사람이�

아니다라는�게�되어있으니까�어느�정도�믿고�그냥�가시는�거죠.� (중략)�사실�제가�

3월�초에�이런�걸�했으면�민원을�받았을�수도�있어요�(중략)�아니�선생님이,�선생님

이�저런�말을?�선생님이�페미니스트다부터�시작해서�아이들한테�임신과�출산을�왜�

하지�말라고�하냐�왜�결혼은�선택이라고�얘기하냐�이런�저출산�시대에!�엄청�그런�

걸�받았을�수도�있어요.�사실�정말�엄밀히�말하면.�근데�그런�것들�일련의�그�커리

큘럼�과정에�제가�일단�어떤�사람이고�아이들을�어떻게�지도하고�있는지에�대한�것

들이�합의가�되고�신뢰가�쌓이면�그런�걸�아이들에게�지도를�해도�크게�그렇게�반

발하거나�그런�게�덜하거든요.�

M은 1학기 동안 성평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거나 자

신감을 가지게 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며 학부모들이 

이 교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교사에 대한 신뢰 역시 충분히 쌓이면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1학기 때라면 민원에 대한 우

려 때문에 다루지 못했을 주제들(이를테면 ‘민감한 주제들’인 성소수자 이슈,

성교육, 위계적인 성별권력관계에 대한 내용 등)도 2학기 때에는 보다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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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Y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임신과 출산, 결혼에 있

어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했던 수업을 1학기 때 했다면 민원을 받았을 수도 있

었겠지만, 충분한 신뢰가 쌓인 후 2학기에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이렇듯 교사들이 신뢰, 라포 쌓기를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것

은 보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하고 싶은’ 것의 간극이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

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늘려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페미니스트 교사들은 직장 내 동료들 및 관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호의

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S:�나도�학교에�최대한�협조할�수�있는�부분은�협조를�해야겠다�라고�해서�올해�

삼학년�맡은�것도�사실�아무도�안�맡아서�맡은�거예요.�이�학년이�너무�힘든�학년이

었어가지고,� 3학년만�안�맡으면�된다,�다�이런�분위기여�가지고,� (중략)�이것도�어

떻게�보면�성�평등�교사들의�고충일�것�같아요.�왜냐하면�또,�다들�알잖아요.�그래

도�이�사람이�막�쫌,�튄다라는�그런�게�있으니까.� (중략)�결국은�같이�가야�하는�문

제구나,�나�혼자서는�해결할�수�없는�것들이�많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싫은�소

리�다�못�하고,�좀�최대한�협력적으로.�그러면서도�관리자가�나에게�좀�긍정적으로�

도와�줄�수�있도록�하는�게�뭘까?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페미니스트 교사는 조직 내에서 ‘예민한 사람’, ‘유난

스러운 사람’, ‘위험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런데 그럴 경우 성평등 

교육을 수행할 때 더욱 많은 반대에 부딪히거나 경계와 감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성평등 교육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S는 일부러 조직 내에서 협조적인 인물이 되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사

람들이 보기에 본인이 “튄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동료들의 

반감을 줄이고 이들의 우려와 달리 본인이 ‘예민하기만 한’,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며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학교에 도움을 주는 사람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S는 일부러 기피 학년인 3학

년을 자진하여 맡았다고 말한다. S는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관리자들도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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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교육과 관련한 일들을 추진할 때 최대한 반감을 가지지 않고 협조적인 

태도로 나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조직 내에서 본인의 평판을 관

리하고, 이를 통해 조직 내 발언권과 협상력을 키움으로써 성평등 교육을 좀 더 

순조롭게 지속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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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성평등 교육을 위한 정책 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평등 교육에 대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성평등 교육

을 할 때 감수해야 하는 노력과 위험부담은 모두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으

며, 이는 성평등 교육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한계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 1 절 성평등 교육 의무화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의 정당성을 주장

할 수 있는 근거를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의무 시수를 지정해야 한다. 물론 성

평등 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

들로 인해 ‘최소한의 성평등 교육’이 보장되기 위한 의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첫째로는 연구참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성평등 교육’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는 현장의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많은 교사들이 심각

성을 느끼는 부분은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역차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혐오표현 등을 학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성별 고정관념이나 외모강박을 내면화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또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되고 있

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젠더 감수성을 길

러 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성평등 교육이 관심 있는 일부 교사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S:�1년쯤�경험하면�바뀌는데,�얘네가�이제�6학년�올라가면�그게�리셋이�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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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아쉬운�거죠�(중략)�1년만�가르치는�교사로서,�그렇게�애들이�이�경험을�잘�이

어�갈�수�있을까?�(중략)�사실�일�학년부터�차곡차곡�쌓여야�하는데�그러지�못하고.�

아마�얘네는�나를�만날�때만�이런�이야기를�들을�수�있겠지라고�생각을�하니까�되

게�욕심이�나는�거예요.�막�이�얘기도�해주고�저�얘기도�하고�싶고.�근데�뭐�이해�

못�하는�부분도�있고.�그래서�그런�것도�되게�아쉬워요.�그래서,�좀,�수준,�이,�뭐라�

그럴까�이�위계가�좀�딱�정립이�돼서,�네,� 했으면�좋겠다.

S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의 단절을 우려하고 있었

다. 소수의 교사만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음 해에도 성

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를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단 1년만의 성평등 교육으로 학생들이 성평등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또 S는 학년 별로 해당 연령의 수

준에 맞는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단계적으로 축적되었을 때 

교육적 효과가 높은데, 일부 관심 있는 교사만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 현 상

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사들의 지적은 성평등 교육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년 간, 학교 급 간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성평등 교육을 위한 의무시수 지정 및 각 학년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연구가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

무적인 시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은 성평등 교육을 ‘불필요한 교육’

또는 ‘부적절한 교육’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M:� 창체에�이번에�그게�사라졌다고�들었어요.� 양성평등�그게�있었는데.� (중략)�

저희가�그런�공격을�받았을�때,� ‘아니다.� 이거�필요한�교육이고�명문화되어�있다.’�

가�되어야�저희가�보호가�되는데� (지금은)�보호가�안�되죠.

이는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민원과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페미니즘 실천으로서의 성평등 교육

- 112 -

다.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가르쳤다’는 민원을 받았을 때 교사들이 성평등 

교육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평등 교

육이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차원에서라도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성평등 교육의 의무화가 실시될 것을 제안한

다. 먼저 성평등 교육이 단독 교과로 도입되지는 않더라도, 의무 시수를 지정하

여 연간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32)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과 교

육과정의 유관 주제들에서도 성평등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서의 내용과 성취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 교과서, 교육과정의 

정비는 단순히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삽화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안에 담겨있는 ‘관점’을 정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연구참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평등’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처

럼 다루는 점, ‘다양한 가족’을 다룰 때 여전히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다루는 점, 저출산을 ‘개인의 의지’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묘사하

는 점 등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할 때 ‘말하고 싶은 것’과 허용되는 선 

사이의 간극을 느끼고 있는 ‘민감한 주제들’(위계적 성별권력관계, 성소수자, 성

교육 관련 주제)이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러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정당성과 근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물론 이 역시 어떠한 관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

일 것이다. 성별권력관계와 젠더불평등 관련 주제는 남녀 간의 기계적 평등을 

강조하는 기존의 ‘양성평등’ 관점이 아닌 구조적 성차별을 고려한 ‘성평등’ 관

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관련 주제 역시 기독교계의 보수적 관

32)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안전한 생

활’ 시수가 1, 2학년 군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일부로 들어오면서도, 창의적 체험활

동의 하위영역과는 별도로 64시간을 운영하도록 의무화된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창의

적 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4개 영역 중 학교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안전한 생활’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일부로 포함

되면서도 의무시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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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나, 단순히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시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대신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관계가 자연화됨으로써 생산되는 효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근거한 시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교

육 역시 남성 중심적 시선이나 이중적 성규범을 바탕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청소년이 성적 주체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향유하면서 욕망하고 쾌

락하는 방식을 배우며, 타자와의 성적 의사소통을 민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

르치는”(엄혜진, 2018: 20)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 강화

성평등 교육의 의무화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은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성평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교사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성평등한 관점을 갖출 만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계획 중 하나로 

“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 교육 강화”와 “교대 및 사범대 교직과목에서 양성

평등 관련 내용 편성 운영”을 언급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8: 25). 그러나 여

전히 교사 대상 연수에서 성평등 교육은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 대상 법정의무교육에는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

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만 포함되어 있고, 양성평등교육은 필수가 아

닌 권장 사항으로만 들어가 있으며, 자격연수 교육과정 내 필수 교과목 역시 성

희롱, 성폭력 관련 교육만 포함되어 있을 뿐 양성평등⋅성인지 교육은 권장사

항으로만 반영되어 있다(교육부, 2019). 한편 교대 교육과정에서도 대다수의 교

대에서 성평등 교육 관련 강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관련 강의가 존재하는 경

우에도 필수 이수 교과목이 아닌 선택 교과목에 그쳤다.

그 결과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교사들 간에도 젠더감수성의 차이가 큰 상황

이다. 일부 교사들은 의무 연수나 교육 없이도 스스로 책이나 외부 강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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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페미니즘을 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나가며 그것을 교육에 접목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교사들 역시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들은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B:�그냥� ‘성평등�교육을�해라.’라고�나오면�더�큰�문제가�선생님의�의식에�따라서,�

인식에�따라서�정말,� 정말�오히려�역효과가�날�수도�있다고�생각하거든요.� (중략)�

일단�선생님들�인식부터�변하는�게�더�먼저다라고�생각을�해서(중략)�본인이�그런�

관심도�필요성도�없는데�그냥�OO에서�다운받은�수업을�하는�게�과연�애들한테�크

게�와�닿을까?�했을�때�그건�전혀�효과가�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중략)�교사�대

상,�의무�몇�시간�들어라.�우리�막�그런�거�있잖아요.�직장�내�괴롭힘�연수�몇�시간�

들어라�이런�것처럼.�그런�게�좀�열렸으면�좋겠어요.�

Y:�저는�제가�현장에�나와�가지고�생각해�보니까�되게�어처구니�없네라고�생각했

던�제�1번이�그거였어요.� (중략)�내가�4년�내내�교육관에서�수업을�들을�때�단�한�

번도�성평등과�성교육을�어떻게�가르치라는�그�과목을�수강한�적이�없구나라는�거.�

(중략)�사범대와�교육대학에서는�이와�관련된�과목이�무조건!�있어야�된다고�생각

하고�필수라고�생각하고�그게�시급하다고�생각해요.

B는 현재와 같이 교사들의 성평등한 관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평

등 교육 의무화만 시행되는 것은 유명무실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

들이 성평등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고,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 수업은 학생들에게 와 닿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앞서 연구참여자들의 성평등 교육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성

평등 교육은 단순히 수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학급경영에서의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실천들을 통해 교실에서의 삶과 이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

다. 그런데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수업과 교실에서의 

삶이 별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성평등은 교과서 속의 당위적인 선언으

로만 그치게 될 것이다. 결국 성평등 교육이 의무화되더라도 이것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성평등한 관점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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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위해서는 현직 교사들 대상의 성평등 교육 연수와 교

사 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학, 성평등 교육 관련 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교사 및 예비교사 대상 교육이 도입될 것을 제안한다. 먼

저 교사 양성기관(교대, 사범대)에서 여성학 및 성평등 교육 관련 강의가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전 교사

를 대상으로 한 필수 연수(법정 의무 교육)로 성평등 교육 및 젠더감수성 함양

을 위한 연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수 연수에서는 이론적인 내용 보

다는, 기초적인 수준의 젠더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실제 성평등 수업 사례 

위주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필수 연수가 의미 없는 의무교육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

용’들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할 때 관심도, 흥미도를 높이고 실

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문제의식을 느

끼고 있는 주제들에서부터 출발하여 접근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필수 연수에서는 외부 강사보다는 그간 자체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도해온 현직 교사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필수 연수 이외의 선택 연수(직무 연수)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내용이 다

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택 연수는 성평등 교육에 보다 관심이 있거나, 이미 경

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페미니즘의 이론적 자원을 공급하는 역

할을 해야 할 것이다.

L:�교사�개인이�책�정도�읽으면서�연구하기에는�갈증이�나요.�뭔가�이게�다인가?�

내가�잘�하고�있는�건지�사실�잘�모르겠고요.� (중략)�저부터도�다�알지도�못하고요.�

뭔가�페미니즘�책을�한�권�한�권�읽을�때마다�막�헐..이런�부분이�저는�좀�많았거든

요.

Y:�내가�진짜�제대로�모르는�상태에서�아이들을�가르쳤다가는�내가�가르치고자�

했던�게�아닌�다른�의도로�아이들이�갈�수도�있지�않을까라는�걱정도�솔직히�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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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그리고�좀�더�발전을�해서�더�깊이�아이들에게�이거를�좀�더�가르치기�위해서

는�나도�더�깊이�알고�있어야�된다는�생각을�해서�그런�뭐�성평등�교육�성교육�이

런�서점에서�읽을�수�있는�책들로는�제가�만족을�못�했던�것�같아요.

L과 Y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그간 성평등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은 성평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관점을 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없어 자

체적으로 책을 찾아 읽거나 알음알음 알아가야 하는 데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

기 때문이다. 이들은 때로 성평등 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대중서, 교

양서에서 다루는 내용 이상의 페미니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접하고 싶다는 욕구

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자원을 접할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하는 이유

는 교사가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때 결과적으로 성

평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에 관심을 가

지고 보다 심화된 지식을 접하기 원하는 교사들에게는 기초적인 내용 및 수업

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의무 연수와는 별개로, 페미

니즘 이론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선택 연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화 

연수에서는 여성학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

이 법정의무교육과 선택 연수 두 가지 차원으로 대상과 수준을 분리하여 연수가 

진행될 때 보다 효과적인 교사 재교육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제 3 절 성평등 교육 관련 네트워킹 장려⋅지원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 간의 연구 모임이나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참여자들 중 이미 관련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들은 성평등 교육을 하는 데 있어 동료교사와 함께 하는 연구회가 정서적, 실질

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반면 연구회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

로 성평등 교육을 해왔던 연구참여자들은 혼자 해나가야 하는 것의 어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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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및 공동체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A:�혼자서�다�해�나가야�되는�거.�교재를�만들던�재구성을�하던.�혼자�하는�일이�

되게�외롭기도�하고�벅차잖아요.�그러다보면�안�하게�되고.�그런�것들이�좀�많아서,�

같이�하는�동료가�필요한�것.�그게�제일�필요한�거�같고.� (중략)�그런�걸�공유할�수�

있는�자리가�많았으면�좋겠고.�

M:� 일단�제가�성평등�교육�관련�모임을�하면서�느낀�게�이게�정말�혼자하기에�

너무�힘든�일인�것�같아요.�그래서�그�학교에서도�(관련�교육�자료)�찾기가�거의�불

가능하고.� (중략)�일단�심적인�것.�이게�제일�큰�것�같고요.�왜냐하면�나�혼자�있는�

게�아니라�다�같이�어려운�거�있으면�같이�의논을�하고.�힘이�되어줄�수�있고�해서�

그게�제일�좋고.�그리고�자료�같은�거�같이�만들면서.�좀�더�고민을�다양하게�할�수�

있는�거죠.� ‘어�나는�여기까지�밖에�생각�안�했는데�저�선생님은�이것까지�하셨다

네?�어�나도�이렇게�해볼까?’�이러면서�확실히�좀�이렇게�범위도�확�넓어졌어요.�이�

두�가지�정도?�뭐�되게�많이�봤죠.�막�다�봤죠.�교과지도�뿐만�아니라�생활지도도�

팁�듣고�안�해본�걸�얘기도�듣고.�시뮬레이션�같은�것도�해�보고.�이러면�실패할�가

능성이�줄어드는�거죠�확실히.

S:� 다른�선생님들한테�가져�가서�얘기를�하다�보면은�제가�전혀�생각하지�못한�

부분들이�발견되고,�나오고,�토론할�거리가�생기더라고요.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 성평등 교육은 교사들의 수업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기에 전적으로 교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수업 자료를 찾고, 또 해당 주제를 기존 교육과정 상의 성취기준과도 연결시켜 

재구성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므로 일반적

인 교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성평

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수업을 구상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된다. 따라서 A와 같이 개별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해나가는 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전적으로 혼자 감당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버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J 역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수업 자료를 혼자 한 번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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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는 것이 아쉽다고 말하며 동료 교사들과 이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M과 S는 성평등 교육 관련 모임 또는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로

서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모이고, 연결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한

다고 말했다. 먼저 정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교사들은 성평등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긴장과 장애물을 경험

하고 있다. 이 때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심적 부담을 나누며 서로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동료 집단의 존재가 중요한데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 간의 모임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동

료들이 있다는 것은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지지와 연

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이를 지속해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다음으로 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연구 모임이나 커뮤니티의 존재는 많은 기여를 한다. 연구 

모임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서로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수업이

나 생활지도 상의 팁을 공유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수업 연구를 할 때에도 

상호 피드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 간의 연구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

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평등 교육 및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기에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각자의 경험을 드러내어 공유

하고 교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물론 몇몇 소수의 성평등 교육 연구회

가 존재하지만, 혼자 조용히, 개별적으로 고군분투 하는 교사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현재 존재하는 성평등 교육 연구회들 역시 정책적인 차원에

서 권장되거나, 지원을 받고 있기 보다는 교사들이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

여 자조 형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본

인의 경험 및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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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는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 간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

이 필요하다.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연구 모임)의 권장 주제로 ‘성평등 교육’

을 제시하는 것은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L:�교원�공동체라는�게�있어요.�동학년끼리�말�그대로�공동체�구성해서�연구�주

제를�1년�동안�(중략)�그�중에�적어도�하나는�성관련으로�해야�한다�이런�권고사항

이�있으면�좋겠어요.�

앞서 연구참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평등 교육 및 페미니즘에 대한 편

견 속에서 교사 개인이 교내 성평등 교육 연구 모임을 먼저 제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L의 제안대로 교사학습공동체

의 주제 중 하나로 성평등 교육을 택하라는 지침이 교육청 또는 교육부 차원의 

권고사항으로 먼저 제시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학교 내 성평등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 외에도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교사들이 성평등 교육 과정에서의 경험, 고민 등을 나누

고 수업 아이디어 및 학급 운영 팁, 수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오프라인 상에서는 교육청 주최의 ‘성평등 교육 자료전’ 등

을 통해 수업 사례 및 자료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둘째, 성평등 교육 연구 모임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연구 모임 운영을 위한 비용, 공간 지원에서부터 학계와 연계된 전문

가 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포함한다.

S:�저희가�뭔가�이런�수업�자료�만들고�모이고�하는데�(중략)�저희가�사무실이�있

는�것도�아니고.�그런�것도�없어서�맨날�학교�바꿔가면서�만나고�하는데,�그런�지원

이�좀�있으면,�저희도�만들고,�그냥�지치고�끝나는�게�아니라�조금�이렇게�성취감�

있게�뭐�할�수도�있는�거고,�우리�돈�써�가면서�만든다는�막�그런,�그런�생각을�좀�

덜�들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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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는 성평등 교육 연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만

한 마땅한 공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 따라서 매번 각 교

사들이 소속된 학교에 번갈아 가며 부탁하여 퇴근 시간 후 교실에서 회의를 하

는 형편인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고, 소

속된 학교의 관리자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의에 사

용되는 비용,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비용 등도 교사 개개인의 사비로 

확충해야 하는 것 역시 고충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 연구 모임을 원

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공간과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S는 성평등 교육 수업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 및 자문을 받

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 또한 제기하였다. 성평등 교육 연구회 활동

을 하며 간혹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성평등 교

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 관련 교⋅내외 연구 모임이 학계와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서울시에는�이제�교육청에�성평등팀이�따로�있고,�이제�전문관님이�따로�계시

잖아요.�그분이랑도�이제�연락을�하면서�같이�뭔가를�이야기하기도�하고,�그러면서�

좀�도움을�많이�받았던�것�같아요.� (중략)�원래�그런�여성�활동가였다가,�이제�이렇

게�들어오신�거니까,�그런�상황과,�교육적인�이런�문제를�어떻게�잘�접목할�수�있는

지,�이런�관점에서�얘기를�해�주시니까� (중략)�디지털�성범죄�이제�교육을�할�때,�

처음에�저희가�만들었던�거는,�이렇게�끔찍한�사건들이�있어서,�이렇게�피해자들이�

힘들어�한다.�그러니까�우리는�하지�말아야�한다라고�만들었었어요.�처음에.�그런데�

이제�그거에�대해서�피드백을�받았던�게,� 아까�말씀드린�것처럼�피해자�중심으로�

흘러가다�보니까�이게�너무�끔찍한�사건을�당한�것처럼,�그래서�이�사건의�사건을�

당하면�정말,�회복할�수�없는�불능의�상태가�된다고�생각이�들고�그럼�정말�그�사건

을�당하거나,�이미�당했을�수도�있는�친구들에게는�오히려�얘기하지�못하고�더�꺼

내기�어려울�수�있다,�라는�피드백을�받고,�아�좀�우리가�잘못�써야겠구나,�이렇게�

생각이�들었거든요.�(중략)�그래서�최대한�뭔가�이렇게,�미투의�당사자들?�이야기를�

하고�소리를�내는�사람들이�굉장히�이제�용기�있고�멋있는�사람으로�보였으면�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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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래서�그런�쪽을�좀�강조하고.�

S는 여성가족부 성평등 교육 사례집을 만들 때 수업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수업에 담긴 관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S가 속한 연구회에서는 기존에 

피해자의 고통을 부각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유해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업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피해자

의 고통에만 집중한 묘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이 회복할 수 없는 사건을 당

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피해의 순간에 영구적으로 정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권김현영, 2018). 연구회의 교사들은 

이러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은 후 피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받았는지에 

주목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어떠한 폭력을 폭로하고 있

으며 이것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

업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 사례와 같이 교⋅내외 연구모임에서 만든 수

업 자료들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성평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또 학계의 전문가들에게는 이러

한 교류가 교육 현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학계와 연계된 전문가 컨설팅을 도입하거나, 교육청의 성평등 교육 전문관을 

확충하고 교사들이 필요 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마련하는 등 학계 전

문가와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교사들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박철희⋅김왕준⋅이태구⋅이정윤⋅민경용

(2017)의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와 같이, 전문가 컨설팅

은 모든 연구 모임에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연구 모임에 한해, 자발적 

요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 및 그에 따른 결과 

보고가 자칫 성평등 교육 연구회가 개발하는 수업 내용, 연구회의 운영 방식 등

에 대한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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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결과

본 연구는 기존의 성평등 교육에 대한 연구가 양성평등교육의 추진체계와 실

태 분석,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 드러나는 명시적인 내용 분석 등에 집중되어 있

으며, 실제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의 경험이 충분히 연

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교사들의 경험에 주목하지 않는 

연구경향과 달리 현실에서는 2017년 즈음부터 성평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

발적인 노력을 하는 교사들의 존재가 초등교사들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서적을 

통해 가시화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최근 성평등 교육을 적극적

으로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이 어떠한 주체들인지를 탐색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성평등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이 성평

등 교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협상을 드러내고 이러한 긴장을 초래하는 

사회적, 제도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과정, 그

리고 이들에게 성평등 교육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2010년

대 후반 페미니즘 재부상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게 된 

청년 여성들로서 성평등 교육을 페미니즘 실천의 일환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별 고정관념, 외모강박, 여성혐오, 역차별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을 접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교육의 필

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 양성평등교육은 여러 한계점을 가

지고 있어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이

들은 기존의 양성평등교육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새로운 내용과 방식의 성

평등 교육을 시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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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발견되

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살펴보았다. 성평등 교육은 수업을 통한 직접적인 

교육, 그리고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등을 통한 간접적인 교육 양자 모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익숙한 성별 고정관념, 성별이분법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

발해 점차 젠더불평등한 현실을 인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여학생과 규범적 남성성에서 벗어나는 남학생들을 임파워링한다. 셋째, 교육과

정 재구성을 통해 기존 교과 내용에 성평등 관점을 더한다. 넷째, 학교 내 성별

화된 관행이나 성차별적 용어들을 바꾸어 나가며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기능하

는 학교 문화를 보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다섯째, 학부모의 인식 개

선을 위한 노력, 아버지의 돌봄 책임 분담을 위한 개입 등을 통해 성평등 교육

을 가정으로까지 확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평등 교육이 교육과정과 교

과서 상의 내용들로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차원의 실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교사들의 페미니즘적 성찰과 초등교육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며 초등학

교 성평등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구현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식의 부분성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교사 본인의 관점을 

‘객관적이고 자명한 진리’로 간주하고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계몽시키거나 학생

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경계한다. 대신 대화와 질문, 토론을 통해 학생들

이 스스로 깨달아 갈 수 있는 수업 방식을 지향한다. 이렇게 학생 스스로 깨닫

는 것을 돕기 위한 장치로 구체적 체험과 활동을 통한 교육 역시 병행되는데 이

는 초등학생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러한 체험을 통한 교육은 타

자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봄으로써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타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한편 초등 성평등 교육에서는 학

생들의 일상 속 경험들을 교육의 자원으로 자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

은 교과서 속 당위적인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결되어 보

다 학습자들에게 보다 와 닿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학

생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기초적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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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나마 경험을 이론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연구참여자들은 성평

등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내용을 스스로 체현함으로써 교사의 

외양, 태도, 용어 등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교실 환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그 안에서 학생들이 성

평등한 관점, 해방적인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초등학교 성평

등 교육의 특징적인 방식이다. 1년간 교사와 학생들이 매일의 일상을 함께 하는 

초등교육의 특성은 ‘교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성평등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긴장, 그리고 협상을 드러내었으며 이를 현재의 성평등 교육이 놓여 있는 사회

적, 제도적 맥락 위에서 해석하고자 했다. 먼저 한국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협

소한 인식,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와 청소년들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성담론이라는 3가지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 여

기에 더해 성평등 교육이 현재의 교육과정 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

으며, 관련된 성취기준이 부재하고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제도적 요인 또한 성평등 교육을 할 때 교사들이 곤경

을 겪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적 맥락 위에서 성평등 교육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

이 초래되고 있다. 첫째, 성평등 교육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 이 둘 간의 간극이 큰 주제로는 ‘위계적

인 성별권력관계와 젠더불평등에 대한 내용, 성교육,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

3가지가 언급되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3가지 주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과, 다루기 다룰 수 없게 만드는 현실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선’을 찾기 

위해 갈등하고 있었다.

둘째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학교 내 부정적 인식과 오해가 발생한다. 성평등 

교육이 교육과정 상에 존재하지 않고, 법정 시수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

서 성평등 교육은 ‘불필요한’ 교육 또는 민원을 유발하는 ‘위험한’ 교육으로 여

겨지고 있다. 또한 성평등을 양 성 간의 기계적 평등으로 이해하는 협소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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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연구참여자들의 성평등 교육은 ‘과한’, ‘편파적인’ 교육이라는 시선을 받기

도 한다. 이러한 학교 내 부정적 인식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직장 내 평판과 

인간관계, 커리어 등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학교에서 티를 

내지 않고 교실 내에서 ‘혼자 조용히’ 성평등 교육을 하게 만듦으로써 이러한 

교육을 동료교사들과의 협업이나 학교 전체로의 확장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어

렵게 만든다. 따라서 원활한 성평등 교육을 위해서는 동료교사와 학교 전체의 

인식이 함께 변화해 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는, 학부모의 민원이나 언론 및 외부 단체의 공격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 교육청, 교육

부 등 상급기관이 교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으며 교사 개인이 모두 대응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민원이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환경은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경험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공유하거

나, 교류하고 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평등 교육을 지속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 연구참여

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활용해 협상해 나가고 있다. 첫째로는 페미니즘

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온건한 방식으로 말을 건넴으로써 반감을 줄이고 성

평등 교육을 학교 전체로 확장해 나간다. 둘째로는, ‘민감한’ 주제들의 경우 교

사의 직접적인 설명 대신 그림을 보여주거나 관련 동화책을 읽어주고, 해외의 

법과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단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허용되는 선 안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육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셋째

로는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교사 및 조직 내 관계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성평등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협상력, 발언권, 신뢰를 획득해 나

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취하게 되는 맥락과 내재된 의도를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기존 질서에의 순응이 아닌, 그 안에서 성평등 교육을 지속해나갈 수 있

는 틈새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

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들을 교사 개인의 협상을 통해 돌파

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며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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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변화를 제안

하였다. 첫째,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성평등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장의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

평등 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수업 시수가 보장되고, 계열성 있는 내용으로 교

육과정에 포함될 때 비로소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성평등 교육 의무화는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

을 공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에 대

한 부당한 공격과 민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교사와 예비교사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성평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

로 교사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 교사 대상 법정 의무교육에 성평등 

교육 연수를 포함함으로써 교사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보다 심화된 내용을 접하기 원하는 교사들을 위해 페미니즘의 이론적 자원

을 공급할 수 있는 선택 연수를 도입해야 한다. 또 교대 및 사범대와 같은 교사 

양성기관에서도 여성학 및 성평등 교육 관련 강의를 적극 도입하고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성평등 교육에 있어 다양한 순기능

을 가진 성평등 교육 연구 모임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귀 기울이며 

성평등 교육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의의 및 함의를 갖는다. 첫째로는, 기존 연구

에서 드러나지 않던 다양한 측면의 실천들을 성평등 교육으로 의미화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성평등 교육을 교육과정, 교과서 상의 관련 내용으로 한

정하여 검토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초등

학교 교실 맥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실천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학급경영

과 생활지도 측면에서의 간접적⋅미시적 실천들,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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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관점 도입, 교사의 체현을 통한 성평등 교육,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기능하

는 학교 관행과 문화를 성평등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 가정 내 성평등 교육

을 연계를 위한 노력’ 등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의 내용들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

한 차원의 실천들을 통해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둘째로는, 성평등 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드러내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별 

고정관념, 외모강박, 여성혐오, 역차별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 현장의 문제들로

부터 시작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자원을 성평등 교육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역차별 담론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

는 현 한국사회에서 젠더불평등한 현실을 인지하게 하며, 타자의 위치에서 세

상을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성평등 교육은 그 필요성

과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평등 교육이 기존의 학교 

교육이 추구하면서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를 보완해주고 있으며 그 교

육적 가치가 뛰어남을 밝혔다. 그 예로 기존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

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학생과 규범적 남성성에 부합하지 않는 남학생들은 

기존의 학교 교육 안에서 충분한 전인적 성장이 불가능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성평등 교육은 이러한 주체들을 임파워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 페미니

스트 페다고지 측면에서 실천되고 있는 대화, 토론 중심의 수업, 체험을 통해 

타자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은 현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지향점들

(학생 중심 수업, 심미적 역량 강화)과도 일치함을 드러내었다. 이는 현 교육과

정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실현하는 데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드러내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전략들을 페미니즘 실천이자 저항

으로 의미화 했다. 따라서 ‘온건하게 말하기’, ‘간접적으로 교육하기’ 등 이들이 

성평등 교육을 할 때 활용하는 전략과, 그 결과 선택된 성평등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단순히 보수적인 것 또는 기존의 질서를 강화하는 것으로만 독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 그 안에 존재하는 저항과 보이지 않는 실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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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성평등 교육이 다소 보수적인 방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사 개인의 한계가 아닌, 사회적⋅제도적 맥락이 야기하

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수도권, 2-30대 교사들의 성평등 교육 경험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교사들 및 비수도권 지역 교사들의 성평등 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가 후속 과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9명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

한 나머지 2명의 비수도권 연구참여자들 역시 시 단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

다. 따라서 비수도권, 군 단위의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성평등 교육 경험과 

그들이 놓여있는 맥락이 보다 탐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최근 성평등 교

육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는 2-30대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

으로 성평등 교육 연구 모임 조직 및 도서 출간 등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

나, 이전부터 성평등 교육을 해온 중장년층 교사들 역시 존재한다. 이들의 경험

은 또 다른 맥락에 놓여 있을 것이며, 교육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험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의 의

미나 필요성이 변화해온 과정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여성

위원회 등 이전부터 성평등 교육에 힘써온 중장년층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후

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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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potted in the 2018 petition for mandatory feminism education, the society’s

interest and requests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have recently increased. However,

specific regulations or standards related to gender equality education are absent in the

curriculum. As a result, the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schools currently rely on individual teachers’ perspectives and wills and is

conducted at their discretion by some able teachers. Therefore, based on the

experienc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are conduct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and unravel the difficulties and negotiations

experienced by teachers in the course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The participants were young women who became to self-identify themselv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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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sts through the feminism reboot, giving meaning to gender equality education

as a part of feminist practice. They realized the need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from the problems they encountered at school sites. The participants have been

attempting new content and methods of gender equality because the school’s exist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was not enough or inadequate to solve these problems.

Their gender equality education consists of the following. First, it starts by making

students unfamiliar with gender stereotypes and dichotomy that they took for granted,

gradually going on to recognizing gender inequality in reality. Second, empowering

boys who don’t conform to normative masculinity and girls. These contents are

taught through formal classes based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curriculum from a

feminist point of view, but also through indirect and micro-practices such as life

guidance and class management. Practices to transform the school culture which

functions as a potential curriculum into a more gender-equal direction and efforts to

expand gender equality education into the family can also be seen as part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short,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reality, consists of various

aspects of practices that are not limited to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or

textbooks.

The following feminist pedagogy is being implemented in elementary gender

equality education as a combination of the teacher’s feminist refl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education. First, the teacher needs to be wary of

injecting correctness in one direction, and aim for an educational method where

students realize by themselves through questions and conversations. Second, allow

such realization to happen through specific experiences and activities, as well as

providing the experience of viewing the world in the object’s place. Third, use

everyday experiences as a resource for learning. Fourth, the teacher needs to

indirectly educate by embodying feminist values through their own body and

behaviour. Fifth, allow students to naturally acquire gender-equal perspectiv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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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s by composing a gender-equal classroom environment and culture.

In the course of provid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 various

tensions and difficulties, which stem from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ext in

which current gender equality education lies. Social factors such as a narrow

understanding of the gender equality concept, backlash against feminism, aversion of

sexual minorities and conservative gender discourses that do not view students as

sexual subjects have influences on site. Meanwhile, the lack of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the lack of an institutional safety net to

protect teachers who conduct gender equality education is operating as an

institutional factor against gender equality education.

Accordingly, teachers experience the following difficulties in provid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First, they experience the gap between what you want to say and

what you can say, struggling to coordinate the “fine line” between. Second, gender

equality education is considered ‘unnecessary, excessive, biased’ education within

schools, and teachers who provide gender equality education are often considered

‘sensitive, overreacting’ people. This negative perception not only leads to

psychological atrophy but also practical sanctions on gender equality education. It

also makes it difficult for teachers who provide gender equality education to reveal

their interests in schools and to collaborate or interact with each other-thus gender

equality education is only conducted in their respective classrooms as an ‘individual

practice.’ Third, individual teachers have to anticipate and respond to expected

complaints or external attacks when provid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eachers are using the following strategies to continue

gender equality education. First, instead of directly exposing feminism, they try to

include feminist perspectives in moderate terms and ways of speech. Second, in the

case of ‘sensitive’ topics, rather than directly explaining them, the teacher takes a

strategy of indirectly educating them within acceptable lines, such as showing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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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or pictures and reading fairy tales. Third, make additional efforts to build

trust in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ellow teachers to gain bargaining power and

the right to speak. These strategies can be seen as efforts to create and expand gaps

to continue gender equality education under various limitations and constraint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result shows that despite the need and value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there is no institutional basis for stable implementation. The

reality is that teachers must overcome difficulties arising from institutional and social

contexts through individual negotiations. Thus, institutional intervention and long

term policymaking are required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to be more stable and

qualitatively developed.

Keywords: gender equality education, feminist pedagogy, elementary gender equality 

education, feminism education, feminist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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