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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와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요인들을 탐구해보았다. 최근에

불거진 성 관련 사건과 논란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 인지 감수성

(gender sensitivity)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

의 목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 현장에서 성평등

문화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사회과 등의 교과에서 성평등 교육이 주

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어떤 영역에 집중되었는지부터

고찰했다. 그 결과 교과에서의 성평등 교육은 특정 성에 대한 적

대적 시선을 바탕으로 한 차별 문제,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의 사

회 역할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루어지는

다방면의 성 관련 논란들이 꼭 명시적 차별 문제로 인해 도출된

결과는 아니라는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를 실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성차별주의는 성평등적 교수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하위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하위가설 1. 초등학교 교사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약할수록 높은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위가설 2. 초등학교 교사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약할수록 높은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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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중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담당해 본 경험이 있는 담임교사

2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를 독립변인으로, 성별, 나이, 교직 경력, 양성평등 연수 이수 횟수,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통제 변인으로, 성평등적 교

수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양상에 따라 표본을 네 집단으로 나누어

분산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사의 성차별주의는 성평

등적 교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적대

적 성차별주의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 ‘초등학교 교사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약할수록 높은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와 ‘초등

학교 교사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약할수록 높은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모두 채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사들은 명시적으로 보이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

금까지 교사 대상의 연수와 학생 대상의 학교 교육에서 공식적으

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다룬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이러

한 결과를 참고하여 다른 차원의 성차별주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

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온정

적 성차별주의는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자각

없이 적대적 성차별주의에만 집중하여 성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교사들의 성평등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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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과 교육 실효성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각을 갖춘 성평등 의식 교육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두 종류의 성차별주의를 불문하고 성역할과 성별 특성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이 교사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회귀분석 결과를 봤을 때, 경쟁적 성역할 분화와

보완적 성역할 분화 항목이 동시에 종속 변인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성역할 분화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성별에 맞는 분야와 역할이 따로 있다고 믿는 시각을 의미한

다. 교사들은 사회에서 맡는 직업이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많

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성별 특성 고정관념에서는 아직 자유롭지 못

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회적 역할과 가정에서의 일

분담에 관해 논의하기에 앞서, 더 근본적인 개인적 특성과 성격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인의 영향력을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첫째, 통계적 검증 결과를 보면 양성평등 교육 연수가

교원들의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를 진작시키는 데 큰 일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 연수의 내용과 방

법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기에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교사들의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학생들의 시민성 함양을 위

해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에 현행 유지를 옹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회과와 같은

교과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주제를 다루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

현을 도모하는 데 있어 현 사회의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학습 제재

로 다룬다면 학생들이 좀 더 자신의 문제로 밀접하게 느끼고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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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민주 시민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양가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평등교육, 성평등적 교수 태도

학 번 : 2018-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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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에 불거진 성 관련 사건과 논란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 인지 감

수성(gender sensitivity)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성 인지 감

수성이란 성(gender) 이슈를 감지하는 능력으로서 “사회적 남녀 유별화

에 따른 성차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즉 젠더 이슈를 인지하는 능력”

을 말한다(강선미, 2005: 12). 여기에는 넓게 성평등 의식과 그 실천 의

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성평등 의식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받

아야 한다는 인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사회에서

젠더 권력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성 인지 감수성 양성을

위해 정치, 기업,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는 성평등 교육은 크게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그리고 교원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양성

평등 연수로 분류할 수 있다.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영역

에서 ‘인권 교육’이라는 큰 학습주제의 내용 요소로 양성 평등이 제시되

고 있다. 학교현장의 양성평등 교육은 대부분 일·가정 양립문화에 중점

을 두고 학습 내용이 전개된다. 사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남녀 혐오와 갈

등, 성희롱 문제, 동성애 등의 젠더 이슈들이 많아진 것에 비해 2015 교

육과정에서는 오히려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성평등 교육의 비중이 줄어

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성평등적 관점에 의거한 교육과

정과 그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제작하려고 노력 해왔다. 하지만 다른 주

제와 비교하여 그 내용의 양과 중요도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현

실이다. 초등학교 사회과는 관련 내용으로 오늘날의 사회 변화를 다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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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할의 변화, 성 고정관념 개선, 성차별의 원인과 해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 단원으로서 양성평등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며

오늘날 사회의 변화와 인권·차별 문제를 다루면서 학습 제재로서 이를

다루고 있다. 성평등 문제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갈등 영

역이지만 국가 수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관련 의제를 중요하게 다루

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외(2012)은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

조사를 통해 그 장애 요인을 연구하며 교육 현장에서 사회과 과목 시간

에 양성평등 교육 시간을 공식적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양성평등교육 관련 활동 경험은 초등학교 시기에 성평등 실천에 영

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안상수 외, 2012, 377p).

그에 비해 사회과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

다. 최정윤(2006)은 사회 교과서 집필자의 성차별적 태도가 교과서 내용

의 성차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교과서의 성차별성이 학습자

의 성차별적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고찰하였다. 구정화

(2011)는 초등 사회 교과서에서 성평등 내용 단원(성역할의 변화)과 다

른 단원(경제)간 성평등 관점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옥일남

(2015)은 지금까지 양성평등을 꾸준히 강조해 온 결과로 인해 사회과 교

과서에서 성차별적 묘사나 설명은 많이 사라졌지만, 주로 여성의 차별에

치중되어 있고 남성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

문에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나(2016)는 이런 연구 추세에 대해 지금까지 교과에서 다룬 성차

별 담론이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놓고

차별행위를 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에만 몰입해 있었다

고 지적했다. 사회과 학회지들에 게재된 성평등 교육 관련 연구들은 모

두 적대적 성차별주의만을 성차별로 다루고 있었다(이미나, 2016). 이런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교육 현장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수업

으로 실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개선되고 있다. 학생들과 교사들

도 모두 이러한 차별주의가 옳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여성에 대한 긍정적 편견을 바탕으로 한 ‘온정적 성차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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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volent sexism)’는 아직 차별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배

려, 사회적 매너 등으로 포장되어 교묘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온정

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별개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사회

에서 다루었던 성역할 담론뿐만 아니라 남녀의 사적 관계, 성별 능력에

까지 집중하고 있다. 이미나(2019)는 여고생들이 지니고 있는 양가적 성

차별주의(적대적/온정적)를 분석하고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고생들의

행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에 대한 논의로 지금까지

다루었던 성차별주의에서 더 나아가 현대적 형태의 온정적 성차별주의도

교육과정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관점에

서 벗어나 더 다양한 시각으로 성 문제 담론을 바라 보아야 하는 필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최윤정 외(최윤정 외, 2019)는 초중등학교 성평등 교육의 현실을

연구하여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학교 현장을 보여주었다.

특히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성차별적인 학교 교육 환경과 교사들의

언행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토로했다(최윤정 외, 2019, 41p). 보고

서는 단발성에 그친 성평등 교육과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성차별적 교육 환경을 문제로 제시하며 학교 시설의 물리적 여건 개선,

교사들의 인식 변화 등 그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의 연구들과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잠재적 교육

과정에 들어 있는 성평등 교육은 교육 주체들의 성평등 의식을 발전시키

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 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교사들의 성평등 의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성평등 교육의

내용 또한 단일 차원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지금까지 교육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성차별주의를 포함할 것이고,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

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학생들의 하루 생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문화

가 그들의 젠더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보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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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사회과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은 지식을 흡수하는 것

에서 나아가 생활 속에서 꾸준한 문제 의식과 실천을 통해 바람직한 태

도를 함양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2015 개정 교육과

정)”

이러한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내용

학습보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은연중에 느끼게 되는 경험과 깨달

음이 더 중요한 몫을 한다. 실제로 성평등한 학교 문화는 학생들의 성평

등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도 하다(안상수 외, 2012, 377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문화 중, 교실 속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양

식을 공유하며 그들의 시민성을 양성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다루어 보

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교과서의 성차별

적 내용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구체적 수업 장

면이나 생활지도 상황에서 교사들이 어떤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 개인의 성평등

의식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교수 태도(pedagogical attitude)는 교사

들의 “개인적 태도와 달리 교실 수업과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태도

를 내보일지에 관한 문제”이다(조대훈, 2011). 이는 교사들의 개인적 인

식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 현장에서의 행동 의지와 실천 영역과 맞닿아있

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본인의 가치관과 교과 지식,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맥락에 맞게 결합하여 독자적인 교수 행위를 하는 주체이다. 이

러한 교사들의 사고 과정과 교수 행동은 ‘실천 이론(personal practical

theories)’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성

평등 의식이 교과 지식 및 학생들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결합하여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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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태도 및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성평등적 교

수 태도를 보고자 할 때 교사 개인이 어떤 성평등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하면 개인의

태도와 의식이 구체적인 행동 의도를 지니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는 주

관적 규범, 행동 통제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다. 이 메커니즘에

의해 안상수 외(2012)는 학생들의 높은 성평등 의식이 적극적인 성평등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한정짓지 않고 온정적 성차별주의까지 포함하여 독자적인

두 성차별주의가 성평등 실천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았

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양가적 성평등 의식과 교

실에서의 성평등 실천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날지를 보고자

한다. 특히 교사들의 교수 태도, 성평등 실천에 의해 학생들의 성역할 태

도가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봤을 때(허순희, 1987) 구체적인 수업 상황

에서 교사들이 어떤 교수 태도와 행동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

이 학교 현장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양가적 성차별주

의(ambivalent sexism)를 활용하여 성평등 의식 수준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성차별주의 관점은 적대감과 혐오감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

한 편견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Glick과 Fiske(1996)에 의하

면 성차별이 이렇게 단일적인 부정적 감정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동시에 가지면서 양가적인 형태로도 드러

날 수 있다. 온정적 성차별의식(benevolent sexism)을 지니고 있는 사람

은 여성을 보호해야 할 연약하고 성스러운 타자로 인식하여 그들에게 친

절한 행위를 베풀고자 하고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 또한 여

성을 소극적이고 주변적인 존재로 공고화하며 은밀한 성차별주의를 조장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보이는 사람들은 적대적/온정적 두 종류의 성차

별주의를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 반면 둘 중 한 가지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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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주의만 우세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은 적대적 성차별주

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많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비해 더 높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성차별주의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성평등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성평등 교육의 지향점으로 삼고자 한다.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들의 성평등 의식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모습을 띠고 있었다. 실제로 최윤정 외(2019, 88p)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무거운 것은 남학생에게 들게 하는 관행은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제기한 응답들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이 나온 것을 봤을 때 교사

들이 은연중에 여학생들에 대한 보호 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할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

미나(2016)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음에

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이유는 사회가 단일 시각의 적대적

성차별주의만 다루고, 그 외에 교묘히 진행되고 있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등을 인식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 성차별의식(적대

적, 온정적 성차별주의)이 그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실질적으로 영

향을 주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성숙한 성평등적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사회과 교육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

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성차별의식이 성평

등적 교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의의를 탐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7 -

  이와 같이 설정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주

의와 교수 태도에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

다. 우선 성차별주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고찰한 뒤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개념을 알아보았고, 그 하위요소들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수 태도의 의미를 고찰해보고, 본 연구에서 말

하고자 하는 성평등 교육의 의미에 대해 엄밀히 정의하였다. 각각의 이

론과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초등학

교 교사들의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사회적 요구와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서며 성평등 관련 내용의 중요성이 희미해진 현 시

점에서 다시 관련 교육에 대해 고찰해보고 그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교

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

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실태를

보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경각심을 지닐 수

있다.

● 초등학교 교사들의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초등학교 교사들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가?

- 초등학교 교사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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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평등 교육은 사회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제언을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표Ⅰ-1>은 사회

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중 일부로서 성평등 주제의 수업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부분이다.

<표Ⅰ-1>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문화 영역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사회

･

문화

연구

방법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정확하

고 올바른 탐구를 위해 다양한

관점과 연구 방법이 활용된다.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활용

개인과

사회

개인은 사회를 통해서 성장하

고 사회는 개인의 역할 수행을

통해 유지, 존속된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

사회화,

사회적

지위와

역할, 역할

갈등,

사회집단

문화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이해

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

다양성 및 변동 양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

다.

문화,

편견과

차별,

타문화

존중

문화, 문화

이해 태도,

대중매체,

대중문화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사

회 불평등과 관련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분 제도,

평등 사회

차별, 갈등,

사회문제

현대의

사회

변동

사회 변동 양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

한 사회가 실현된다.

가족

형태의

변화,

지속가능

한 미래

사회 변동,

현대사회의

변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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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개념을 통해 편견과 차별이라는 것이

여러 양상을 띠고 다른 층위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

러한 점은 ‘문화’ 개념과 엮어서 더 고민해 볼 일이다. 또한 성차별주의

인식에 의해 개인의 특성보다는 성별 특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사회

역할을 부여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개인과 사회’ 개념

과 관련지어 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본 연구의 주제가 사회과 ‘사회·문

화’ 영역들의 하위 내용으로 고찰해 볼 만한 문제를 많이 함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시의성 있는 사회과 이슈로서 관련 주제의 중요

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성

차별주의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전통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논의는 꾸준

히 지속되어 왔고 특정 대상에 대한 경멸적 시선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정의 효과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차별주의는 일·가

정에서의 역할 양립 등과 같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습 내용으

로서 꾸준히 다루어져 왔다. 결과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남녀 역할에 대

한 편견을 없애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

는 그에 비해 좀 더 개인적 대인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기저에 깔

린 편견에 집중한다. 공적 영역의 사회/직업 역할보다는 남녀 관계에서

각각의 성별에 기대하는 특성과 행동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온정적 성차별주의까지 함께 다루었다는 것은 좀

더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개념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과가 지금까지 잘 다루지 못했던 사적 영역에서의 논의를 했다는 데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사회

변화,

일상생활

의 변화

사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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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Crocco(2001)에 의하면 사회과 교육은 공동체와 가정의 영역에서 시

민 역량을 쌓는 것보다 공공 영역에서의 일과 정치와 관련된 시민 역량

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 결과,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담론은 거

의 부재하다. 교육과정에는 우정/연애관을 포함한 사랑과 연대, 가족관,

결혼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맺는 대인 관

계와 가족, 결혼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인간은 사회

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민성을 형성하

고 이를 토대로 사회로 나아간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논

하기에 앞서 개인들 간의 관계와 사적 영역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런 맥락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성차별주의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타인과

의 관계에 관한 미시 담론의 공백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다.

마지막으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성차별, 성평등 의식

관련 연구들은 대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들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학생

들과 생활하며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육 주체에 집중하였다. 또

교사들이 본인의 젠더 의식에 대해 고민해 볼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최

문선, 2011) 이러한 연구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성평등

의식과 교수 태도를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때문

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설문 연구의 경우는 무선

할당을 하는 것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개인 연구자가 무선할당을 실시하여 각 연구 참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참여 의지를 물어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려움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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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무선표집은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침해할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

의 자발성을 고려하여 표집하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지

인들, 그리고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집 문건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교사들이다. 해당 커뮤니티는 초등학

교 교사들이 수업과 학교 자료를 활발하게 공유하는 곳이라서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덧붙여,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구의 특성상

데이터 수집 초기에는 20대와 30대의 참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 또

한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했을 때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40, 50대의 연구자만 따로 모집을 하여 표본의 비율을 조정

하였다. 최종적으로 60대 참여자들이 전무했지만 실제 교직에서도 60대

교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으므로 이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의 특성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참여자

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측정되었다. 자기 보고식 설문 문항에 스스

로 체크하는 형태로 참여했기 때문에 교사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이념과 행동을 기준으로 응답했을 수 있다. 실제로는 자신이

응답한 것과 다르게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답이라 의도

적으로 다르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

으나 실제로 자신이 가지는 암묵적인 태도와 의식은 아닌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설문기법이 아니라 관찰 기법으로 측정하게 된다면 더 정

확하고 자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실에서 교사들

의 교수 행동과 태도를 일일이 관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설문 연구를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참고하여 척도를 선정했으며, 결과를

분석할 때 본 연구 참여자들의 신뢰도까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덧붙여

통제 변인을 위한 참여자들의 배경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응답자들이

본인의 신분과 관련해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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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도록 실험 환경을 조성하였다.

셋째, 종속 변인의 후속 영향에 대해 논의가 더 나아가야 한다. 본 연

구는 독립 변인이 교사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했다. 여기서 본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교

사들의 교수 태도가 실제 수업 장면과 생활지도 상황에서 교수 행동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사들의 태도와 행동이

학생들에게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하고 있다. 따라

서 실제로 종속 변인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보기 위해서는 위 전제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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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양가적 성차별주의

1)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개념

⑴ 전통적인 성차별주의와 측정

성차별주의(sexism)는 ‘개인의 흥미나 능력과 같은 특징들을 무시하고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하여 특정 성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여하는 편

견과 차별,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공고화하는 이데올로

기’를 말한다(김춘경 외, 2016). 이러한 성차별주의는 하나의 성별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사상을 기저로 하고 있다.

사회정체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은 내집단(자신

이 속해 있는 사회적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집단과 비교하

면서 자존심을 보존하고자 한다. 이처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본인이 그 일부라는 자각을 하는 것을 ‘사회 정체성’이라고 한다(Tajfel,

1982). 높은 사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내집단을 우월하게 여기고 외집

단을 격하(outgroup derogation)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인류 역사

상 가장 오랜 기간동안 강력하게 내/외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성별

이었다(Maccoby, 1988).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 집단은 사회적으로 소수집단으로서

차별을 받아왔고 그에 대항하여 여성주의 운동(feminism)이 20세기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다. 여성주의 운동은 초기에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종류의 성

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 이르러서

야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를 시행하면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조금씩 대

두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성별에 근거한 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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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불평등 문제를 언급할 때, 보편적으로 여성을 차별받아왔던 집단으

로 떠올리고 있다. 그에 따라 성차별주의를 논의할 때도 대개 ‘여성에 대

한 태도’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기존의 성차별주의를 측정한 국내외 도구들의 측정 영역은 크게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태

도를 측정한 것이다. 둘째,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을 조사한 것이다. 셋째,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

다. 이 중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인식을 보는 척도가 제일 보편적이

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측정하기보다는 다수의 영역이

중첩되어 포함된 경우가 많다. <표Ⅱ-1>는 국내외의 성차별주의 측정

도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Ⅱ-1> 전통적 성차별주의 측정 도구

측정 도구 학자 특징

Attitudes

Towards Women

Scale(AWS)

Spence &

Helmreich

(1972)

여성의 권리(독립, 음주 등), 책임

(결혼 관계, 예의범절), 사회 역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성차별 의식을

측정 (55문항)

Sex-Role Attitude

Scale(SRA)

Osmond &

Martin

(1975)

·여성과 남성 모두에 대한 태도 포

함

·여성과 남성의 가정/사회 역할,

행동 특성 등 성역할에 대한 전통

적/ 현대적 성역할 태도에 근거

(32문항)

Sex Role

Egalitarianism

Scale(SRES)

Beere et

al. (1984)

부부, 부모, 취업, 사회적 관계, 교

육에서의 성역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등주의를 측정 (95문항)

Old Fashioned

Sexism

Swim,

Aikin, Hall

·위의 AWS와 상관관계가 높은 여

성에 대한 태도 측정(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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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의 성차별주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통적으로 보는 것

이 바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태도이다. 성차별주의가 특정 성 집

단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각 측정

도구에서 여성의 사회적, 가정적 역할을 수동적으로 규정하고 그렇지 않

은 행동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높은 성차별주의를 보이

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위와 같은 성차별주의는 외현적 성차별(overt sexism)으로서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불평등한 대우가 명백하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

에 해당한다(Benokraitis & Feagin, 1995).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성차별

주의에는 외현적 형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차별주의인지 확실히 인식

할 수 없는 교묘한 형태(subtle sexism)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졌다(Benokraitis & Feagin, 1995; Swim, 1995; Tougas et

al., 1995; Glick, Fiske; 1996).

⑵ 현대적 성차별주의와 양가적 성차별주의

전통적인 성차별주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태도와 행동을 보고자 하

는 것이었다면, 현대적 성차별주의는 사회 전반에 보다 은밀히 내재되어

Scale(OFS)
& Hunter

(1995)

·표<Ⅱ-2>의 MS 척도와 같이 개

발해서 전통적/현대적 성차별주의

를 비교하고자 함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김양희,

정경아

(2000)

·가정영역/학교영역/직장영역/사회

영역의 네 영역에서 성역할 및 성

별고정관념적 태도를 측정

·성차별 인지도와 정책에 대한 의

견, 권력 인식, 행동 규범 등 포함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가

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성차별주

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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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성차별주의적 태도를 분석하고자 했다.

Benokraitis & Feagin(1995)는 성차별주의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외현적 성차별(overt sexism), 즉 전통적인 성차별주의라 볼 수

있다. 둘째, 은폐된 성차별(covert sexism)로서 겉으로는 성평등주의자처

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차별적 대우를 실행에 옮기는 형태다. 특히 이 유

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이념과 행

동, 즉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차별주의 측정 도구를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

막으로, 교묘한 성차별(subtle sexism)은 사회 구성원들이 관습적으로 하

는 행동이기 때문에 심각한 성차별로 인지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Swim et al.(1995)도 성차별주의를 두 유형으로 분류

했는데, 전통적 성차별(old-fashioned sexism)과 현대적 성차별(modern

sexism)이다. 전통적 성차별이 여성들의 성 역할을 가부장적 질서에 순

종적으로 정의한 것이었다면, 현대적 성차별은 더 나아가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적극적 조치 등의

정책 등 보다 미묘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을 포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

다.

현대적 성차별주의를 논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성별의 역할 분담과

행동 특성을 다루는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

의 정책 지지까지 검토하게 되었다. Tougas et al.(1995) 또한 새로운 형

태의 성차별주의(neo-sexism)를 제시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인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정책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현대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한 도구들을 정리한 것은 다음 <표Ⅱ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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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현대적 성차별주의 측정 도구

마지막으로 Glick & Fiske(1996)는 이러한 현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

해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

하면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

고 여성에 대한 우호적 감정, 보호 의무 등의 호의적 감정이 뒤섞여서

나올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여기서 전자를 적대적 성차별주의

(hostile sexism), 후자를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라고 명

명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전통적 성차별주의와 같은 개념으로서, 여성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남성들이 누리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척도 이름 학자 특징

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Scale(SATWS)

Benson &

Vincent

(1980)

·전통~현대의 중간 단계에 해당

·권리, 사회에서의 성차별 현상에

대한 지지, 여성 운동에 대한 인식,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 등의 태도

(40문항)

Modern Sexism

Scale(MS)

Swim,

Aikin, Hall

& Hunter

(1995)

·표<Ⅱ-1>의 OFS 척도와 같이 개

발해서 전통적/현대적 성차별주의

를 비교하고자 함

·미묘한 성차별주의를 측정(8문항)

Neo-Sexism

Scale(NEO)

Tougas,

Brown,

Beaton &

Joy(1995)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얼마

나 지지하는지 여부를 측정함(11문

항)

Ambivalent

Sexism

Inventory(ASI)

Glick &

Fiske(1996)
본문 서술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안상수

외(2007)

위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한국 사회에 맞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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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비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반대로 온정적 성차별주

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섬세하고 잘 포용하는 성격적 특성을 여성에게, 의젓하고 책임감

있는 특질을 남성에게 부여하여 이를 추켜세우며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논리로 쓰는 것이다. 이처럼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기존의 사회

구조적 성별 권력 구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

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안상수 외, 2007).

이러한 양가성을 근거로 권력을 합리화하는 것은 식민주의나 인종차별

에서도 볼 수 있었다(Glick & Fiske, 1996). 예를 들어 제국주의 나라들

은 식민지 나라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를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적대적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동시에 자국이 인본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못 사는 나라를 돌보고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온정적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들은 표면적

으로 봤을 때 이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려서 기저에 깔린 차별 의식을

집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

어서, 여성들은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등의 의견들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내용은 남녀관계에 있어 사회적으로 당

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관행이기 때문에 크게 성차별주의라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 엄마가 방과 후 집에서 반겨준다면 아이들의 정서

교육에 좋다,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등의 진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여성의 능동적 행위를 저해하

고 그들로 하여금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도록 한다. 또한, 생리적

특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 기대로서 교묘히 개인의 재능을 결

정짓는 우를 범하게 된다. 결국 온정적 성차별주의도 전통적 성차별주의

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남성 우위 사회 구조를 공고히 하고 이를 재

생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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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이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때는 적대적 성차

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각각 따로 나누어 측정한다. 두 종류 모

두 높게 나올 경우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은밀한 형태의 성차별주

의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을 보면 사회에서는 높은 온정적 성차별주

의를 가지고 있어도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낮게 나온다면 바람직한 성평

등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이론에 따르면

두 종류의 성차별주의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아야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소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이론에 의하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

별주의는 공통적인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성주의

(paternalism), 둘째,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 셋째, 이성애

(heterosexuality)이다. 이 하위 영역들에서 여성에 대해 적대적, 온정적

감정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먼저 부성주의(paternalism)는 ‘보호적 부성주의’와 ‘지배적 부성주의’로

나뉜다. ‘보호적 부성주의’는 사회적 약자, 즉 여자와 어린이를 건장한 남

성인 가장이 보살펴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말한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면 남성은 능동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생산하는 주도적 지위를 누

릴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다. 반면 ‘지배적 부성주의’는 남성이 더 건강하고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응당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고, 여성은 그에 순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말

한다. 이러한 신념은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지탱하고 전통적 성차별주의

를 관통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다.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타고

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그에 따른

지위가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완적 성역할 분화’와 ‘경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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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분화’로 나뉜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남녀 특성이 각 성별에

맞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성은 홀로 떨어져 완벽할 수 없으며 짝을

지어 서로 맡은 일을 보완해야 온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남자는 사회성을 살려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여자는 섬세한 특성을

살려 육아와 가사일을 하며 서로 돕는 화목한 집안’이라는 신화가 이에

해당한다. ‘경쟁적 성역할 분화’는 타고난 성별 특성으로 인해 남성이 사

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말한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가 두 집단이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의존하고 온전해지는

것에 집중한다면, ‘경쟁적 성역할 분화’는 두 집단의 마땅한 역할 분담으

로 인해 각자 누리게 되는 사회적 위치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성애(heterosexuality)는 ‘이성애적 친밀성’과 ‘적대적 이

성애’로 분류할 수 있다. 이성애는 여성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가지게 되

는 가장 본질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사랑을 열망한다.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

녀간의 사랑이다. Glick과 Fiske(1999)는 남자들이 연인, 아내에게 의지

하게 되면서 여성이 갖는 권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배우자 권력

(dydadic power)을 설명했다. 여기서 ‘이성애적 친밀성’은 남자는 사랑하

는 동반자 여성이 있어야 완전하다는 믿음을 말한다. 이러한 믿음은 남

녀관계를 낭만화해서 로맨틱한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낳을 수

있다(안상수, 2007). ‘적대적 이성애’는 여성이 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

기 위해 성적 매력을 활용한다는 믿음을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 한 웹툰

작가가 상사와 성관계를 해서 입사한 여자 직원에 대한 에피소드를 그렸

다가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사례가 있다1). 이는 여성이 성적 매력을

제외하고는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반감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대적

이성애’의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소를 적대적, 온정적 성

1) 한국경제. “기안84, '상사와 성관계 후 입사' 여혐 논란…靑 국민청원 등장”.
2020.08.1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13320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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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주의의 차원으로 다시 분류해서 정리해보자면 다음 <표 Ⅱ-3>와

같다.

<표 Ⅱ-3>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요소

3)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실태와 영향

⑴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실태

양가적 성차별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사

구분 하위 요소 설명

적대적

성차별

주의

지배적 부성주의

(dominant

paternalism)

남성이 더 건장하고 능력이 있기 때

문에 여성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신념

경쟁적 성역할 분화

(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

남녀는 타고난 성별 특성으로 인해

특정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밖에

없다는 신념

적대적 이성애

(heterosexual

hostility)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남

성을 대상으로 성적 유혹을 쓴다는 신

념

온정적

성차별

주의

보호적 부성주의

(protect paternalism)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애정으로 보

살피고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

보완적 성역할 분화

(complementary

gender

differentiation)

남성과 여성에게 맞는 역할이 있으

며 이를 이행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주며 온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

이성애적 친밀성

(heterosexual

intimacy)

남성에게는 사랑하는 여성이 있어야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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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구성원들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여성을 우

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차별주의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여성들은 ‘여자는 보호해야 할 대상’과 같은 인식을 낭만적

이라고까지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Sarlet et al., 2012). 우양호(2014) 또

한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차별로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현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미나(2016)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본인들을 성평등주의자라고 인지하고 있지

만 실제로는 온정정 성차별주의를 보이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대학생들

또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성차별의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Barreto

& Ellemers, 2005). 오히려 독일 여대생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매너

있고 매력적인 이상적 태도로 보고 있기까지 하다(Bohner et al., 2010).

통상적으로 남녀 모두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만 특히나 성편견이 높은 사회일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의 성별 차

이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보통 성차별주의를 측정했을 때 여

성에 비해 남성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온다는 통상적 결과와 반대

되는 현상이다. 성편견이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들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는 남성들보다 훨씬 낮지만, 온정적 영역에서는 남성들만큼 높은 경

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안상수 외, 2005).

⑵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영향

그렇다면 이렇게 남녀 구분 없이 높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가지고 있

는 현상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고자 한다. 그 영향을 크게 세 가

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의 소극적인 능력 개발과 남성에

대한 의존성이다. 둘째,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여성

에 대한 남성 집단의 차별적 시선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결과

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결국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작용하여 기존의 사회 구조를 지속하는 데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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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성들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익숙해질수록 자주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노력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남성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커진

다(Shnabel et al., 2016).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수동적 입장이 반복될

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진다(Dumont

et al., 2010). 결국 스스로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기보다 남자에게 보호받

으며 안정적인 울타리 속에 사는 것을 편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Rudman & Heppen(2003) 또한 여성들이 남자에게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할수록 본인들의 커리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남성들의 권

력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 파트너를 통해

대리 자아실현을 꿈꾸게 되는데(이미나, 2019), 더 능력이 좋고 사회적으

로 지위가 있는 남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치중하는 경

향이 늘기도 한다(Calogero & Jost, 2011). 이미나(2018)가 수도권 여고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더 높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보일수

록 자기 외모에 대한 감시 행동과 수치심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여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경쟁력보다는 외모 경쟁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자

기 개발을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라 볼 수 있다.

둘째,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결국 전통적인 성 고정

관념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을 이중잣대로 평가할 소지가 있다.

Glick & Fiske(1997)는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지닌 사람들이 가정주부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 집단에는 더 우호적으로 대우하고, 커리어우먼과 여

성 운동가 등의 비전통적 여성 집단에는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지적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김혜숙 등(2005)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보일

수록 미혼모, 매춘부, 이혼녀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

는 온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 비전통적 여성 집단이 ‘보호받을 만한’ 여성

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고, 적대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남성의 지

위를 위협하거나 ‘무시를 당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높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을 섬세하고 성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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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 존중하면서도 그 동시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여성을 따로

분리하여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Abrams et al.(2003)은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성범

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온정적 성차별

주의자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Abrams는 이 현상을 두고 피해자가 성범죄를 자초할만한

문란한 행동을 했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라 설명했다. 이

경우에 피해자는 더 이상 보호와 애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스러운 존

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2020년 상

반기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이다. 이 사건은 텔레그

램의 여러 방에서 일어난 성 착취 범죄를 말한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했고, 이를 텔

레그램 방에서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가해자들 중 미성년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피해자들이 먼저 SNS에 자신의 몸을 찍어 올린 여학생들이라 그런 일

을 당할만 했다는 반응들이었다2).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청소

년이었으며, 그러한 범죄 사건 속에서 ‘보호받을 만한’ 성스러운 여성 집

단과 그렇지 않은 비전통적 여성 집단을 나누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전개3)되었다는 점은 우리 나라 교육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성평등 교육을 받아아 왔는지, 받아야 하는지

를 성찰해보며 교육 현장이 어떤 성차별주의를 기저로 하고 있는지 되돌

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결국 가부장적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Glick et al.(2004)은 16개 국가의 문화 비교연구를

통해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결과적으로 성 불평등(gender inequality)으로

2) 쿠키뉴스. “‘피해자도 잘못 있다‘… n번방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2020.10.01.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0050003

3) 노컷뉴스. “'일탈계'가 n번방 빌미? 또 '순결한' 피해자 검증”. 2020. 03.27.
https://www.nocutnews.co.kr/news/53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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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경로는 이미나(2016)의 연

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Delacollette(2013)의 연구를 적

용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남학생들이 처음에는 여성에 대한 호의적인 감

정으로 여학생들을 돕고 지원하기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우세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되며 상대 여학생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결과적으로 온정적, 순종적인 반응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온정

적/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지만 밀접한 상

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Glick & Fiske(1996)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

는 부분이다.

한편 Jost & Kay(2005)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는 여성일수

록 현재의 사회 체제에 대한 불만이 없고, 변화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익(기사도적 보

호와 매너 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신념으로 인해

그들은 사회 변혁을 위한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차별적 구조를 용인하게 된다(Becker & Wright, 2011).

지금까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은밀하게 내재되어서 사회 구성원들에

게 성차별주의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그 성향

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인해 여학생

들이 수동적인 위치에서 전통적 성 역할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 문제에도 무관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회과에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사회적 문제를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온정적 성차별

주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형태에 순응하게끔 힘을 실어주고 있다.

Case(2007)는 이러한 방식의 성차별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대

학 수업 때 명시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다룬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으며, 도출한 연구 결과를 활용해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성

인지 감수성 변화를 위해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개념을 꼭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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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이미나(2018, 2019) 또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금 더 성평

등한 학교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전통적

성차별주의에서 나아가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교육과정 속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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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평등적 교수 태도

본 장에서는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교수

태도(pedagogical attitude)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한 다음, 교육 현장에서

교수 태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

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성평등

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이를 위해 교사들이 어떤 교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시작하기에 앞서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혼란을 막고자 정책과 학

술 영역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성 인지 교육의 기본이 되는 법령은 ‘양성평등

기본법[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85호, 2018. 12. 18., 일부개정]’이다.

본 법에서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

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학계에서는 ‘양성평등’보다 ‘성평

등’이 더 많이 등장한다. 이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성을

대립적인 두 가지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나 교육과

정과 같은 공식적 문서에서는 ‘양성평등’을, 학술 연구나 보고서 등에서

는 ‘성평등’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구정화, 2011). 본 연구에서

는 교육과정 문서나 연구자의 본 용어 활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양

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1) 태도의 의미와 교육적 연구

태도는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활발히 연구되어 온 주

제이다. Allport(1945)는 태도에 관해 ‘이것보다 더 자주 연구 문헌에서

언급되는 용어는 없다.’라고(홍영일, 2014 재인용) 언급할 정도로 태도는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 연구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 28 -

그에 의하면 태도는 ‘어떤 사람(혹은 물건)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생각

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이다(Allport, 1954). 이 정의를 더

부차적으로 설명하자면 첫째, ‘학습’되었다는 것은 태도가 선천적으로 타

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습득되고 구성된 결과라는 뜻이다. 둘째,

‘성향’이라는 것은 태도가 어떠한 대상과 연결되기 이전에 이미 선행하여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언어로 표현되는 태

도를 통해 한 개인이 어떤 프레임(framework)으로 사회를 인지하고 있

는지를 엿볼 수 있다(홍영일, 2014 재인용; Erwin, 2001).

사회과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학습자의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연구가

꾸준히 실행되었다. 이미나(2008)는 사회과에서 연구된 13편의 학습자

태도 변화 연구물을 분석하여 과연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

한지, 사회과에서 지향해야 하는 태도 교육의 도달점을 역설한 바 있다.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의도하는 것은 태도의 후천적 습득을 가정하는 것

이며,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학생의 대상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고 이

를 수정하려는 행위들은 개인의 포괄적인 성향과 스키마(schema)가 태

도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태도를 연구한 것에 비해 교사들의 태도에 관해 논의한 부

분은 많지 않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 개인의 일상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교수 행동 시 드러나는 태도의 영역이 다른데, 후자를 측정하기

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교사의 사고(teacher thinking)에 관한 연구

들은 질적 연구 방법론의 발전과 함께 197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Clark & Lampert, 1986). 교사의 사고(teacher thinking)는

교사의 지식과 신념을 묶어서 설명하는 개념이다(Julie et al., 2003). 여

기서 교사의 신념이란 ‘인간의 본성, 가치, 지식, 발달, 교육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된 교사 개인의 교육적 성향’이다(최미숙, 2004; 최

진영, 2007). 즉, 교사들의 태도는 개인의 교육 신념, 즉 교육적 성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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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 태도의 의미와 영향

⑴ 교수 태도의 의미

우리는 태도를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대상을 놓고 그에 대

한 태도를 이야기한다(홍영일, 2014). 마찬가지로 ‘교수 태도’ 또한 단독

으로 쓰이기보다는 특정 교과나 영역과 어우러져 활용되고 있다. 영역이

나 교과에 대한 교수 태도는 학교 교육 및 교실 수업에서 관련 문제를

다룰 때 가지는 교사의 태도를 말한다(조대훈, 2011). 이는 교사의 개인

적 신념이나 태도와는 다른 차원의 의식이다. 일상에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교실과 학교에서 보이는 견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조

대훈, 2006). 실천 이론(practical theories)에 의하면 교사는 교육과정 및

교수상의 조율자(curricular and instructional gatekeeper)로서 본인의 가

치관과 신념을 교육 상황이나 학습 내용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교실에

서 실행한다.

예를 들어, 김은하(2016)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권위주의 성향, 전통

적 성역할 태도, 정서적 공감이 동성애 공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는데, 여기서 종속 변인으로 측정한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교사들의 개

인적 태도에 해당한다. 반면 조대훈(2011)은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하였는데, 이 때 측정한 동성애에 대한

교수 태도는 구체적인 교실 상황 속에서 동성애라는 주제와 동성애 학생

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개인적 생각에 교

육적 신념,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학생들에 대한 배경 지식 등이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수 태도에 대해 정의한 연구들을 <표 Ⅱ

-4>에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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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교수 태도 정의

<표 Ⅱ-4>은 교수 태도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 중 그 의미를 서술

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교수 태도의 대상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 교수-학습 과정 속

에서 교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사

는 단순히 교육과정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본인의 믿음을 바

탕으로 독립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수업 현장에서 적절히 응용한다

(김자영, 2002). 따라서 교사 개인의 생각, 신념, 태도가 수업 실행에 있

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⑵ 교수 태도의 영향

교수 태도를 연구한 문헌들을 통해 교과 수업 실행에서 교사가 지니는

연구자 교수 태도 정의

조대훈

(2011)

동성애에 대한 교수 태도는 동성애가 학교 교육 및 교

실 수업의 문제와 연결될 때 가지는 교사의 태도

조형숙

(1999)

과학 교수 태도는 교사가 학생과 함께 하는 과학 탐구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지를 나타내는 개념

Duschl

(1983)

과학 교수 태도는 교사들이 과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판단

강병재,

김경수

(2015)

자연 친화적 교수 태도란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자연

친화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

허순희

(1987)

남녀동등적 교수 태도란 교사가 남녀 아동에게 동일한

기대를 부여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남녀 상호작

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는 등, 성의

구분 없이 남녀어린이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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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Weiss, Nelson(1989)는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학습 자료나 프로그램의 양보다 교사의 태도가

교과 수업 실행 여부에 더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허수윤, 2016

재인용). Silvern & Isenberg(1990)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실제

교실에서의 수업 실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교수 행동뿐만 아니라 교사의

생각과 믿음까지 포함시켜 교수 개념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

지로 Spodek & Saracho(1990) 또한 교사가 교과나 영역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교육과정 운영, 교실 상황, 수업 분위기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

히 과학 교과에서 교수 태도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데, 여러 연구들

을 통해 과학 교수에 대한 태도가 실제 교수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신은수, 2013).

이렇게 교사의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받은 교수 활동은 학생에게 직접

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과학과의 많은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어떤 과학

교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행동, 과학적 태도

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이재천 & 권태형, 1997; 유경숙, 2007).

이 외에도 유아 교사들의 자연 친화적 태도가 그대로 유아들의 자연 친

화적 태도로 이어진다는 연구들이 있다(박은주, 박성혜, 2013; 조형숙, 김

현주, 2004).

그렇다면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들은 어떤 교육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가져야 하는 신념과 의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절들에서는 성평등 교육

의 개념과 관점에 대해 고찰해보고 교사들이 구체적인 교실 상황 속에서

어떤 교수 태도를 가져야 할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3)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적 교육

⑴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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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사회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 곳곳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재현되는 장소다. 안재희(모

두를 위한 성평등 공부, 2020, 114p.)는 교육에 페미니즘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며 학생들이 10년 넘게 교육기관에 머무르면서 남성과 여

성에 대한 이분법적 렌즈와 이를 실천하는 명시적, 잠재적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전

통적인 성역할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학교 규칙에 순응하는 학

생들로 하여금 성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가치로 수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다(정해숙 외; 1998).

많은 여성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주장하는 이론들에 의해 뒷받침된

다. 대표적으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하

면 학생들이 주위 사람들의 상황과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하며 학습

한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분화된 집단과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

하며 특정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ies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에서도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주위 사람들의 행

동에 대한 압력을 설명하는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안상수 외(2012)는 성평등한 학교 문화가 학생들의

성평등 실천을 야기하는 요인임을 밝혀내었으며, 학생 개인이 아무리 성

평등 의식이 높아도 주변 사람들이 성평등에 부정적이라면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성평등적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범교

과 영역에서도 성평등 교육을 찾아볼 수가 없고, 명시적 교육과정에도

관련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최윤정 외, 2019, 6p.). 또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학교의 성평등적 문화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아직 학교 시설, 교

사들의 언행, 학생들의 또래 문화 등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결

과적으로 학교가 학생의 성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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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최윤정 외, 2019, 8p).

⑵ 성평등 교육의 개념과 정의

지금까지 논의한 것에 의하면 학교에서 성평등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

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각 교육 기관이 정의하고 있

는 성평등 교육의 개념과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999, 22p). 이 개념은 성평등교육의 구체적 방향이

나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적에 중점

을 둔 정의라 할 수 있다.

김재춘과 왕석순(1999)은 양성평등 교육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

였다. 첫째는 ’양성평등한 교육‘으로서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

행되는 교육 활동에 성차별적인 요소나 성불평등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둘째는 ’양성평등 의식교육‘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성평등

한 가치관을 길러주기 위해 구성된 교육을 의미한다. 전자가 성평등적

교육, 즉 ’교육에서의 성평등(gender equality in education)‘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gender awareness

education)‘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윤정 외, 2019, 30p).

Houston(1985)는 성평등 교육을 그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성 중립적 교육(gender-free education)‘으로써 교육 영역에서 성

별 차이를 아예 제거하여 성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둘

양성평등 교육이란 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

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

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

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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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성에 민감한 교육(gender-sensitive education)‘으로써 교육 영역에

서 성을 민감하게 고려하여 상황적 전략을 잘 구사하는 방식이다.

Houston은 성 중립적 교육이 오히려 여학생들을 위축시키고 동등한 수

업 참여를 저해시킬 수 있다면서 성에 민감한 교육을 주장했다. 이와 관

련해 조경원(1999)은 두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교

에서 성을 중립적으로 취급하여 성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교육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예시와 하위 영역은 <표 Ⅱ-5>와 같

다.

<표 Ⅱ-5> Houston의 성평등 교육 개념 (1985)

이런 Houtson의 성평등 교육 개념은 김재춘과 왕석순(1999)의 양성평

등 분류에 의하면 ’성평등 의식교육‘을 다루기 보다는 ’성평등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 어떤 성평등 관점으로 학생을 대하느냐

의미 예시

성 중립적

교육

(gender-free

education)

1) 성별 차이를 제거하여

성을 무시하고자 하는 교육

레슬링 등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성취에 차이가 나

는 영역을 교육에서 아예

배제

2) 성을 의식하지 않음으로

써 성을 무시하고자 하는

교육

가정과 기술 등 한 성에

게만 제공되던 교육을 양

성 모두에게 제공

3) 교육에서의 성차를 성

편견으로 여기지 않는 교육

성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

를 성평등 관점으로 다루

지 않음
성에 민감한

교육

(gender-sens

itive

education)

성차를 민감하게 고려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교육

기술, 과학 영역에서 여학

생들에게 보충 교육을 제

공하여 어느 정도 동등한

실력을 갖춘 다음 합반으

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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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표 Ⅱ-6>는 앞서 제시한 성평등 교육의 개념 이외에 다른 학자들과

법이 정의한 양성평등 교육을 종합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법이나 교육

기관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개념은 ’성평등

의식교육‘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Ⅱ-6> 성평등 교육의 개념과 정의

영역 연구자 개념과 정의

양성평

등

의식

교육

정해숙

외(2013)

학교 교육과정과 활동 전반에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담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태도와 행동을 해소하는 교육

배유경

(2015)

성평등 개념을 습득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

양성평등기본

법 제36조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제36조 ②,

③)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2012)

성인지능력을 향상하는 교육

양성평

등 한

교 육 ,

성평등

적 교

육, 교

육에서

의 성

평등

민무숙

외(2006)

(최윤정 외,

2019 재인용)

성 인지적 관점에 기초하여 성평등을 실현하

기 위한 교육. 여기서 성 인지적 관점은 ‘교육

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인

식하고 특정 성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관점’을 말함.

Houston

(1985)

성 중립적인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성에 민감한 방법을 구사하는 교육

조경원(1999)
성 중립적 시각으로 아동을 대하며 필요에

따라 성에 민감한 조치를 고려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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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성평등적 교육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평등적 교수 태도‘는 ’성평등적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태도이다. 즉 ’성평등 의식교육‘으로서의 성평등 교육을

대하는 교사들의 태도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등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이행하며 교사들이 얼마나 성 인지적 관점에 기초하여 성평

등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을 택한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교육 현장의 현실적

요구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 초중

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각 지역 교육청에

서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계자 17명 중 29.4%는 성평등

교육이 ’다양한 교과수업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문항)‘고 답했다(최윤정 외, 2019). 이 중 절반 이상이 성평등은 하

나의 교과 주제가 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서, 일상에서, 교육 활동 전체

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최윤정 외, 2019, 115p). 또

한, 같은 보고서에서 성평등교육 강사와 심층 면담한 내용에 따르면 성

평등 교육은 전인적인 시민성을 기르고자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

요가 있다(최윤정 외, 2019, 179p).

둘째, 앞선 절에서 서술한 대로 교과 내용보다 교사의 태도가 학생들

에게 잠재적으로 더 큰 교육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적 관점은 인권 존중,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자 하는 사회과 교육의 성격

(2015-74호 사회과 교육과정, 3p)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아무리 침투력이 좋은 외부강사가 1년에 한 번 가서 1시간을 교육하

고 오는 것보다는 조금 침투력이 낮더라도 일상을 함께 보내는 선생

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늘 현장에 계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학교 선생님들을 성평등 교

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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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치들은 단순히 인지적 차원에서 수업 몇 차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

서 교사가 꾸준히 학생들에게 모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말과 행동을 보

여주어 학교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성평등적 교육의 필요성과 그 개념을 고찰해보았다. 마지막

절에서는 성평등적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에 따라 교사가 지녀야 하

는 교수 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 성 역할 정체감과 성평등적 교수 태도

⑴ 성 역할 정체감의 양성성 모형

성 역할 정체감(gender-role identity)이란 ’개인적 정체감의 독특한 측

면으로서 사회가 그 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성이나 태도 혹은 흥미

와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신승일, 2015). 전통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해놓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에 맞는 성

역할 사회화(gender-role socialization) 과정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아동

은 이 단계를 거치면서 남자 혹은 여자로 이분화된 집단 정체성을 기르

고 그에 적합한 가치관과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 성 역할 정체감은 개인

이 이런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 역할을 얼마나 잘 내면화하

여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개념이다.

Bem(1975)은 성 역할 정체감의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개인

이 느끼는 심리적 적응과 성 역할 정체감의 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제

시했다. 여기에는 남성적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남성성 유형, 여성적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여성성 유형, 둘 중 어느 특성도 제대로 표현

되지 않는 미분화 유형,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골고루 지니고 있는

양성성 유형이 있다. Bem에 의하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은 수직

선상 위의 양끝처럼 대립되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 개인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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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는 특성이다. 또한 남성성으로 분류된 특징들이 본래 남성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남성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들

이기 때문에 성별과 관계없이 한 개인이 골고루 지닐 수 있다. 다음 <그

림 Ⅱ-1>은 이 중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미분화 유형을 제외

하고 성 역할 정체감의 각 유형을 정리한 모형이다.

<그림 Ⅱ-1> 성 역할 정체감 모형(Bem, 1974)

성 역할 정체감 유형

남성성

적극성, 독립성 등

남성적 특성이 높은

유형

여성성

부드러움, 다정함 등

여성적 특성이 높은

유형

양성성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유형

전통적으로 사회에서는 신체적 남성으로 태어났다면 문화적으로 용인

된 남성적 역할을 사회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sex)이 남성인

개인이 남성성 유형을 가진다면 사회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개인의 심

리에도 안정감 등의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김영희, 1988).

그런데 이런 견해는 오늘날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이 양성성 모형을 제시한 Bem(1976)은 양성적인 사람들이 맥락에 맞게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어 사회적 상황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 양성

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약한 성역할 고정관념

을 보인다(김영숙, 2007).

이러한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생들의 성 역할 정체감이 어떤 유형을 보이

는지 사전, 사후 변화를 보는 경우가 많다. 유은정(2007)은 초등학교 고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이 성 역할 정체감과 성 역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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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여 양성성 증진, 성역할 태도의 유연성을 도

모했다고 말했다. 김선덕(2005)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평등 수업을 실시하고 학습자들의 성 역할 정체감 중 양성성이 눈에 띄

게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이처럼 오늘날의 성평등적 교육은 학습자들이 전통적으로 정형화된 성

역할 정체감을 보이는 것보다 양성성 유형을 가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

고 있다. 학습자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골고루 발현시켜 자

주적인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⑵ 성차별적 지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최윤정 외, 2019)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들은 전통

적인 성역할과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성평등 의식이 낮은 반면, 사회에서

명시적으로 ’차별‘이라 규정된 임금, 학력 등에 관해서는 성평등 의식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영역별로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성평등

의식이 다르며, 특히 성 역할과 관련하여 양성성보다 단일성 유형의 정

체감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평등적 교육를 위해서 전통

적 성 역할과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교수 태도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성평등적이지 않은 교수 태도를 살

펴보고 이와 반대가 되는 ’성평등적 교수태도‘를 정의해보고자 한다.

Lafrance(1991)는 남녀학생을 다루는 교사들의 태도를 연구하여 성불

평등적(성차별적) 교수태도의 유형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여학생들

의 언어적 참여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즉 여학생들이 적극적

으로 발화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교사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성차별, 성 이분법 담론으로써 특히 학생 지도 시 쓰는 언어를

통해 드러난다. 셋째, 남녀 학생들을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넷

째, 남녀 학생들에게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영역에서 우수함을 기

대를 하는 것으로써, 이는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성차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성차별적 교수 태도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설문 조사와 심층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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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 <표 Ⅱ-7>는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Ⅱ-7> 성차별적 지도 유형별 정리

이 중 특히 ②~⑤항을 관통하고 있는 ①’언행에서 드러나는 성별 이분

법 담론‘은 학생들로 하여금 나와 다른 성을 외집단으로 인식하는 결과

를 낳을 수 있다(허순희, 1987). 김윤희(2007)는 이를 우려하여 교사들이

유형 예시

① 언행에서 드

러나는 성별 이

분법 담론

· 선생님들이 ‘남자는, 여자는~해야 해.’라고 말을 할 때

(최윤정 외, 2019, 57p. ‘교사에 의한 성차별 경험 문항

中’)

· 남녀학생 분리하여 활동 시키기, 줄 세우기

· “남자들이 잘하는지, 여자들이 잘하는지 볼 거예요.”

(허순희, 1987)

② 성 역할 기

대

· “남학생에게만 힘든 일을 시킨다.”(최윤정 외, 2019,

65p.)

· “선생님이 여자애들 불러서 너희는 손재주가 좋으

니까 이걸 하고 남자들은 힘이 세니까 준비물을 가지

고 오라고 했어요... 저도 바느질을 한 번 해보고 싶었

거든요(남초4)” (최윤정 외, 2019, 88p.)

③ 진로

선생님들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공학, 공업계 등

과학·기술 분야를 더 많이 권장(최윤정 외, 2019,

57p. ‘교사에 의한 성차별 경험 문항 中’)

④ 생활지도

· “남학생만 매를 맞는다.”

· “규정이 여학생들에게 더 엄격하다.”(최윤정 외,

2019, 65p.)

⑤ 학습

선생님들은 수행평가 등에서 성별로 다른 과업 및

평가 기준을 부여함(최윤정 외, 2019, 57p. ‘교사에 의

한 성차별 경험 문항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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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바라보지 않고 각자 다른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학생‘으로 인지해야 한다고 양성 통합적 관점을 주

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조경원(1999)이 주장한 것처럼 성중립적

(gender-free)인 교육방식을 고수하되, 이 교육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성을 민감하게 고려하는 것(gender-sensitive)이 필요하

다는 논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 외에 ② ’성 역할 기대‘ 항목은 학생

들이 지니고 있는 양성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③’진로‘와 ⑤’학습‘ 항목은 교사의 남녀 학생에 대한 다른 기대감

으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과 목표에 성차별적 영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⑶ 성평등적 교수 태도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가 지녀야 하는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평등적 교수 태도란 ’교수·학습 과정

에서 학생들을 성 인지적 관점에 기초하여 동등하게 대하고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태도‘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첫째, 교육적 상황에

따라 성 중립적 교육과 성에 민감한 교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둘째,

성별 이분법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교사의 언행을 통해

교실에서 미묘한 담론으로 작용하므로 지도 방식에서의 언어 습관이나

관습적으로 남녀 학생들을 나누는 행동 등을 돌이켜 볼 수 있다. 셋째,

학생 들이 양성성을 지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들의 개인적 특성을 최

대한 이끌어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학

생들에게 평등한 역할 부여를 하고, 남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녀 학생들에게 학습·진로적으

로 동일한 기대를 하고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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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성평등적 교수 태도

성평등적 교수 태도

성 중립적

교육

+

성에 민감한

교육

성별 이분법

담론을 포함한

언행 주의

학습자의

양성성 증진

동일한 기대와

기회 부여

성평등 교육은 단순히 교과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한 민

주적 시민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소양해야 하는 태도적 측면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과

정과 연계하여 학교 생활과 수업 전반에서 꾸준히 다룰 수 있는 교수 태

도,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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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평등적 교수 태도

1) 교사의 사고와 교수 태도

Cornett(1987)은 사회과 교사들의 실제 수업을 관찰 연구하며 개인적

실천적 이론(personal practical theories)이 교육과정 실천과 교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았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교사들이 교육적 결정을

내릴 때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론적, 객관적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

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본인의 가치관, 신념, 태도를 창의적으로 활

용한다. Clark와 Lampert(1986)은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사고와 행위 모

델(a model of teacher thought and action)’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3> 교사의 사고와 행위 모델 (A model of teacher thought

and action, Cornett, 1987 재인용; Clark & Lampert, 1986)

교사의 사고 과정 교수 행동과 그 관찰 가능한 결과

교사 개인적 이론과 신념

(teachers’ theories & beliefs)

교사들의 교실 행동(teachers’

classroom behavior)

교수 설계(teacher planning) 학생들의 교실 행동(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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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교사의 사고 과정’은 이론과 신념(teachers’ theories &

beliefs), 교수 설계(teacher planning), 상호작용적 사고와 결정

(interactive thought and decisions)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교수 태

도’는 교사의 신념이 표출되는 행위 양식으로써 교사들의 사고 과정에

속한다.

또 ‘교사의 사고 과정’과 ‘교사의 교수 행위와 그 영향(teachers’

actions and their observable effects)‘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교사

들의 교수 행위와 학생들이 그로 인해 받는 영향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영역으로 묶여서 제시가 되고 있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

들은 ‘교사들의 교실 행동(teachers’ classroom behavior)’, 학생들의 교실

행동(students’ classroom behavior), 학생들의 성취(students’

achievement)‘다.

이 모형에서 설명하는 실천 이론(practical theories)에 의하면 교사는

단순히 지식이나 객관적인 교육과정의 전달자가 아니다. 교사는 교실 안

에서 끊임없이 개인의 신념과 교육적 이론을 종합하여 능동적으로 사고

하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다. Thornton(1989)은 이러한 교사의 역할과 위

치를 보고 ‘curricular and instructional gatekeeper’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는 교사들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이 교수 행위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드러난 교수 행

동은 학생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게 됨을 의미한다.

실천 이론의 모델을 통해 교사의 사고와 의식, 교수 태도, 교수 행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이 학생의 행위와 태도 변화에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교사의 신념, 이론, 실천의 관계는

특정 교과나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학급 경영 등의 전반적 사항에

classroom behavior)

상호작용적 사고와 결정

(interactive thought and

decisions)

학생들의 성취(students’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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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성평등 영역에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이

론, 지식 또한 교육 맥락과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 일련의 교수

태도로 이어질 것이다.

2)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평등 실천

안상수 외(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4p.)를 보면 양가적 성차별주

의가 교사들의 성역할 가치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실증적 결과가 있

다. 해당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응답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수에 따라

온정적/적대적 성차별주의 고/저, 네 유형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분류했

다. 네 집단의 성역할 가치관 실태를 보면 일관적으로 가정/학교/직장/사

회의 모든 영역에서 온정적/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모두 높은 집단에 비해

온정적/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모두 낮은 집단이 더 높은 성평등 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똑같이 높거나 낮은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가지고

있어도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정도에 따라 성역할 가치관에 차이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 네 영역 중에서 특히 교사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와 관

련이 있는 것은 학교 영역의 성역할 가치관 문항들이다. 여기에는 ‘과학/

기술 분야의 공부는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 ‘반장은 여자

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더 좋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평소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

사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양상이 실제 학교에서 어떤 교수 태도와 행동

으로 이어질지 일부 예상해 볼 수 있다.

학생의 경우, 남녀 학생들의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성평등 실

천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134p.).

특히 이런 경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학

생들의 경우에,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낮은 여학생들이 온정적 성차별의

식이 높은 여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평등 실천 의지를 더

많이 보이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들 또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신념이 교실 상황에서의 성평등 실천 의지, 즉 교수 태도에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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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평등 실천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안상수 외, 2012, 385p.).

이는 중, 고등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 붙어 있으며 생활

지도를 받는 시간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하루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

는 교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절에서 실천 이

론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교사의 신념과 의식이 교수 태도와 교수 행동

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행동이 궁극적인 결과로 나타났

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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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양가

적 성차별주의와 성평등적 교수태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중 온정적 성

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두 가지 하위 요소를 설정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이 두 가지 하위 요소가 교사들의 성평등

적 교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를 확보하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주가설> 초등학교 교사의 성차별주의는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1. 초등학교 교사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약할수록 높은 성평

등적 교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위가설 2. 초등학교 교사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약할수록 높은 성평

등적 교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2. 연구 변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종류의 성차별주의(온정적 성차별주

의,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독립변인으로,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종속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라(조대훈, 2011;



- 48 -

안상수, 2012; 우양호, 2014; 정은하, 2020) 성평등 의식과 연관이 있는

성별, 나이, 교직 경력, 양성평등교육 연수 이수 여부,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모형은 <그

림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분석모형

1) 독립변인

교사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인식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의

24문항들을 사용하였다(안상수 외, 2007). 이 측정 도구는 Glick &

Fiske(1994)가 개발한 문항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세 차

례의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등의 온정적 성차

별주의 열두 항목과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려먹는

다.’ 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열두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구성은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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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문항 구성

1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

다. (온정)

2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온정)

3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려먹는다. (적대)

4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므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다. (온정)

5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여성들은 업무처

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적대)

6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

정)

7 사랑하는 여성이 없다면 남성의 삶은 무의미 할 것이다. (온정)

8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

(적대)

9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

한다. (적대)

10
여자들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다. (적대)

11
남성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적대)

12 가벼운 짐일지라도 여성이 아닌 남성이 들어야한다. (온정)

13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온정)

14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온정)

15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 일을 맡기가 어렵다. (적대)

16 여자는 남자에 비해 섬세하므로 가정을 잘 돌보는 경향이 있다. (온정)

17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 등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적대)

18
여학생보다는 책임질 줄 아는 남학생이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학급운영

이 더 잘 된다.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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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항은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①매우 그렇다. - ④거의

그렇지 않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성차별주의를 가진 것으로 나온다.

모든 문항의 점수 체제가 동일하여 역채점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성

인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따로 문항 수정 작업은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해당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97 이었

다. 각 항목의 하위 영역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Ⅲ-2>와 같

다.

<표 Ⅲ-2>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 요소 문항 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적대적

성차별주

의

지배적 부성주의 11, 17, 18, 21

.852
경쟁적 성역할

분화
5, 9, 15, 24

적대적 이성애 3, 8, 10, 19

온정적

성차별주

의

보호적 부성주의 1, 6, 12, 20

.849
보완적 성역할

분화
4, 13, 16, 22

이성애적 친밀성 2, 7, 14, 23

19 여성보다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온정)

20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온정)

21
남자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성들은 항상 불평을 늘

어놓는다. (적대)

22 엄마가 방과 후 집에서 반겨준다면,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좋다. (온정)

23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온정)

24
여성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주장한다.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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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 변인

성평등적 교수태도와 관련해서는 허순희와 정진경(1987)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 동등적 교수태도’의 열 가지 설문 문항

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Spence, Helmreigh & Stapp(1975)가 개발

한 Attitude Toward Women Scale: Short Form에서 남녀 어린이에 관

한 문항들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

내용을 보면 ‘축구, 농구, 야구 운동 시합에 학교 대표로 남,녀 어린이

가 함께 선수로 출전해야 한다.’ 등의 성 중립적 교육, ‘남학생과 너무 자

주 어울리는 여학생은 여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등의 성별 이분법 담론이 포함되었다. 또한 ‘무거운 짐 옮기기 등

대부분 힘이 드는 일은 남학생에게 하도록 해야 한다.’와 ‘학교와 직업에

대한 결정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보다 중요하다.’ 등의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성역할 분화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과 남녀 학생들에게 부여하

는 역할이나 교사들의 기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척도는 Likert형 4점 척도(①매우 그렇다. - ④거의 그렇지

않다.)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의미한다.

이에 의해 역채점한 문항은 2, 3, 4, 6, 7, 9, 10번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평등적 교수 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655

이었다. 문항 구성은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성평등적 교수 태도 측정 도구 문항 구성

1
축구, 농구, 야구 운동시합에 학교 대표로 남,녀 어린이가 함께 선수로

출전해야 한다.

2
왈가닥스러운 여자아이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숙녀다운 행동

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해야 한다.

3 학교와 직업에 대한 결정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보다 중요하다.

4
일을 할 때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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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문항 5번에서는 ‘처벌’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나 오늘날 학교에서

학생을 처벌한다는 표현은 학생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 지도 방식으로 인

지될 수 있기 때문에 ‘훈육’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문항 7번에서는 ‘궤도’

라는 단어가 있었으나 오늘날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대체하였다.

문항 10번은 남녀혼합 체육수업에 관한 내용이다. 사실 중·고등학교급

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남녀 혼성 체육수업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 혼성학급 체육 수업이 오히려 여학생들을 더 소극적

으로 만들 수 있고, 운동을 잘 못하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에게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연구도 있다(김동식, 장용규, 2015). 또한

교육기본법 제17조 2(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

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남녀분리 체육수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취약한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

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에서의

성별 이분화 현상이 남녀의 활동에 한계를 설정하고 개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김윤희, 2004) 남녀혼합 체육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5 남학생과 여학생의 훈육 방식은 같아야 한다.

6
남학생과 너무 자주 어울리는 여학생은 여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7
무거운 짐 옮기기 등 대부분 힘이 드는 일은 남학생에게 하도록 해야

한다.

8
남학생과 여학생이 운동 경기, 성적 등에서 똑같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9
교실에 꽃을 꽃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일 등은 여학생에게 하도록 해

야 한다.

10
남학생과 여학생은 신체조건을 감안해서 따로 체육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3 -

특히 초등학생은 전체적으로 여학생들의 신체 발달이 빠른 편이고, 개

별 학생들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별 분리 수업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

가 많다. 정경식(2008)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이 체육수업 중 느낀

교사의 성차별 유형 중 첫 번째가 바로 ‘수업 내용과 방법의 분리’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체육은 남성다운 활동이며 여학생이 참여

를 기피하는 교과라는 고정관념(김윤희, 2007)’이 들어있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체육수업을 담당해 본 적이

있는 교사들이다. 따라서 10번 항목은 본래 척도의 의도대로 남녀통합

체육수업을 옹호할수록 더 높은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점

수를 계산하였다.

3) 통제 변인

배경 및 통제 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교직 경력, 양성평등교육 연수

이수 여부,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

다. 교원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측정한 연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성평등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고려했다.

첫째, 남녀평등의식의 일반적인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

성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안상수 외, 2012, 112p). 교사 집단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성별

격차는 다른 학교급에 비교해봤을 때 가장 작게 나타났다.

둘째, 나이와 교직 경력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원의 나이가 낮을수

록 성평등한 학교 문화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다. 교직 경력이 길수록 성평등 의식이 낮게 나왔는데,

교직 경력이 나이와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전

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안상수 외,

2012, 122p).

셋째, 양성평등교육 연수의 이수 유무이다. 양성평등교육 연수는 교원

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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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평등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안상수

외, 2012, 122p)에 의하면 양성평등교육 연수 이수의 유무에 따라 교사들

의 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다른 연수와 비교하여 우선순위

가 떨어지는 점을 그 까닭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

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교육 연수 이수 여부를 교사들의

성평등 의식과 교수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보고 통제 변인으로 사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다. 양성평등 교육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평등적

실천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수 외, 2012, 385p). 이는 특히 초

등학교급에서 제일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가 양성평등교육에 대

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을 때 어떤 태도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점이 학생들에게 일련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교사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3.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이 연구와 같은 독립변인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교사 집단을 4개로

분류하여 연구한 안상수 외(2012)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사 1,200명을

모집해 연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남녀 역할 배분에 대한 인식,

교사들이 지각하는 학교 문화 등 추가 변인이 3~5가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증력 0.95, 변인 7개(독립변인 2개, 통제변인 5개)

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산출되는 최소 표본 크기는 153명이다.

더 나아가 분산 분석을 실시할 경우, 효과 크기 0.25, 유의수준 0.05, 검

증력 0.95, 집단 유형 4가지로 분류할 때 최소 표본 크기는 280명이다.

본 산출 과정에 따라 표본을 모집하여 202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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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담임 경력이 있거나 담임을 맡고 있는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로 한다. 이는 종속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 여러 과목을 가

르쳐 보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해야 하

는 문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차이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요

인이 아니었기에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을 모집할 때는 교사들의 나이 응답을 구분하여 ‘비례 층화

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고려하고 표본 집단을 선정했다. 이에 의해 교사

들의 특정 나이 집단에 해당하는 표본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이

후 그 집단에 해당하는 연구자의 참여를 제한하였다. 연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매체 특성상 20대 교사들의 참여가 제일 활발했고, 50대 교사

들을 모집하는 데 제일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 진행은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모집 문건을 올리고 자

료를 수집하였고 설문 응답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회

수했다. 탈락율과 불성실한 응답률을 고려하여 300명에게 동의를 받았으

며 최종적으로 291명이 참여했다. <표 Ⅲ-4>은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

학교 교사 291명의 배경 정보를 빈도에 따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나이, 경력, 양성평등 연수 이수 횟수,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정리하였다.

<표 Ⅲ-4>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n=291)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 247 84.9

남 44 15.1

경력

5년 미만 80 27.5

5년 이상 10년 미만 57 19.6

10년 이상 15년 미만 3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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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각 변인별로 기본적인 기술 통

계,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성 분석,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다중공선성 진단 후,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40 13.7

20년 이상 83 28.5

나이

20대 83 28.5

30대 67 23.0

40대 87 29.9

50대 54 18.6

양성평등

연수

이수 횟수

없음 52 17.9

1회 104 35.7

2회 35 12.0

3회 이상 100 34.4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

지금도 충분하다. 83 28.5

더 필요하지만 현실

여건상 불가능하다.
140 48.1

더 필요하다. 68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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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a + b1x1 + b2x2 + b3x3 + b4x4 + b5x5 + b6x6 + ei

Y: 성평등적 교수 태도

a: 상수

x1: 온정적 성차별주의

x2: 적대적 성차별주의

x3: 성별 (0=여, 1=남 더미변수 코딩)

x4: 나이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x5: 양성평등 교육 연수 이수 여부 (1=없음, 2=1회, 3=2회, 4=3회 이상)

x6: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1=현재도 충분함, 2=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3=매우 필요함)

ei : 오차항

다중 회귀분석은 우선 독립변인과 통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한꺼

번에 분석하는 일괄 투입(ENTER)법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를 보고 온

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면

가설을 채택한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종속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다는 것이 확인되면, 하위 요인을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한 번 더

실행한다. 이때는 단계선택법을 통하여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영향을 주

는 유의미한 하위 요인들을 선별하고, 이들로 식을 구성하여 가장 적합

한 회귀 모델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유형에 따

라 네 집단(적대적 성차별주의 고/저 * 온정적 성차별주의 고/저)으로

분류하여 분산 분석을 통해 집단별 교수 태도까지 확인하고자 한다. 두

집단을 나누는 기준은 본 연구에서의 각 척도 평균값을 활용하기로 한

다. 이는 안상수 외(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과 교사들의 양가적 성차별

주의를 분석할 때 활용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적용해보았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고저에 따른 집단 분류 설계는

<그림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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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양가적 성차별주의 고저에 따른 집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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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담임을 맡은 경험이 있는 교

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에 대한 연구 결과

로 각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변인들간의

상관 관계를 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교

사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1. 변인별 기술 통계 분석

1) 초등학교 교사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특성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전반

적인 추이와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변인의 기술적 특성을 분석하였

다.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291명이 보이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기술 통계값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초등학교 교사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기술 통계치 (N=291)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평균은 총점 48점 만

점에서 20.29점, 표준편차는 6.24점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평

균은 총점 48점 만점에서 15.97점, 표준편차 4.54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12.00 41.00 20.79 6.244 .590 -.375

적대적 성차별주의 12.00 34.00 15.97 4.541 1.556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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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강한 성차별주의를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들은 적대적 성차별

주의보다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준 경향과 같다.

두 성차별주의 모두 왜도의 값이 양수값으로 나온 것을 보아 결과값이

정규분포보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볼 수 있지만 절대값이 2이하이

기 때문에 정상분포 조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첨도의 값 또한 절대

값 4이하를 충족하여 정상분포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적대적 성차별주의 결과값은 평균 점수에 몰려 있는 분포를 보이는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음수값의 첨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자들

의 개인차가 정규분포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Ⅳ-2> 양가적 성차별주의 하위요인별 기술 통계치 (N=291)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보면 보완적 성

역할 분화가 16점 만점에 8.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호적 부성

주의(6.23), 이성애적 친밀성(5.93) 순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는 적대적 이성애가 16점 만점에 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쟁적

성역할 분화(5.17), 지배적 부성주의(4.79) 순으로 나타났다.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보호적

부성주의
4.00 14.00 6.23 2.348 .930 .062

보완적

성역할 분화
4.00 15.00 8.63 3.040 .130 -.949

이성애적

친밀성
4.00 16.00 5.93 2.421 1.378 1.672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배적

부성주의
4.00 11.00 4.79 1.385 1.957 3.361

경쟁적

성역할 분화
4.00 12.00 5.17 1.753 1.614 1.987

적대적

이성애
4.00 12.00 6.00 1.983 .927 .204



- 61 -

이 중 특히 ‘보완적 성역할 분화’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에 주

목해 보아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남녀 성별에 해당하는 역할이 있다고

인식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 서로를 보완하여 사회가 더 원활

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

은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을 발휘하여 다원화된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초등학교 교사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의 특성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성평등적 교수 태도의 전반

적인 추이와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변인의 기술적 특성을 분석하였

다.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291명이 가지고 있는 성평등적 교수

태도의 항목별 기술 통계값은 다음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초등학교 교사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 기술 통계치 (N=291)

문항 최소값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1. 축구, 농구, 야구 운동시합에 학교 대표로 남,녀

어린이가 함께 선수로 출전해야 한다.
1 4 3.03 1.020

2. 왈가닥스러운 여자아이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숙녀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해

야 한다.

1 3 3.77 .499

3. 학교와 직업에 대한 결정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게 보다 중요하다.
1 4 3.85 .460

4. 일을 할 때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남학생은 남학

생끼리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1 4 3.66 .624

5. 남학생과 여학생의 훈육 방식은 같아야 한다. 1 4 2.46 1.024

6. 남학생과 너무 자주 어울리는 여학생은 여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1 4 3.20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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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가지고 있는 성평등적 교수 태도의 평균은 40점 만점

에서 32.97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3.79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값이

-0.25, 첨도값이 –0.31을 보여 정상분포의 범위를 충족하고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교실에 꽃을 꽃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일 등은 여학생에게 하도록 해야 한다.(3.92)’와 ‘학교

와 직업에 대한 결정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보다 중요하다.(3.85)’였

다. 이를 봤을 때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이 제일 없

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운동 경기, 성적 등에서 똑

같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2.36)’와 ‘남학생과 여학생의 훈육 방식은 같

아야 한다.(2.46)’ 항목은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습·생활지도를 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와 기

준을 가지고 교수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는 학생들이

느끼는 교사의 성차별적 지도 사례 중 많은 빈도를 보였던 항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7. 무거운 짐 옮기기 등 대부분 힘이 드는 일은 남

학생에게 하도록 해야 한다.
1 4 3.46 .748

8. 남학생과 여학생이 운동 경기, 성적 등에서 똑같

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1 4 2.36 .973

9. 교실에 꽃을 꽃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일 등은

여학생에게 하도록 해야 한다.
1 2 3.92 .265

10. 남학생과 여학생은 신체조건을 감안해서 따로

체육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4 3.26 .840

성평등적 교수 태도 10 29 32.97 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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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그

에 앞서, 우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후, 독립·통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 다중공선성이 발견되

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끼친다고 예측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상관관계 파악

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⑴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평등적 교수 태도의 상관관계 분석

초등학교 교사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평등적 교수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평등적 교수 태도의 상관 관계

(괄호 안은 유의수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역문항 처리)

적대적

성차별주의

전체 -.495** (.000)

지배적 부성주의 -.387** (.000)

경쟁적 성역할 분화 -.454** (.000)

적대적 이성애 -.46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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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초등학교 교사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전체 및 그 하위요인과 성평등

적 교수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적대

적·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덜 가질수록 더 성평등적인 교수태도를 보이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적대적 성차별주의와의 상관계수(-.495)보

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와의 상관계수(-.567)가 더 높게 나왔다. 이를 비추

어 볼 때, 교사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성차별주의보다 은연중에 가지

고 있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교수 태도와 더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⑵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독립·통제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Ⅳ

-5>와 같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전체 -.567** (.000)

보호적 부성주의 -.573** (.000)

보완적 성역할 분화 -.426** (.000)

이성애적 친밀성 -.37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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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

(괄호 안은 유의수준)

(*: p<.05, **: p<.01)

위 결과에 의하면 ‘경력’과 ‘나이’의 상관계수가 0.902(p<.01)로 나타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절대값 .6

이상이 되면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

를 설계할 때 설문 문항에 있는 교사들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

층화 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고려하고 표본 집단을 선정했다. 그 결과 특

정 나이 집단에 해당하는 표본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두 변인 중 ‘경력’을 제외하고 ‘나

이’를 포함하여 통계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 외 나머지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는 높은 상관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에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성별 경력 나이
양성평등

연수 이수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

온정적

성차별주

의

적대적

성차별주

의

성별 1 -.062 -.026 -.048 -.197** .201** .320**

경력 (.293) 1 .902** .242** -.169** .140* .185**

나이 (.660) (.000) 1 .265** -.155** .186** .223**

양성평등

연수 이수
(.414) (.000) (.000) 1 -.028 .078 .052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

(.001) (.004) (.008) (.637) 1 -.135* -.218**

온정적

성차별주의
(.001) (.016) (.001) (.187) (.021) 1 .596**

적대적

성차별주의
(.000) (.002) (.000) (.374) (.000) (.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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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⑴ 동시입력 방법 사용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기법 중 동시입력(Enter) 방

식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다른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특정 독립변인의 영향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변인들이

동시에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종속

변인인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결과

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미치는 영향 (enter 방식)

(*: p<.05, **: p<.01, ***: p<.001)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

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41.273 1.043 39.585 .000

온정적 성차별주의 -.260 .036 -.429 -7.330 .000*** .640 1.562

적대적 성차별주의 -.209 .051 -.250 -4.069 .000*** .579 1.728

성별 -.675 .532 -.064 -1.269 .205 .865 1.155

나이 .422 .176 .121 2.399 .017* .862 1.160

양성평등 연수 이수 -.072 .163 -.022 -.443 .658 .926 1.079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
-.133 .257 -.025 -.517 .606 .919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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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요약>

이 모형에서 회귀식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여주는 VIF 값을 본 결과,

모두 범위 1.079~1.728 수준에서 10을 넘지 않아 해석에 무리가 갈 만큼

변인들끼리의 높은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Durbin-Watson

값이 2에 가까운 1.979로 나와 잔차도 적절한 수준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종속 변인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36.5%이

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온정적 성차

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였다. 위 회귀모형에 의해 이 가설을 채택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p<.001 수준에서 온정적,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t=-7.330,

t=-4.069). 회귀계수를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온정적 성차별주

의가 1단위 낮아질수록, 0.26점 높은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지닌다. 또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1단위 낮아질수록, 0.209점 높은 성평등적 교수 태

도를 지닌다. 또한 표준화 계수의 베타값을 봤을 때, 적대적 성차별주의

(베타= -.250)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베타= -.429)가 성평등적 교수 태

도를 설명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Durbin-Watson

.615 .378 .365 3.02309 1.979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578.286 6 263.048 28.783 .000***

잔차 2595.494 284 9.139

총계 4173.78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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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통제변인들과 성평등적 교수 태도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한 성별, 나이, 양성평등 연수 이수 횟

수,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부분적으로만 종속변수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별의 경우 유의수준 0.205, 양성평

등 연수 이수 횟수는 유의수준 0.658,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유

의수준 0.606으로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유

일하게 나이 변인이 p <.05 수준에서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초중등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안상수 외, 2012)’ 보고서의 결과와 같다. 보고서에 의하

면 연령이 높은 교사일수록 보수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지니고 이 인식이

낮은 성평등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양성평등교육

연수의 이수가 성평등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이

사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 연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회귀식에 의하면 나이가 1단위 높아질수록 0.435점 높은 성평등

적 교수 태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이를 20대, 30대,

40대, 50대로 범주화했기 때문에 1단위는 곧 나이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높아질수록 교사들의 성평등 의식과 실천이 낮아진다고

적시했던 보고서(안상수 외, 2012)의 사실과 오히려 반대된다. 본 연구에

서는 나이와 성평등적 교수 태도간의 상관관계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표 Ⅳ-7> 나이와 성평등적 교수 태도의 상관관계

나이 attitude

나이
Pearson 상관계수 1 -.015

유의수준(양쪽) .799

attitude
Pearson 상관계수 -.015 1

유의수준(양쪽)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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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나이는 종속변인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표 Ⅳ-5>에서 독립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나이는 온정

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등의 다른 변인들이 같다고 가정한 후 나이의

영향력을 본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변인들의 통제 하에서는 나이가 종

속변인에의 정적 영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한

교사가 덧붙인 말을 보면 오히려 나이에 따른 경력 때문에 개인의 성역

할 고정관념이 변한 경우도 있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교사들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러보니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 차이더라고요. 교사생활을 하면서 인식이 더 많이 변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에 더 잘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안상수 외, 2012)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의 높은

양성평등교육 필요성 인식이 학생들의 성평등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결

과가 있었다.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교사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의 성평등 실천으로까지 이어진 모델을 예상

해 볼 수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주는 영향을 검증할 수 없었다.

⑶ 단계적 방법 사용

본 연구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선별된 통제변수 중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단계선택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만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적합화된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Ⅳ-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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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단계적 방식)

<모형 요약>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40.131 .639 62.771 .000

온정적 성차별주의 -.344 .029 -.567 -11.689 .000

2

(상수) 41.547 .710 58.554 .000

온정적 성차별주의 -.256 .036 -.421 -7.169 .000

적대적 성차별주의 -.204 .049 -.244 -4.150 .000

3

(상수) 40.929 .742 55.178 .000

온정적 성차별주의 -.262 .035 -.431 -7.399 .000

적대적 성차별주의 -.222 .049 -.266 -4.519 .000

나이 .435 .168 .125 2.597 .010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1 .567 .321 .319 3.13145

2 .599 .359 .355 3.04710

3 .612 .374 .367 3.01715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1339.858 1 1339.858 136.637 .000***

잔차 2833.922 289 9.806

총계 4173.780 290

2

회귀분석 1499.758 2 749.879 80.764 .000***

잔차 2674.022 288 9.285

총계 4173.78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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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방식에 의해 가장 설명력 있는 모형은 온정적 성차별주의, 적

대적 성차별주의, 나이 변인이 포함된 세 번째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모형에 의하면 본 연구의 가설인 ‘초등학교 교사들의 양가적 성차별

주의(온정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가 p<.001 수준에서 유효하다. 이 모형이 종속 변인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36.7%다.

회귀계수를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1단

위 낮아질수록, 0.262점 높은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지닌다. 또,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1단위 낮아질수록, 0.222점 높은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지

닌다. 표준화 계수의 베타값을 참고했을 때,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설명

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베타= -.431)

이며, 다음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베타= -.266), 마지막으로 나이(베타=

.125)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가설을 채택하고 도출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

다.

Y= 40.929 - 0.262x1 - 0.222x2 + 0.435x3

Y: 성평등적 교수 태도

a: 상수

x1: 온정적 성차별주의

x2: 적대적 성차별주의

x3: 나이

3

회귀분석 1561.156 3 520.385 57.165 .000***

잔차 2612.624 287 9.103

총계 4173.78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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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가적 성차별주의 하위 요소별 영향 분석

⑴ 온정적 성차별주의 하위 요소별 영향 분석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소별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소 세 가지와 통제

변인인 성별, 나이, 양성평등 연수 이수,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일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표 Ⅳ-9> 온정적 성차별주의 하위 요인별 영향 분석

(*: p<.05, **: p<.01, ***: p<.001)

<모형 요약>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

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39.970 .961 41.574 .000

보호적 부성주의 -.781 .089 -.483 -8.749 .000*** .690 1.449

보완적 성역할 분화 -.323 .068 -.259 -4.766 .000*** .712 1.404

이성애적 친밀성 .043 .094 .027 .458 .647 .589 1.699

성별 -1.188 .507 -.112 -2.344 .020* .917 1.090

나이 .220 .172 .063 1.281 .201 .871 1.148

양성평등 연수 이수 -.050 .160 -.015 -.313 .754 .926 1.079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
.099 .255 .019 .387 .699 .899 1.113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Durbin-Watson

.636a .404 .389 2.96513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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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모형의 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본

회귀모형은 종속변인을 38.9%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정적 성차

별주의의 하위 요소 중 보호적 부성주의와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p<.001

수준에서 성평등한 교수 태도에 영향을 준다. 보호적 부성주의가 1점 높

아질수록, 성평등적 교수 태도가 0.781점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보완적

성역할 분화가 1점 높아질수록, 성평등적 교수 태도가 0.323점 낮아진다.

통제 변인 중 성별 또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p<

.05). 성별은 더미 변수로 코딩(여=0, 남=1)하여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

다고 가정했을 때, 남교사들이 여교사들에 비해 1.188점 낮은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준화 계수의 베타값을 참고했

을 때,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설명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인

은 보호적 부성주의(베타= -.483)이며, 다음으로 보완적 성역할 분화(베

타= -.259), 마지막으로 성별(베타= -.112)이었다.

반면, 이성애적 친밀성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는 통제변인 중 나이, 양성평등 연수 이수, 양성평등 교

육의 필요성 인식 또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⑵ 적대적 성차별주의 하위 요소별 영향 분석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소별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소 세 가지와 통제

변인인 성별, 나이, 양성평등 연수 이수,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일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10>와 같다.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685.638 7 240.805 27.389 .000***

잔차 2488.143 283 8.792

총계 4173.78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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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적대적 성차별주의 하위 요인별 영향 분석

<모형 요약>

  위 모형의 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본

회귀모형은 종속변인을 25.8%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변인들이 전체적으로 38.9%의 설명력을 지닌 것에

반해 13.1%가 줄어든 수치다.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

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38.862 1.125 34.534 .000

지배적 부성주의 .156 .245 .057 .638 .524 .319 3.139

경쟁적 성역할 분화 -.650 .201 -.300 -3.230 .001*** .296 3.383

적대적 이성애 -.598 .130 -.312 -4.614 .000*** .558 1.793

성별 -.898 .585 -.085 -1.534 .126 .835 1.198

나이 .375 .190 .108 1.972 .050* .859 1.164

양성평등 연수 이수 -.116 .176 -.035 -.660 .510 .927 1.078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
-.074 .283 -.014 -.262 .793 .890 1.124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Durbin-Watson

.526a .276 .258 3.26701 1.912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153.217 7 164.745 15.435 .000***

잔차 3020.563 283 10.673

총계 4173.78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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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소 중 경쟁적 성역할 분화와 적대적 이성

애는 p<.001 수준에서 성평등한 교수 태도에 영향을 준다. 다른 변인들

이 모두 같다는 가정 하에 경쟁적 성역할 분화가 1점 높아질수록, 성평

등적 교수 태도가 0.65점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적대적 이성애가 1점 높

아질수록, 성평등적 교수 태도가 0.598점 낮아진다. 통제 변인 중 나이

또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p< .05). 나이가 1단위 높

아질수록, 성평등적 교수 태도가 0.375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표준화 계수의 베타값을 참고했을 때,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설명

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적대적 이성애(베타= -.312)이며,

다음으로 경쟁적 성역할 분화(베타= -.300), 마지막으로 나이(베타= .108)

였다.

반면, 지배적 부성주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는 통제변인 중 성별, 양성평등 연수 이수, 양성평등 교

육의 필요성 인식 또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⑶ 양가적 성차별주의 하위 요소 회귀 모형

마지막으로 단계선택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변수만 최종적으로 선택

하여 적합화된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참고하여 교사

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성차별주의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 요인들을 교사 대상의 주요 연수 내용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결

과는 다음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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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양가적 성차별주의 하위 요소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요약>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38.742 .518 74.750 .000

보호적 부성주의 -.926 .078 -.573 -11.893 .000

2

(상수) 40.770 .614 66.436 .000

보호적 부성주의 -.756 .080 -.468 -9.428 .000

경쟁적 성역할 분화 -.597 .107 -.276 -5.560 .000

3

(상수) 41.657 .648 64.297 .000

보호적 부성주의 -.690 .081 -.427 -8.559 .000

경쟁적 성역할 분화 -.461 .112 -.213 -4.126 .000

보완적 성역할 분화 -.232 .063 -.186 -3.660 .000

4

(상수) 41.102 .689 59.625 .000

보호적 부성주의 -.683 .080 -.423 -8.532 .000

경쟁적 성역할 분화 -.506 .113 -.234 -4.494 .000

보완적 성역할 분화 -.245 .063 -.196 -3.868 .000

나이 .361 .161 .103 2.245 .026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Durbin-Watson

1 .573a .329 .326 3.11391

2 .627b .394 .389 2.96428

3 .649c .421 .415 2.90248

4 .656d .431 .423 2.882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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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방식에 의해 가장 설명력 있는 모형은 보호적 부성주의, 경쟁적

성역할 분화, 보완적 성역할 분화, 나이 변인이 포함된 네 번째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p<.001). 이 모형이 종속 변인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42.3%다.

회귀계수를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호적 부성주의가 1점 높

아질수록 성평등적 교수 태도는 0.683점 낮아진다. 또, 경쟁적 성역할 분

화가 1점 높아질수록 성평등적 교수 태도는 0.506점 낮아진다. 마지막으

로 보완적 성역할 분화가 1점 높아질수록 성평등적 교수 태도는 0.245점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소를 고려하여 도출한 회귀식

은 다음과 같다.

Y= 41.102 - 0.683x1 - 0.506x2 - 0.245x3 + 0.361x4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1371.509 1 1371.509 141.445 .000

잔차 2802.272 289 9.696

총계 4173.780 290

2

회귀분석 1643.129 2 821.564 93.498 .000

잔차 2530.651 288 8.787

총계 4173.780 290

3

회귀분석 1755.983 3 585.328 69.480 .000

잔차 2417.797 287 8.424

총계 4173.780 290

4

회귀분석 1797.864 4 449.466 54.104 .000

잔차 2375.916 286 8.307

총계 4173.78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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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성평등적 교수 태도

a: 상수

x1: 보호적 부성주의

x2: 경쟁적 성역할 분화

x3: 보완적 성역할 분화

x4: 나이

위 회귀모형을 참고하여 교사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판별하여 이를 연수 내용이나 교육 목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

이지 않았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오히려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전체

적으로, 하위 요소별로 종속변인에 더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성평등 교육에 또

다른 관점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찰해 볼 수 있다.

4) 양가적 성차별주의 집단별 분산분석

⑴ 집단별 기술 통계 분석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적대적 성차별의식으로 구

분된다.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온정적/적대적 성차별

주의의 고저에 따라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전체 표본을 네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두

성차별주의의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낮으면 ‘저’, 평균보다

높으면 ‘고’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두 성차별주의의 양상별로 집단을 분

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볼 수 없었던 사실들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집단의 배경 변인 빈도 분석은 다음

<표 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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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양가적 성차별주의 고저에 따른 집단별 배경 변인 빈도

분석
*괄호 안은 행비율. 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집단1> 온정적 성차별주의 고, 적대적 성차별주의 고

<집단2> 온정적 성차별주의 고, 적대적 성차별주의 저

<집단3> 온정적 성차별주의 저, 적대적 성차별주의 고

<집단4> 온정적 성차별주의 저, 적대적 성차별주의 저

가장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속해있는 집단은 온정적/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모두 평균값보다 낮은 <집단4>였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에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총합

총합 82 48 27 134 291

성별
여 60 (24%) 45 (18%) 20 (8%) 122 (49%) 247

남 22 (50%) 3 (7%) 7 (16%) 12 (27%) 44

나이

20대 14 (17%) 14 (17%) 4 (5%) 51 (61%) 83

30대 18 (27%) 11 (16%) 6 (9%) 32 (48%) 67

40대 31 (36%) 10 (12%) 12 (14%) 34 (39%) 87

50대 19 (35%) 13 (24%) 5 (9%) 17 (32%) 54

양성평

등

연수

이수

경험

없음 13 (25%) 6 (12%) 3 (6%) 30 (58%) 52

1회 37 (36%) 12 (12%) 10 (10%) 45 (43%) 104

2회 8 (23%) 7 (20%) 4 (11%) 16 (46%) 35

3회 이상 24 (24%) 23 (23%) 10 (10%) 43 (43%) 100

양성평

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

지금도

충분하다.
27 (33%) 13 (16%) 8 (10%) 35 (42%) 83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46 (33%) 22 (16%) 15 (11%) 57 (41%) 140

더욱

필요하다.
9 (13%) 13 (20%) 4 (6%) 42 (6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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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이 집단이 바로 성평등 교육의 도달지점으로서 바람직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총 291명 중 약 46%에 해당하는 134명의 참여자들이 평균

보다 낮은 온정적/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를 보여 높은 성평등 의식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집단1>이 82명으로 28%, <집단2>가 48명으

로 16%, <집단3>이 27명으로 9%의 비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성별 요인을 보면 여교사들의 절반이 높은 성평등 의식을 지닌 <집단

4>에 포진해 있는 것에 비해 남교사들은 절반이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집단1>에 들어가 있었다. 또한 남교사들은 양가적 성차별주의 중

에서도 적대적 성차별주의만 가지고 있는 인원(7명)이 그 반대(3명)에

비해 더 많았다. 이는 보통 명시적인 적대성을 드러내는 성차별주의가

사회 분위기상 많이 억압되고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더 높은 점수로 드러

나는 것에 비하면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태를 통해 교사들

사이에서도 성별에 따른 성차별주의 인식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이 또한 나이대가 높아질수록 높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해당하는

<집단1>의 비율이 높아지고, 높은 성평등 의식을 지닌 <집단4>의 비율

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 간 세대에 따라 성차별

주의 인식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양성평등 연수 이수 경험에 따라서는 네 집단의 구성 비율이 크

게 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인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집단4>에 들

어가 있다. 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에 관한 문제 의식을 가질수록

성평등 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네 집단별로 성평등적 교수 태도 점수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자 우선적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해당 결과는 다음

<표 Ⅳ-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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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양가적 성차별주의 고저에 따른 집단별 기술 통계 분석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두 요인을 모두 높게 가지고 있는 <집단1>과 그

반대 경우인 <집단4>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 점수는 평균 5.15점의 차이

가 있었다. 또한 평균보다 낮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높은 온정적 성차

별주의를 지닌 <집단2>의 경우도 <집단1>과 평균 3.04점의 차이가 있

었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해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⑵ 집단별 일원 분산 분석

양가적 성차별주의 고저에 따라 표본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성평등적 교수 태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행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Ⅳ-14>과 같다.

<표 Ⅳ-14> 양가적 성차별주의 고저에 따른 집단별 분산 분석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최소값 최대값

집단1 82 29.73 3.197 .353 21.00 37.00

집단2 48 32.77 3.068 .442 27.00 40.00

집단3 27 33.66 3.669 .706 27.00 40.00

집단4 134 34.88 2.985 .257 26.00 40.00

총계 291 32.97 3.793 .222 21.00 40.00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1367.882 3 455.961 46.638 .000***

그룹 내 2805.898 287 9.777

총계 4173.78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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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의 동질성 검정>

분산 분석 결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고저에 따른 집단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6.638, p< .001).

사후 분석을 하기에 앞서 분산 분석에서는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본 표본이 이에 부합하는지 보기 위하여

Levene의 등분산 가정 검정을 실시해보았다. 그 결과 각 집단의 분산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었다(p= .358). 이에 따라 등분산

이 가정된 Scheffe의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Ⅳ

-15>와 같다.

<표 Ⅳ-15> 양가적 성차별주의 고저에 따른

집단별 분산 분석 사후비교

(*: p<.05, **: p<.01, ***: p<.001)

Levene 통계 df1 df2 유의수준

1.081 3 287 .358

(I)

ANOVA

(J)

ANOVA
평균 차이(I-J) 표준 오차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집단1

2 -3.039*** .568 .000 -4.63 -1.44

3 -3.934*** .693 .000 -5.88 -1.98

4 -5.156*** .438 .000 -6.38 -3.92

집단2

1 3.039*** .568 .000 1.44 4.63

3 -.895 .752 .701 -3.01 1.21

4 -2.117** .525 .001 -3.59 -.63

집단3

1 3.934*** .693 .000 1.98 5.88

2 .895 .752 .701 -1.21 3.01

4 -1.221 .659 .332 -3.07 .63

집단4

1 5.156*** .438 .000 3.92 6.38

2 2.117** .525 .001 .63 3.59

3 1.221 .659 .332 -.63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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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서브 세트>

  Scheffe의 검증 방법은 집단들의 두 개의 집단간 평균 차이를 비교하

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대비시켜 비교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각 집단의 표본의 수가 같지 않게

나왔는데, 이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게 되었다. 해당 검

증법이 다른 분산 분석 방법들 중에서 영가설을 기각하기 가장 어려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양가적 성차별주 양상에 따른 집단별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온정적/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모두 높게 나타난 <집단1>은 다른 세 집

단들에 비해 성평등적 교수 태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p= .000). 특히 그

중에서 성평등 의식을 지니고 있는 <집단4>와 평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평균보다 높은 온정적 성차별주와 평균보다 낮은 적대적 성차

별주의를 가지고 있는 <집단2>는 <집단1>(p= .000)에 비해 유의미하게

성평등적 교수 태도의 점수가 높았고, <집단4>(p< .01)와 비교해서는 유

의미하게 점수가 낮았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만 높게 나타나는 <집단3>

의 경우 유일하게 <집단1>과 유의미한 종속 변인의 점수 차이가 나타났

다(p =.000).

동일 서브 세트를 참고해 보면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모두 높게 가지고

있는 <집단1>은 독자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집

ANOVA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2 3

집단1 82 29.7317

집단2 48 32.7708

집단3 27 33.6667 33.6667

집단4 134 34.8881

유의수준 1.000 .549 .271

*조화 평균 표본 결과 = 51.594를 사용.

*그룹 크기가 서로 같지 않아 그룹 크기의 조화 평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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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2>와 <집단3>, <집단3>과 <집단4>가 각각 동일한 집단으로 표기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집단3: 온정적 성차별주의 저, 적대적 성차

별주의 고>이 성평등 의식을 지니고 있는 <집단4>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고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를 통

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아니라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집단 2: 온정적 성차별주의 고, 적대적 성차별주의 저>는

<집단4>와 유의미한 평균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른 집단으로 분류

되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양가적 성차별주의 중 한쪽만 높게 나온 <집단2>와 <집단3>

의 경우에는 성평등 실천에 있어서 영역별로 큰 변동을 보여준다(한국여

성정책연구원, 2012, 348p). 직장에서의 성역할, 가정에서의 성역할, 행동

양식, 학교 생활 측면에서 <집단1>과 <집단4>에 비해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였던 것이다. 그 이유로 두 집단이 아직 분명한 성별 가치를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만약 그 추세가 초등교

사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종속 변인의 측정 도구나 문항에 따라 결과의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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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교

육 현장에서도 성평등 문화에 대한 논의와 고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사회과 등의 교과에서 성

평등 교육이 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어떤 영역에 집중되었는

지부터 고찰했다. 그 결과 교과에서의 성평등 교육은 특정 성에 대한 적

대적 시선을 바탕으로 한 차별 문제,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 역할

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루어지는 다방면의 성 관

련 논란들이 꼭 명시적 차별 문제로 인해 도출된 결과는 아니라는 문제

의식 아래 본 연구를 실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즉 적대적 성차

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각각 측정하여 변인들이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는 특정 성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이 인식에 맞게 차별적인 언행을 명시

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섬세

하고 지켜주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는 보호적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지금까지 지양해야 할 성평등 의식으

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표면적으로 매너와 관행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까지 잘 예상하

지 않는다. 하지만 이 또한 이분법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본래 성별로 타

고난 특성과 응당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

이 시민으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 한계를 그을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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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각각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을

세우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 주 가설과 하위 가설을 설정하여 실행했다.

<주가설> 초등학교 교사의 성차별주의는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1. 초등학교 교사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약할수록 높은 성평

등적 교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위가설 2. 초등학교 교사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약할수록 높은 성평

등적 교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교

사들 중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담당해 본 경험이 있는 담임교사들을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수합된 설문지 292부 중 중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1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총 29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적대적 성차별주의

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독립변인으로, 성별, 나이, 교직 경력, 양성평등

연수 이수 횟수,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통제 변인으로, 성

평등적 교수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양상에 따라 표본을 네 집단으로 나누어 분산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산 분석을 통하여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성평

등적 교수 태도에 유의미한 결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음 <표 Ⅴ-1>은 분산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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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양가적 성차별주의 고저에 따른 집단별 분산 분석 정리

(*: p<.05, **: p<.01, ***: p<.001)

<집단1: 양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고, 적대적 성차별주의 고

<집단2> 온정적 성차별주의 고, 적대적 성차별주의 저

<집단3> 온정적 성차별주의 저, 적대적 성차별주의 고

<집단4: 성평등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저, 적대적 성차별주의 저

<집단1>은 <집단2>, <집단3>, <집단4>와 모두 유의미하게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차이가 나고 있었고, <집단2>는 <집단4>와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그 외의 조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동일 그

룹으로 묶을 수 있었다. 특히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만 더 높은 그룹이 그 반대보다 더 낮은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보았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적대적 성차별

주의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였다.

다음 <표 Ⅴ-2>은 최종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I) ANOVA (J) ANOVA 평균 차이(I-J) 유의수준

집단1
집단2 -3.039*** .000

집단3 -3.934*** .000

집단4 -5.156*** .000

집단2
집단3 -.895 .701

집단4 -2.117** .001

집단3 집단4 -1.221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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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가설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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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회귀분석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성차별주의는 성평등적 교수 태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

‘초등학교 교사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약할수록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와 ‘초등학교 교사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약할수록

성평등적 교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모두 채택되었다.

통제 변인 중 나이가 p < .05 수준에서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외에 성별, 양성평등 연수 이수의 횟수, 양성평등 교

육의 필요성 인식은 교사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한편 다른 두 종류의 성차별주의 내에서도 하위 요소별로 종속변인에

주는 영향이 조금씩 달랐다. 이와 관련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Ⅴ

-3>와 같다.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41.273 1.043 .000

온정적 성차별주의 -.260 .036 -.429 .000*** 채택

적대적 성차별주의 -.209 .051 -.250 .000*** 채택

성별 -.675 .532 -.064 .205

나이 .422 .176 .121 .017**

양성평등 연수 이수 -.072 .163 -.022 .658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
-.133 .257 -.025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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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하위요소별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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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회귀분석 결과,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소 중에서는 보호적

부성주의와 보완적 성역할 분화가 p< .001 수준에서 종속변인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소 중

에서는 경쟁적 성역할 분화와 적대적 이성애가 종속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사

들은 명시적으로 보이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온

정적 성차별주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주었던 경향과 비슷한 추세이다. 오늘날의 성차별에 민감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이 다른 영역에 있으

면서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두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0.596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

자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결국 적대적 성차별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금까지 교사 대상의 연수와 학생 대

상의 학교 교육에서 공식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다룬 경우는 없었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다른 차원의 성차별주의에 대해 논

온정적

성차별주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보호적 부성주의 -.781 .089 -.483 .000***

보완적 성역할 분화 -.323 .068 -.259 .000***

이성애적 친밀성 .043 .094 .027 .647

적대적

성차별주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지배적 부성주의 .156 .245 .057 .524

경쟁적 성역할 분화 -.650 .201 -.300 .001***

적대적 이성애 -.598 .130 -.312 .000***



- 90 -

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 성평등

적 교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온정적 성차별주

의는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특히나 첫 번째 결론에서 논의

했듯이 교사들이 전자보다 더 높은 후자의 성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사회에

서 매너와 관습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니고

있는 본인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러한 자각

없이 적대적 성차별주의에만 집중하여 성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교사들의 성평등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을 놓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과 교육 실효성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각을 갖

춘 성평등 의식 교육이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두 종류의 성차별주의를 불문하고 성역할과 성별 특성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이 교사들의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 회귀분석 결과를 봤을 때, 경쟁적 성역할 분화와 보완적 성역할 분화

항목이 동시에 종속 변인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성역할 분화란 남

성과 여성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성별에 맞는 분야와 역할이

따로 있다고 믿는 시각을 의미한다. 사실 사회과에서는 꾸준히 사회에서

맡는 직업이나 역할에 고정관념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가사에 있

어서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협동하여 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학습 내용을

많이 다루었다. 이 결과는 교사들의 설문 문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

다. ‘교실에 꽃을 꽃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일 등은 여학생에게 하도록 해

야 한다.’와 ‘학교와 직업에 대한 결정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보다 중요

하다.’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보면 교사들 사이에서도 남녀에 따

른 직업과 역할에 대한 편견이 제일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의 전제조건이 되는 성별 특성 고정관념에서는 아직 자유롭

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높은 성차별주의를 보여준 영역이다. 연구 참

여자들은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2.04/4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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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경향이 있었고, 더 나아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섬세하므로 가정을 잘

돌보는 경향이 있다(2.13/4점)’고 응답했다. 결국 여성이 선천적으로 더 섬

세하고 꼼꼼하다는 성별 특성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성역할 분화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회적 역

할과 가정에서의 일 분담에 관해 논의하기에 앞서, 더 근본적인 개인적 특

성과 성격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인의 영향력을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첫째, 성차별주의와 관련해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를 예언하는 변수였지

만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는 안상수 외

(2012)이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남교사와 여교사의 성평등 의식과 실천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 교사들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성평등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양성평등 교육 연수가 교원들의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를 진작

시키는 데 큰 일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와 안상수 외(2012)

에 의하면 교사들의 양성평등 연수 이수에 따라 성평등적 교수 태도가 받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양성평등 교육 연수의 목적

을 생각해 보면 그 효용에 의문이 드는 결과이다. 우선 양성평등 연수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있어 교사들의 집중력과 관심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 연수의 내용과

방법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기에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고민해 보

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시각의 성

차별주의에 대해 개방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면 더 좋을 것이다.

셋째는 교사들의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교사들

의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당 변인은 성평등적 교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더 자세한 응답 비율을 보면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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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48.1%).’와 ‘더 필요하다(23.4%).’가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학생들의 시민성 함

양을 위해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

문에 현행 유지를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회과와 같

은 교과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주제를 다루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을 도

모하는 데 있어 현 사회의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학습 제재로 다룬다면

학생들이 좀 더 자신의 문제로 밀접하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민주 시민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적 교

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사실 성차별주의와 성

역할 가치관을 측정하는 데는 여러 종류의 척도가 개발되어 있고 신뢰도

와 타당도가 많이 수집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

등적 교수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따로 개발이 되어있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도 다른 연구자가 외국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빌려와 진

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생활적, 학습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진 하위 요소

가 없어서 더 자세한 분석을 실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응용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성평등적 교수 의식이나 실천에 관한 지표를 따로

개발한다면 교육 연구와 교원 개발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 연수에 성평등 관련

내용의 비중을 높이기를 바란다. 최근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힘입어 더

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회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많이 줄

어들었다. 또한 내용을 고려할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 등의 새로운 개념

을 적극 고려하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봤을 때 성평등 실천과

태도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양가적 성차별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의식이었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연수 내용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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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과 교육 실효성의 제고를 위

해 다양한 시각을 갖춘 성평등 의식 교육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성평등 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보고서와 본 연구에

따르면 교원의 양성평등 연수 이수의 여부는 성평등적 교수 태도나 성평

등 실천 의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연수의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

재 진행되고 있는 연수를 분석하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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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의 남녀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여성에

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
1 2 3 4

2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1 2 3 4

3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려먹는

다.
1 2 3 4

4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므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다.

1 2 3 4

5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

서, 여성들은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1 2 3 4

6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

이 바람직하다.
1 2 3 4

7
사랑하는 여성이 없다면 남성의 삶은 무의미 할

것이다.
1 2 3 4

8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남자에

게 의지하려 든다.
1 2 3 4

9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직

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1 2 3 4

10
여자들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다.
1 2 3 4

11
남성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1 2 3 4

12
가벼운 짐일지라도 여성이 아닌 남성이 들어야한

다.
1 2 3 4

13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

다.
1 2 3 4

14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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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와 관련된 교수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

다.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해 주십시오.

15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 일을 맡기가 어

렵다.
1 2 3 4

16
여자는 남자에 비해 섬세하므로 가정을 잘 돌보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7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 등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1 2 3 4

18
여학생보다는 책임질 줄 아는 남학생이 학급 회장

이 되어야 학급운영이 더 잘 된다.
1 2 3 4

19
여성보다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1 2 3 4

20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

당해야 한다.
1 2 3 4

21
남자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성

들은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다.
1 2 3 4

22
엄마가 방과 후 집에서 반겨준다면, 아이들의 정서

교육에 좋다.
1 2 3 4

23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1 2 3 4

24
여성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주장한다.
1 2 3 4

문항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축구, 농구, 야구 운동시합에 학교 대표로 남,녀 어

린이가 함께 선수로 출전해야 한다.
1 2 3 4

2

왈가닥스러운 여자아이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

면 숙녀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해야

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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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선생님의 배경 변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밑줄에 ‘✔’

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①여 ②남

2. 교직 경력:

①5년 미만 ②5년 이상 10년 미만 ③10년 이상 15년 미만 ④15년 이상 20년

미만 ⑤20년 이상

3. 나이: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3
학교와 직업에 대한 결정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보

다 중요하다.
1 2 3 4

4
일을 할 때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남학생은 남학생

끼리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남학생과 여학생의 훈육 방식은 같아야 한다. 1 2 3 4

6
남학생과 너무 자주 어울리는 여학생은 여학생과 어

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1 2 3 4

7
무거운 짐 옮기기 등 대부분 힘이 드는 일은 남학생

에게 하도록 해야 한다.
1 2 3 4

8
남학생과 여학생이 운동 경기, 성적 등에서 똑같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1 2 3 4

9
교실에 꽃을 꽃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일 등은 여학

생에게 하도록 해야 한다.
1 2 3 4

10
남학생과 여학생은 신체조건을 감안해서 따로 체육수

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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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성평등교육> 연수 경험 여부: ① 있다 ( )회 ② 없다

5. 선생님께서는 학교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양성평등교육이 더 강화되어

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① 현재로서도 충분하다.

② 더 강화되어야 하지만, 교육여건상 확대 실시가 어렵다.

③ 매우 부족하므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의 뜻으로 2,000원 정도의 선물을

드립니다. -

이름: 연락처: 사례를 원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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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ism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Gender-equal 
Teaching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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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nder-equal teaching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he factors of ambivalent sexism 
that have influence on teaching attitudes. Due to recent incidents 
and controversies related to gender issues, the demand for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is increasing soci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talize discussions on gender equality culture 
in the educational field in response to these social needs and to 
suggest practical plans. To this end, consideration started with 
how gender equality education has been mainly conducted in 
subject areas such as social studies, and in what areas it has 
been concentrated. As a result,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the 
subject most often dealt with the issue of discrimination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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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stile view of a specific gender and the social role in the 
public domain. However,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awareness that the various gender-related controversies that are 
occurring today are not necessarily the result of explicit 
discrimination issues.
  To this end, 'Does elementary school teachers' sexism affect 
gender-equal teaching attitudes?' was set as a research question. 
The sub-hypothesis established to find out this is as follows.

Sub-hypothesis 1. The weaker the hostile sexism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higher the gender-equality teaching 
attitudes.

Sub-hypothesis 2. The weaker the benevolent sexism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higher the gender-equality 
teaching attitudes.

  In order to verify the above research hypothesis,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n 291 elementary school teachers 
nationwide who have experience in guiding students' life. The 
analyzed data included hostile sexism and benevolent sexism as 
independent variables. Gender, age, teaching experience, number 
of completion of gender equality training, and recognition of the 
need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setting gender-equal teaching attitudes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variance analysis was performed 
by dividing the sample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pattern 
of ambivalent sexis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sexism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as affecting the gender-equal teaching attitudes. 



- 109 -

Both benevolent sexism and hostile sexism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t p <.001 level. Therefore, the hypothesis 'The 
weaker the hostile sexism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ll have 
a higher gender-equal teaching attitudes' and 'The weaker the 
benevolent sexism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ll have a 
higher gender-equal teaching attitudes.' all were adopted.
  Through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eachers had more benevolent sexism that 
existed implicitly than hostile sexism that was explicitly seen. 
However, until now, it has been very rare that the training for 
teachers and school education for students has officially dealt 
with benevolent sex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discussion about other levels of sexism with reference to these 
results.
  Second, both hostile sexism and benevolent sexism of teache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gender-equal teaching attitudes. 
Among them, benevolent sexism has a greater influence. If the 
problem of gender equality only focuses on hostile sexism 
without such awarenes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actice of gender 
equality by teachers may be missed. Therefore, gender equality 
education with diverse perspectives should be reflect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and education.
  Third, irrespective of the two types of sexism, the dichotomy of 
gender roles and gender characteristics negatively affects 
teachers' gender-equal teaching attitudes. When looking at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the items of ‘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 and ‘complementary gender differentiation’ were 
simultaneously negatively affecting the dependent variable. 
‘Gender differentiation’ refers to the view that men and women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so that there are separat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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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oles for each gender. Teachers showed that their 
stereotypes about jobs and social roles have decreased a lot, but 
they are still not free from stereotypes about gender 
characteristics. Therefore, before discussing social roles and 
division of work in the hom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fundamental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ies.
    Finally, some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rom the influence 
of the controlling variable. First, as a result of statistical 
verification, the training program for gender equality has not 
played a major role in raising teachers' gender equality 
awareness and willingness to pract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gender equality training 
program currently being conducted are appropriately 
implemented to produce desirable results. The second is the 
awareness of teachers' need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Nearly half of the teachers are aware of the need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order to cultivate students' citizenship, but 
becaus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hey advocate maintaining the 
current state. In this situation, it is possible to think about ways 
to deal more actively with related topics in subject areas such as 
social studies. If timely issues of the current society are treated 
as learning topics, students would feel more closely with their 
own problems and actively cultivate the spirit of democratic 
citizenship. 

keywords : ambivalent sexism, hostile sexism, benevolent sexism, 
gender equality education, gender-equal teaching attitudes

Student Number : 2018-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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