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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특히,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아동이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 차이, 가정 내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 그리고 여성 대통령 숫

자의 부족과 같은 성 불평등 현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설명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아동의 성공적인 삶과 원활한 

사회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 불평등은 일상생활과 사회구조 내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아동기부

터 형성된다. 최근 들어 아동의 차별 인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종 차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Benner & Graham, 2011; Brody et al., 2006, 

Crystal, Killen, & Ruck, 2010; Fisher, Wallace, & Fenton, 2000; 

Gogtay et al., 2004; Greene, Way, & Pahl, 2006; Simons et al., 

2002)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살펴본 소수의 연

구들은 모두 서구권,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

어져 왔다(Bigler,  Arthur, Hughes, & Patterson, 2008; Brown & 

Bigler, 2004; Neff, Cooper, & Woodruff, 2007). 더욱이 이처럼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 중 성별이나 연

령 차이를 모두 고려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한

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

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성별과 연령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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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의 상

대적인 지위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문제에서, 아동들

은 성 불평등의 현실에 근거하여 문제 상황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젠더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소수의 아동들의 경우 남성에게 긍정적인 성 고

정관념을, 여성에게 보다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을 부여함으로써 남성

을 더 높은 지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가정 내 성 불평

등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에

서, 9세 아동들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현대에 이르러 바뀐 성역할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13세 아동들은 이 같은 

차이를 바로 감지하였는데, 이는 인지능력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남학생들이 성역할의 변화를 

저항적으로 거부했다는 결과와 달리, 본 연구의 남학생과 여학생은 

모두 해당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셋째, 여성 대통령 부족의 원인에 대한 아동들의 추론의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차별로 지목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여학생일수록 대통령직에서의 여성의 부족을 개인적 요

인보다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대통령직에서 여성 

숫자의 부족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감정적 반응이 거의 유사하였

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의 남학생들은 부정적인 감정보

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여학생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확고하게 표현한 경

우가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아동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대통령을 주로 남성이 해도 상관없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이 집단 구성원의 특성에 의한 타인의 배제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구체적

으로는 고학년일수록, 그리고 여학생일수록 대통령직에서의 성 불평

등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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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부터 아동들은 여성과 남성에 기초한 수많은 메시지들에 

노출되며 그들은 각자의 눈으로 이러한 메시지들을 해석하고 판단한

다. 초등학교 시기는 신념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태도가 공적으로 발

현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공정과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다. 교육과정 및 교실

에서 성 불평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

회 세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평등에 대한 실천적 동

기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성 불평등, 성 고정관념, 차별 인식, 불평등 인식, 아동 인식, 성차

별 

학  번 : 2019-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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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성 불평등1)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특히,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아동이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 차이, 가정 내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 그리고 여성 대통령 숫자의 부족과 같은 성 불평등 

현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설명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

다.

  평등, 정의, 공정의 문제는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회의 핵심 요소이다. 이

러한 요소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 내의 통합을 보장할 수 없고 특정

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차별 및 불평등이 초래

된다. 한 인간을 구분 짓는 성별, 인종, 직업, 계층 등 여러 범주 중에서도 

아동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은 성별일 것이다. 따라

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성별의 범주에서부터 아동들이 

동등하고 평등한 인간으로 서로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 불평등

에 관한 문제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가장 격렬한 논의의 대

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심일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지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황선재 & 계봉오, 2018, p.66).

1) 본 논문에서 젠더 불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본 논문의 초점이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평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맥락에서 필요할 때에는 젠더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두 용어가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두 개념의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의 현실적인 한계를 연구자도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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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성공적인 삶과 원활한 사회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 불평등은 

일상생활과 사회구조 내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한국사회 성 불평등의 

현 주소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 OECD 데이

터에 따르면 OECD 평균 여성고용률(15-64세 여성경제활동인구 중, 고용

인구비율)은 61.7%, 남성고용률은 76.2%로,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고용률

은 58.1%, 남성고용율은 75.9%로 그 격차가 OECD 평균보다 크다. 또한 

남녀임금격차는 OECD 평균이 13.2%이며, 24.5%로 2위를 차지한 일본을 

현저한 차이로 누르고 한국이 34.1%로 1위를 기록하였다. 세계경제포럼

(Wolrd  Economic Forum, WEF)이 발표한 ‘2020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서 한국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0.672로 153개 국 가

운데 108위에 그쳤으며 교육정도에서는 108위, 정치 권한 부여에서는 79

위, 경제적 참여와 기회는 127위로 선진국 중에 이탈리아 다음으로 두 번째

로 큰 성 격차를 기록한 것이다. 나아가 여성은 여전히 남성들보다 명망 있

고 수입이 높은 직업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여성은 

법조인의 28.7%, 의사의 26%, 4급 이상 고급 공무원의 14.7%에 불과했고,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여성(41.5%)이 남성(26.3%)보다 

높다(통계청, 2019a). 

  성 불평등의 현실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가정은 

여성 청소년의 불만과 낮은 자존감을 초래했으며 이것은 비행으로 이어졌다

(이성식 & 전신현, 2011; 정익중, 2005).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학과 

과학 능력이 떨어진다는 오랜 고정관념은 아동들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학생은 공학, 컴퓨터 과학 

및 수학과 같은 과학 및 기술 관련 직업에서 남학생보다 성공에 대한 전망

이 훨씬 낮으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여학생일수록 수학성적이 낮아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evy, Sadovsky, & Troseth, 2000; Spencer,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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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nn, 1999). 실질적인 조치와 교육적 개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학업 능력 및 선호도, 직업 선택에서의 성별 차이는 계속되고 있다

(Eccles, 1987; Eccles & Harold, 1991). 이처럼 성 고정관념은 아동 및 청

소년이 자신의 선택이나 기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여 불평등한 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2018).

  이와 같은 성 불평등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아동기부터 형성된다. 예컨

대, 어린 아동들은 남성에게 정형화된 직업과 여성에게 정형화된 직업이 무

엇인지, 나아가 각 직업 사이의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evy et al., 2000; Liben, Bigler, & Krogh, 2001). 

Levy et al.(2000)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남녀에 따른 임

금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성에 따라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미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Durkin(2005, 

p.89)은 아동의 성과 관련한 인식의 발달(gender development)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어린 

나이부터 대부분의 아동들이 성에 따른 속성과 행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지식이 도덕적 감정(무엇이 옳고 그른

지), 자기표현적인 감정(무엇을 하는 것이 눈에 띄거나 비춰지는 모습이 창

피할 것인가), 집단식별의 감정(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등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는 아동의 차별 인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Pahlke, Bigler, & Green, 2010).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인종 

차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Benner & Graham, 2011; Brody et 

al., 2006, Crystal et al., 2010; Fisher et al., 2000; Gogtay et al., 2004; 

Greene et al., 2006; Simons et al., 2002),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의 인식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살펴본 소수의 연구들은 모두 서구권,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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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Killen & Stangor, 2001; Brown & Bigler, 

2004). 더욱이 이처럼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

들 중 성별이나 연령 차이 모두를 고려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학생은 더 전통적인 관습을 지지하고 여학생은 공정성의 문제에 더 민감

한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Brose, 

Conry-Murray, & Turiel, 2013), 성 불평등 인식에서의 성차는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세계에 대한 

복잡한 이해가 증가하고(Neff et al., 2007) 차별을 더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Brown & Bigler, 2004), 연령의 차이 또한 고려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 차이, 성 불평

등 상황의 변화, 그리고 성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성 불

평등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성 불평등 현실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성 불평등의 원인을 무엇으로 ‘추론’하는지, 그리

고 성 불평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의 세 가지 갈래로 나누

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핵심 요소를 다루기 위

한 질문을 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에 대한 아동의 이

해와 관련된다. 이는 사회 내 성 불평등 현실에 대한 아동의 가장 기초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남녀의 사진을 활용하여 

아동들이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서구사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초등학교 재학 연령의 

아동들의 경우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Liben et al., 2001; Neff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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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g & Susskind, 2008).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가 한국의 초등학

생들 사이에서도 발견되는지 우선 확인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성 불평등 상황 변화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관련된

다. 기업, 정치 영역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이 가정은 상대적으로 여성과 남

성이 평등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Neff et al., 2007), 특히 

본 연구는 최근 가정 내에서 성역할이 변화한 동화의 그림을 활용하여 성 

불평등 상황 변화에 대해 아동이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 살펴본다. 

Durkin(2005, p.89)에 따르면, 다른 분야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달리 성과 

관련한 사회 세계에 대한 이해에는 강한 정서적 반응이 수반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선행연구들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반(反) 고정관념

적 상황에 더 저항적이라는 것을 보고하는데, 이것은 남학생들이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에 대해 위협을 느껴 정서적 저항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Durkin, 1985; Jeffrey & Durkin, 1989; Pickering & Repacholi, 2001; 

Durkin, 2005, p.102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들에게 전통적인 과거의 성역할을 

담은 그림과 반(反) 고정관념적 상황을 담은 현대의 모습을 담은 두 그림을 

보여준다. 성 불평등의 상황이 변화한 두 그림을 보고 아동들은 먼저 두 그

림의 차이점을 인지하는지, 다음으로 전통적인 성역할이 바뀌어 표현된 그

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한다. 이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아동들의 

이해와 태도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연구문제는 정치 영역에서의 성 불평등 상황에 대한 아동의 인식

과 관련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대통령직에서의 성 불평등 상황, 즉, 남성 

대통령에 비해 여성 대통령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은 상황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특히 대통령직에서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 세계 성 불평등의 수준은 영역마다 

매우 상이하지만, 국가 입법에서의 대표성 즉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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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리한 위치는 극심하다(Dorius & Firebaugh, 2010; Kenworthy & 

Malami, 1999). 특히 한국 역대 대통령 12인 중 11명이 남성이므로 성 불

평등의 두드러진 사례가 된다. 어린 아동들도 정부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Bigler et al., 2008),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로 공정하게 선출되는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장으로 아

동들에게 비교적 친숙하고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그동안 아동의 성별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조사하는 연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기존의 연구는 아동 발달에서의 성차와 성 고정

관념과 관련된 주제들에 집중되어 있다(Martin & Ruble, 2010 참조). 반

면, 본 연구는 아동들이 성 불평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아동기는 청소년기의 전 단계로서 인지적, 정의적 역량을 

육성하는 잠재적 성장기이며, 주변 환경이나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 그 변화

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시기이기도 하다(양정혜, 

2012). 따라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데에 교육과 환경의 영향이 크고, 인식

과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나 성 불평등 인식이 아동이나 청소년 시절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인 이후 

시기와 비교할 때 더 크고 중요하다(김은주,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성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담은 연구가 매우 제한적

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아동이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 차이,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 

그리고 성 불평등 현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설명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여 아동들의 성 불평등에 관한 인식을 연구하

는 본 연구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교수·학습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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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의 구성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삶의 여러 갈래에서 선택하는 유형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이

해하는 것은 중요하다(Ruble & Martin, 1998; Serbin, Powlishta, & 

Gulko, 1993; Neff et al., 2007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검토하려는 초기 시도이다. 어린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면담 시 사진을 

활용하였으며, 각 사진과 연구문제는 어린 아동이 친숙하게 느끼는 수준의 

기업, 가정, 정치 영역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영역 내에서 성 불평

등 인식의 의미가 포함하는 이해, 추론,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이 인식하는 남녀의 상대적인 지

위 차이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아동은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아동이 인식하는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셋째, 아동은 성 불평등 상황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며 어떠한 태

도를 갖고 있는가? 아동이 인식하는 성 불평등의 원인 추론 및 태도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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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는 장이다. 아동에게 있어 

성이라는 범주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성 불평등은 아동의 미

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핵심 

주제와 연구문제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관련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먼저 1절에서는 본 연구

에서 사용할 성 불평등 인식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개념들도 함께 살펴보

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 불평등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세 가지로 분류

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성 불평등의 사실적인 ‘이해’와 관련한 연구, 

두 번째는 성 불평등 원인의 ‘추론’과 관련한 연구, 세 번째는 성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연구들이다. 2절에서는 이러한 성 불평등 인식과 관련

한 연구들에서 성차와 연령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구들을 검토하여,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인 면접법을 사용한 이유와 

자료 분석 방법, 그리고 면담 수행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어린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수행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윤리적 민감성 부분

을 지키기 위한 방법 또한 언급하였다.

  제4장에서는 각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의 응답을 

분석하여 관련되는 이론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선행연구와의 비교도 제시하

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도덕교육적 시사점과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하

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를 논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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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아동의 성 불평등 인식

    1. 성 불평등 인식의 개념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를 

뛰어넘는 폭넓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동 대부분에게 일상생활에서 성별

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들은 가족, 친구, 학교, 미디어, 음악, 책 등 삶의 많

은 부분에서 성과 관련된 메시지에 노출된다(Durkin, 2005; Leaper & 

Brown, 2014; Martin & Ruble, 2010). 이 메시지는 한 사람이 자신의 성

별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한 사람이 자신의 

성별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포함한다(Berenbaum, 

Martin, & Ruble, 2008, p.673). 아동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의 많은 부분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 사회의 분리된 성역할

을 인식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그 후 아동들이 성인으로 성

장하여 행동의 성 차이를 재현한다(Eagly & Steffen, 1984).  

  성 불평등이란 이처럼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역할의 차이에 따라 여성이나 

남성에게 권위, 위신, 존엄이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Wood, 

2004, p.68). 성 불평등은 자원, 기회, 그리고 자율 등에 대한 접근에서 성 

계층화를 초래하며,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대우를 동반한다(Lorber, 2000). 

또한 성 불평등은 경험적으로 근거가 있든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든 차별에서 

비롯되며, 가정, 문화, 사회의 전반에 걸쳐 있다(Wood, 2004, p.195). 

  성 불평등 인식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련 용어들을 함께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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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정관념, 태도, 편견, 

차별 등의 개념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Leaper & Brown, 2014, 

p.190). 고정관념이라는 용어는 집단을 특징짓는다고 믿어지는 특정 속성

(예: “소녀들은 감성적이다.”)을 가리킨다(Leaper & Brown, 2014, p.190). 

태도는 어느 정도의 호의 또는 불만을 갖고 특정 주체를 평가함으로써 표현

되는 심리적 경향(예: “남성은 지도력을 타고 나서 리더의 자리에 적합하

다.”)을 뜻한다(Eagly & Chaiken, 2007; Cozzarelli, Wilkinson, & Tagler, 

2001). 편견은 고정관념과 태도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생기는 

견해로, 대개 부정적인 정서를 동반한다(Leaper & Brown, 2014, p.190). 

차별은 편견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 

자격 때문에 타인을 향한 유해한 행동을 가리킨다(Fishbein, 1996. p.33). 

편견과 차별이 한 개인의 성별에 근거할 때, 그것이 성차별이다.

  여기에서 성차별과 성 불평등이 동일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은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성차별이란 개인의 능

력이나 특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무시하고 생물학적 성(sex), 사회적 성

(gender)에 근거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률 및 행동을 

의미한다(양돈규 & 김정인, 2016, p.78). 이는 주로 여성은 선천적으로 열

등하다고 바라보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반면, 성 불평등은 이 같은 성

차별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현상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Tilly(1998)는 성 불평등이란 권력집단이 조직 내 높은 위치를 독점하고, 여

성을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며 유지된다고 지적하였다(p.6). 다시 말해, 여성

이라는 이유로 특정 직위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며 그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은 현상은 성 불평등이 된다. 즉, 

성 불평등은 성차별의 토대 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성 불평등은 일상생활에서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에게 상대적인 불

이익을 가져다준다. 고정관념에 의해 형성되는 성 편견과 제한적인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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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널리 가

지고 있는 성 편견은 여러 직업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Goldin & 

Rouse, 2000; Moss-Racusin, Dovidio, Brescoll, Graham, & 

Handelsman, 2012). 법적 의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성 불평등과 관련

된 공식적인 통계적 수치는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여성들이 실제 생활에서 

몸소 체험하는 성 평등은 통계적 수치와는 거리가 멀다(최영미 & 정현용, 

2020, pp.68-69).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성차별이나 성 격차가 존

재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며, 지난 수십 년간 성 불평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성별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조사하는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다(Martin & Ruble, 2010, p.358). 

[표1] 선행연구에서 포괄하고 있는 성 불평등 인식

Bigler et al.(2008) Neff et al.(2007)

지식

(Knowledge)

⦁누가 역대 대통령이었나? 

-남성만/여성만/둘 다

⦁일반적으로 (가정, 기업, 정치 

영역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더 

존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

각하는가?

-남성/여성/양성 같은 정도로

추론

(Reasoning)

⦁역대 대통령 중 여성은 없었

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리더십 부족, 열망 부족, 재

정 부족, 제도적인 차별, 투표

자들의 차별 등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

가?

-개인적 경험/외부적 특성/성격

적 특성/공정성/사회적 인식/역

사적 차별 등

태도

(attitudes)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가? (who should)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고 생각하는가? (who can)

-남성만/여성만/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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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불평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대표적인 

연구로 Bigler et al.(2008)이 대통령직에 초점을 맞추어 불평등 인식을 조사

한 것과 Neff et al.(2007)이 가정, 경제, 정치 영역의 불평등에 관한 인식

을 조사한 것이 있다. 두 연구에서 조사한 인식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하

면 [표1]과 같다.

  이러한 대표적 연구를 토대로, 성 불평등 인식이 내포하는 의미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성 불평등의 사실적인 지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성 불평등을 지식적인 측면

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소수 존재한다(Bigler et al., 2008; Neff et al., 

2007; Sicard, 2021).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연령에 따라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사회에서 남성

에게 부여된 특권적 지위를 아동이 언제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는 연구

가 주를 이룬다. 두 번째는 성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무엇으로 추론하는지

에 관한 것이다(Bigler et al., 2008; Wellington, Kropf, & Gerkovich, 

2003; 안상수, 김인순, 최윤정, 김금미, & 최연혁, 2011). 마지막으로는 성 

불평등 상황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지와 같은 가치와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Bigler et al., 2008; 안상수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성 

불평등 인식에 관한 세 가지 의미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성 불평등과 

관련한 인간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양상과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2. 성 불평등 현실 이해

  아동의 성 불평등 인식 연구와 관련된 첫 번째 분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성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에 관련된 연구이다. 달리 말해, 

성 불평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가 아닌, 지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성 불평등에 대한 우려로 시작되어 성역할 고정관념의 양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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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요인, 성역할 유형화의 발달 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구정화, 2009; 김태련 & 조혜자, 1986; 변명숙 

& 성옥련, 2000; 안라리, 2002; 유가효, 1994; 이순형 & 김지희, 1995; 

이윤정 & 성소영, 2013; 좌현숙, 2011), 성 불평등 인식 자체에 관한 연구

는 현저히 적다. 예를 들어, 어린이는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에 따른 지위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는가?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발달상

의 변화나 성의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다룬 문헌은 거의 없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 불평등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에

(Deaux & Kite, 2008, pp.208-209)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 불평등은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문제는 아니다. 어린 아동들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며, 여성은 공포나 무력감과 관련된다는 

고정관념을 알고 있다(Berenbaum et al., 2008, p.653). 그러나 개개인에 대

한 특성을 인식할 때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사회적 성 불평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Neff et al., 

2007, p.684). 

  먼저, 정치, 기업, 가정 영역에서 권력과 지위의 성별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성 불평

등에 대한 아동들의 일반적인 인식의 발달을 조사한 연구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7세에서 15세)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

은 존중을 받는다고 인식하였다(Neff et al.,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

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이미 힘과 관련된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

에 대한 폭넓은 고정관념을 알고 있지만(Ruble, Martin & Berenbaum, 

2006, p.871), 그것이 사회 전반의 권력 불평등에 대한 외재적인 인식으로 

전이되지 않으며,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은 별도로 발달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 연구는 가정, 기업, 정치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정치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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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불평등하며, 가정에서 가장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실제 사회와 아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린 아동들이 가진 광범위

한 성 고정관념을 고려한다면, 그에 비해 성 불평등은 훨씬 덜 분명하게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경

제 부문에서 남자의 지위가 현저히 더 높다고 인식했다. 가정 영역에서는, 

남자아이들은 남편을 아내들보다 약간 더 강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자

아이들은 아내를 남편보다 약간 더 강한 것으로 인식했다. 성별은 사춘기 

시절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Brown, 1990; Eccles, 1987; 

Hill & Lynch, 1983; Simmons & Blyth, 1987), 남성의 우위를 지각하여 

자기개념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직에 관한 인식 연구는 5~10세 어린이의 87%가 

남성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Bigler et 

al.. 2008).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식이 매우 증가하면서 남성만이 대

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이 책, 포스터, 백과사전, 부모, 텔레비전, 그리고 학교교육 등을 통해 대통

령의 성별에 대해 배웠음을 보여준다(Bigler et al.. 2008, p.105). 또한 아동 

초기에 성별과 관련된 지위 차이를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다른 연구와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Liben et al., 2001). 그러나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들

이 차별의 현실에 대한 지식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Brown & 

Bigler(2005)의 어린이들의 차별 인식 모델의 예상과는 달리, 대통령직에서 

여성의 부족을 알고 있는 데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학업 부문과 직업 세계의 성 격차 현상에 관한 인식을 조사

한 연구가 있다. 학업 부문의 성 격차는 직업 및 노동시장의 성 격차와 밀

접한 관련성을 지니는데 연구들은 과거의 교육적 불평등을 넘어 현재는 여

성들의 성취도가 능가함을 보고하고 있다(Buchmann, DiPrete, & 

McDaniel, 2008; Kenney-Benson, Pomerantz, Ryan, & Patric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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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7; Pomerantz, Altermatt, & Saxon, 2002; Voyer & Voyer, 

2014). 교육 영역 내에서 선진국의 여성들은 교육 성취도(Legewie & 

DiPrete, 2012)와 학부 및 대학원 학위 취득(Snyder & Dillow 2010; 

Buchmann et al., 2008) 면에서 남성과 유사하거나 남성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성 격차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표성은 여성의 

높은 학업 성취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Sicard(2021)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업적인 부분에서 우월성을 나타내는 교육적 맥락과 남성이 

여성을 능가하는 직업적 맥락 사이의 성 불평등을 인지하는지 조사하였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학업 및 직업적 맥락에서 성취의 성 격차에 따라 남

성과 여성의 지위가 역전되는 것을 인지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학업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 참가자들(6학년부터 학부생까지) 모두 여

성의 학업 성취도를 남성의 학업 성취도보다 높게 평가했다. 직업적인 맥락

에서는 6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은 버는 돈을 기준으로 남성이 높은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관찰되는 성별 임금 격차를 반영한다(UN 2015; WEF 2017). 6학년 학생들

은 교육적인 맥락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취를 더 높이 평가한 것과 일

치하게 직업적인 맥락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여성이 차지한다고 평가하였

다. Sicard(2021)의 연구 결과는 아동은 먼저 자신들에게 더 익숙한 교육적 

맥락에서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고, 직업적 맥락에서 역전된 성 

차이를 나중에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 불평등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대한 이해는 성 불평

등 현상의 원인 추론이나 성 불평등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와 같지 않다. 불

평등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은 불평등의 원인에 관한 추

론과 불평등이 공정하다는 판단이나 태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Kane, 

1995; Signorella, Bigler, & Libe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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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추론

  앞에서 성 불평등 인식 자체에 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동이 성 불평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지식적인 측

면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 자체를 분명히 인식

하는 것과 불평등에 대한 원인 추론은 다르다. 예를 들어, 불평등이 만연하

다고 인식하여도, 그러한 불평등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는 또 다른 문제

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성 불평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아동이 알고 있느

냐에 관한 문제보다는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인식에 더 초점을 

두었다. 즉, 아동이 불평등의 원인을 무엇으로 여기는지, 이에 대해 어떤 생

각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왜 특정 집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 자산, 기회를 갖는가? 

“계층화 신념(stratification beliefs)”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

답할 때 사용하는 논리나 프레임이 계층, 성별, 인종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를 분석한다(Kluegel & Smith, 1981). 어떠한 관점을 채택하는가의 문제는 

성 평등에 관련된 개인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하다(McDaniel, 2008).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불평등에 대한 원인 추론과 

관련한 선행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인 사회경제적 

불평등 원인 추론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확장하여 고려할 수 있다. 경

제 불평등에 대한 신념 연구에서 빈, 부, 불평등에 대한 추론은 전통적으로 

개인적 속성에 귀속시키거나 사회구조적 속성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나누어

진다. 구체적으로 Feagin(1972)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3가지 지표를 개념

화하였다. (1) ‘개인적’ 설명은 빈곤에 대한 책임을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2) ‘구조적’ 설명은 빈곤의 원인으로 외부의 사회·경

제적 힘을 비난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3) ‘운명론적’ 설명은 불행, 질병과 

같은 요인들로 인한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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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성 불평

등 원인을 추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하나는 

능력적 특성(리더십, 지능 등)을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적게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성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다. 둘째, 다른 하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차별을 인식하여 여성이 조직 내 

높은 위치에 이르는 데에 사회 구조적인 차별이 작동했다는 관점으로, 성 

불평등을 외부적 요인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1) 성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귀속

 

  사회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나면, 아동은 그

러한 사실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게 될 것이다. 그 중 첫 번째 원인 추론 방

식은 성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사회경제

적 불평등에 관한 원인 추론에서, Leahy(1983)는 부유층 아동들이 가난을 

빈곤층의 노력, 지능과 같은 개인적 요인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김진숙 & 정선욱(2012)의 빈부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

학생들이 노력, 능력, 자아 성취 등을 언급한 것은 빈부 차이의 원인에 대

해 개인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이다. 김지경(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난의 원인으로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서(36.1%)’를 가장 많이 뽑았다. 그 

외 빈부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비율이 빈곤의 원

인을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라는 개인적 책임으로 돌렸다(김영란, 

1995; 최균 & 류진석, 2000). 같은 맥락으로 성 불평등에 관하여 이를 적

용한다면, 성 불평등의 원인을 여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적 특성(예: 리더십, 

지능 등)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은 개인적 요인으로 

돌리는 것이 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 불평등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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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 불평등 인식에 관한 연구를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2004년 <<Fortune>>이 선정한 1,000대 기업의 CEO와 여성임원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연구를 참조하였다. 여성이 고위직에 오를 때 직면하는 어려움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여성들의 야망의 부족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

았다. 그러나 여성 임원들과 CEO(대부분 남성) 사이에 인식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는데, 남성 CEO들은 여성의 비효율적인 리더십 스타일과 고위직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 부족을 더 고려하였다(Wellington et al., 2003).

  또한 한국 기업에서의 성 불평등 인식을 조사한 안상수 외(2011)의 연구

에서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들이 회사보다는 가정에 더 큰 비중을 둔다

(28.4%)’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리자로서

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20.8%)’이라고 응답하여 개인적 요인

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의 주제와 가장 관련 있는 선행연구로, Bigler et al.(2008)은 대통

령직에서 성 불평등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견해를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동이 성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에 귀속시켰던 응답의 예

로는 “남자들은 용기와 책임감이 있다. 여자들은 무엇을 할지 모른다.”, “남

자들은 더 나은 결정을 한다.”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즉 대통령직에서 성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추론할 때, 아동들이 개인적 요소로 귀속시키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 관한 성 고정관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성 불평등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아동이 예컨

대 대통령이 되기 위한 특성(리더십, 지능 등)을 여성이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적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 고정관념을 포함한 성격적 특성 이외에도 Brophy & Alleman(2002)의 

연구에서 일부 어린이들이 대통령 후보가 부유해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 아

동들은 대통령직에서 여성의 부족에 대한 원인을 여성의 재정 부족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은 성 불평등에 대한 원인을 개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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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것이다.

  불평등의 원인을 고정관념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어떠

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가? 성 고정관념과 성 규범은 불평등을 영속시키며, 

사회와 개인의 의식 깊은 곳에 박혀 있어 변화에 저항한다(Seguino, 2007). 

인간은 태어나면서 생물학적 성차에 의해 구별되는 한편, 아동들은 성장하

며 사회가 규정하는 성에 적합한 행동, 태도, 가치관을 습득하게 된다. 사회

와 문화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각각의 행동 기대와 규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미 뿌리 깊이 내린 성 

고정관념은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현상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Jost & Kay(2005)는 성 고정관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남

성과 여성들 사이의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

켰음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현상유지를 합리화하는 하나의 방법은 고정관념을 사용하는 것

이다(Jost & Kay, 2005). 불평등한 지위 차이에 대한 합리화로서 고정관념

을 이용하려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데, 이는 내집단과 외집단 모두에게 

해당된다(Jost, Banaji, & Nosek, 2004). 예를 들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

람이라도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

관념을 부여하여 현재 상황을 합리화시키기도 한다. 고정관념은 또한 불평

등한 지위 차이에 대한 원인을 제도나 다른 탓으로 돌리는 것 대신 불평등

을 집단 특성이나 특징에 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Jost et al., 2004). 왜냐

하면 그러한 믿음은 현상 유지가 공정하다는 개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삶의 만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Connelly & 

Heesacker, 2012). 그러나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낮은 지위를 내면화하

고 '결점'이나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탓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과 시스템 정

당화 이론이 바탕을 두고 있는 공정한 세계 이론(Just World Theory)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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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항목인 ‘성 불평등 현상에 대한 태도’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였다.

          2) 성 불평등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귀속

  사회의 성 불평등적 상황에 대한 두 번째 원인 추론은 사회구조의 문제

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성 불평등의 원인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원인 추론을 조사한 

Leahy(1983)의 연구는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의 원인에 대해 정부 

책임과 같은 사회 구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등학

생의 빈부 인식을 살펴본 백승진(1991)의 연구에서도 역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부의 차이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경향을 확인하였

다. 김진숙 & 정선욱(2012)의 빈부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이 부

모로부터의 빈부 대물림을 언급한 것과 김진아(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들

이 빈곤은 사회 책임에서 발생한다고 본 것이나 김지경(2013)의 연구에서 

‘국가의 제도가 잘못되어서’와 같은 응답은 빈부차이의 원인에 대해 외부적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 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에 대한 응답 등이 

있다(김영란, 1995; 최균 & 류진석, 2000).

  성 불평등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면, 제도적인 차별이나 사람들의 편견 

등으로 인해 여성이 주로 조직 내 높은 위치에서 배제된다고 여기는 것은 

성 불평등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 불평등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던 

2004년 <<Fortune>>이 선정한 1,000대 기업의 CEO와 여성임원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연구를 다시 참조하면, 여성이 고위직에 오를 때 직면하는 어

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원 여성의 대다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배

제, 고정관념화, 멘토링 부족, 역할 모델의 부족, 가족 책임에 대한 헌신 등

의 장벽을 언급하였는데(Wellington et al., 2003), 이는 개인적 요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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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요인으로 성 불평등의 원인을 추론한 것이다.

  한국 기업에서의 성 불평등 인식을 조사한 안상수 외(2011)의 연구에서 

여성은 여성의 승진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 고용주의 남성 임원 선호 현상이

나 여성에 대한 불리한 인사평가 등에 원인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대

학의 경우 남녀평등의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 다양한 응답이 나타났다. 남학생은 ‘학내 활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활

동으로 분리되어 있어서’(22.8%)를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고, 남학

생 응답자의 16.9%가 ‘성차별 피해 구제절차나 성 평등을 정착시킬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를 두 번째로 남녀평등의 장애요인으로 뽑았다. 여학생의 

경우 ‘학교문화와 관행이 남자교수/남학생 위주로 되어 있어서’(24.3%)를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성 불평등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에 귀속시켰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인식에 차이가 드러나는 항

목도 있다. 여학생들은 ‘교수 및 강사들이 남성 중심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

서’(21.3%)를 두 번째 이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학생의 

경우 단 4.1%만이 이를 성평등의 장애요인으로 뽑았다. 이는 대학에서 성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과의 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주제와 가장 관련 있는 선행연구로, Bigler et al.(2008)은 대통

령직에서 성 불평등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견해를 탐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들이 여성 대통령이 부족했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성차

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성차별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아동들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심지어 어린 아동들도 집단 편견이 어떻게 행동을 형성하는지 잘 알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이렇게 성차별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은 외부

적 요인으로 성 불평등의 원인을 추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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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성 불평등에 대한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린다는 것은 예컨

대 오랜 인습이나 전통적인 성역할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여성들이 

조직 내 높은 위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 편견으로 인해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여 남성을 더 우선

하는 등 사람들의 차별로 인해 여성들이 높은 위치에서 배제 되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이 경우들은 성 불평등에 대한 원인을 외부적 특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성 불평등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성 

불평등을 성차별의 토대 위에 구성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성 불평등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서 인식하려면, 먼저 성차별에 대

한 자각(awareness)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관련

하여, 아동은 얼마나 성차별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른 형태의 편견이나 차별과 마찬가지로, 성차별은 사회에서 기존의 지위와 

권력 차이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Leaper & Brown, 2014, p.201). 성차별

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적 대우를 

취하는 것으로 주로 남성과 연관된 명망 높은 분야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소

녀 또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일컫는다. 두 번째는 성적인 농담, 원

하지 않는 스킨십 등과 같은 성희롱이다(Leaper & Brown, 2014, 

pp.201-202).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유형에 국한하여 성차별의 용어를 사

용하며, 첫 번째 의미에 한정하여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Fishbein(1996)은 차별을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 자격 때문에 타

인을 향한 유해한 행동”(p.33)이라고 정의했다. 정의는 단순할지언정 차별은 

개인과 개인의 사적 또는 공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사회적 다수에 의

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다. 또한 차별은 미묘하고 모

호할 수도 있고, 공공연하며 명백할 수도 있다. 미묘한 형태의 차별은 감지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공공연한 형태의 차별보다 희생자들에게 더 많은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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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은 자신의 성별, 인종, 민족, 신체, 능력, 학벌, 출신지 또는 사회적 

지위에 기초한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각각 독특한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아프리카계 부모들은 자녀와 인종 차별에 대

해 논의하고 그러한 경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가르쳐주지만(Hughes, 

2003), 성차별에 대해 자녀와 논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Gelman, Taylor, & 

Nguyen, 2004, p.135).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성별은 지각적으로 두드러

지고, 익히 알고 있는 고정관념과 연관되며, 나아가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

고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아동들은 또래 

선호도, 상호작용, 평가 등에서 높은 성 편견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owalski & Kanitkar, 2003; Leaper, 1994; Maccoby, 1998; Nesdale & 

McLaughlin, 1987; Powlishta, 1995).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들의 인종 차별에 대

한 인식을 주로 조사 하고 있어(Benner & Graham, 2011; Brody et al., 

2006, Crystal et al, 2010; Fisher et al., 2000; Gogtay et al., 2004; 

Greene et al., 2006; Simons et al., 2002) 성차별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는 적다. 그러나 성역할에 대한 기존의 기

대를 너무나 쉽게 용인하고 기존의 관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성에 근거한 배제를 인종에 근거한 배제보다 더 정당한 것으로 

본다(Killen, Sinno, & Margie, 2007). 이 때문에 인종 또는 민족적 차별보

다 성차별이 더 명백하게 묵인되고 있으며, 아동들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llen, Rutland, & Ruck, 2011). 명시적인 성차별은 현대의 산업화

된 국가에서 대부분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이처럼 성에 따른 고정관념

과 사회적 배제가 여전히 퍼져 있어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

  성차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은 또래, 이웃, 학교 등 작은 

집단의 맥락에서 수행된 연구와 대통령직이라는 넓은 사회의 맥락에서 수행

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학교, 또래 관계에서의 배제에 관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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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살펴본 연구에서 어린 아동들도 사회적 집단 구성원에 근거한 배제

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들은 인종이나 성별에 의거하

여 누군가를 특정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Theimer, 

Killen, & Stangor, 2001).

  초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아동들은 차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된다. 

Brown & Bigler(2004)는 교사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또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더 좋은 평가 점수를 주는 가상의 이야기를 아동에게 읽

어주는 실험을 시행했다. 5-7세의 어린 아동들은 8-10세의 아동들에 비해 

평가의 결과를 교사의 차별 탓으로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 교

사의 과거 편향적인 태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에도, 5-7세의 어린 

아동들은 교사의 차별을 탓하는 것을 꺼려했다. 반면, 8-10세의 아동들은 

교사의 성 편향적인 태도가 주어졌을 때는 평가 결과를 차별에 귀속시키고 

교사의 공정한 태도가 주어졌을 때는 평가 결과를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다른 원인에 귀속시켰다.

  이와 같이 아동들의 또래 상호작용, 학교, 그리고 이웃의 맥락 안에서 차

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꽤 이루어졌으나(Brody et al., 2006; 

Brown & Bigler, 2004; Hughes et al., 2006; Killen & Stangor, 2001; 

Killen, Stangor, Price, Horn, & Sechrist, 2004; Leaper & Brown, 2008), 

성차별을 토대로 하고 있는 더 넓은 맥락의 공적 영역과 사회 세계에서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탐구한 연구는 극히 적다. 성 불평등은 개인적 경

험에서 벗어나 사회 수준의 차별로 확장된 것으로, 차별과 편견에 대한 개

인적인 경험과 넓은 사회 세계에서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른 방식으

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Bigler et al.(2008)은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이론적 이유와 응용적 이유 모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론적 이유

로는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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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다른 방식으로 아동들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종적 편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자존감, 정서 및 행동 문

제, 학업성취도와 같은 자아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면(DuBois, 

Holloway, Valentine, & Cooper, 2002; Greene et al., 2006), 인종적 편

견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인식은 시민권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정책지지와 같이 광범위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Lopez & Kirby, 2005; Sherrod, 2003). 이러한 사회적 차별

은 개인적으로 차별을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든,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

의 일원이든 차별을 하는 집단의 일원이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

고 있는 일이다. 응용적 이유로는 연구 결과가 아동들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적인 개입 전략과 정책의 개발

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성 불평등에 대한 태도

  앞서 성 불평등 원인 추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성 불

평등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와 성 불평등 현상에 대한 태도는 밀접한 관

련이 있다. 만약 대통령을 주로 남성이 한 까닭으로 여성은 자질이 부족했

기 때문이라고 개인적 요인에 귀속시킨다면, 굳이 여성 대통령이 적은 상황

을 불공평하다고 여기거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인 추론과 태도는 반드시 같은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여성의 자질이 부족하여도 남성만 주로 대통령을 한 상황이 불공평

하다고 여길 수 있고, 사람들의 차별 때문이라고 응답하여도 투표로 결정되

는 것이기에 딱히 불공정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 불평등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와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대체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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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보다 고착된 성 고정관념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고정관념 지식이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권력과 위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관하

여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아동이 성 불평등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보느냐,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느냐에 관한 문제는 아동의 특정 구성원을 배제하는 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기존의 대다수 연구는 학교, 동네 또는 또래관

계와 같은 맥락에서 특정 구성원을 배제하는 것에 관한 아동의 인식에 초점

을 맞추었다(Killen & Stangor, 2001; Killen et al., 2004; Killen, 

McGlothlin, & Henning, 2008).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집단 구성원에 

근거한 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때때로 연령이 높은 아

동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전체 집단의 기능을 방해할 경우 배제가 허용된

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았다(Killen & Stangor, 2001). 

  위와 같은 선행연구보다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예를 들어 대통령직과 같

과 같은 맥락에서 배제에 관한 아동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아

동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공정성에 대한 도덕적인 우려를 표현하기 때문

에(Killen & Smetana, 2015, pp.712-713), 본 연구에서도 아동들이 대통령

직에서의 성 불평등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여성의 배제를 부정적

으로 볼 것이라고 예상한다.

  성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양성에 

대한 가치관, 신념 및 태도는 교육, 노동 시장,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

녀의 상대적 위치를 포괄하여(McDaniel, 2008, pp.59-61) 가정 영역부터 

공적 영역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들은 성 평등주의적인 문화는 가사 노동에 관여한 시간의 성 격차 감소

와 관련이 있으며(Bianchi, Milkie, Sayer, & Robinson, 2000), 보다 평등

주의적인 신념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교

육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Buchmann & DiPret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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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 평등주의적 신념을 가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다른 어떤 나

라보다 입법부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나라들은 국회에서 여성이 수가 적은 경향이 있다(Kenworthy 

& Malami, 1999). 1960년대 후반부터 성 평등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성 평등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교육, 경제 활동 그리고 정

치에서 여성의 존재가 부각되었음을 발견하였다(World Economic 

Forum, 2017).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성 평등주의를 향한 태도가 상당히 

둔화된 것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낙관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Cotter, Hermsen & Vanneman, 2011; 안상수, 김인순, 최윤정, 김금미, 

& 최연혁, 2012). 

  앞에서 성 불평등의 원인을 추론할 때 성 고정관념을 활용하여 개인적 

요인에 귀속시키는 것은 시스템 정당화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을 지적하였다.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은 성 불평

등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

  현재의 시스템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것에 대한 영향은 광범위하다. 현

재 널리 퍼져있는 시스템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믿을 때, 사람들은 그 안

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게 된다(Jost et al., 2004). 연구에 따르면 

시스템 정당화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변화에 더 저항하기 때문에, 평등을 

목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지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나(Jost & Hunyady, 2005; Wakslak, Jost, Tyler, & Chen, 2007), 평등을 

지지하는 정책, 정부, 구조로 나아가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Blasi & Jost, 

2006). 또한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은 고정관념

과 피해자 탓하기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정당성을 복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Jost & Hunyady, 2003).

  최근 연구 결과는 현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스템 정당화 동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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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아동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aron & Banaji, 2009). 

발달 심리학 이론과 자료를 활용하여, 5세 정도의 어린 아동은 그들의 내집

단과 외집단의 지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낮은 지위의 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암시적인 외집단 선호를 보이는 것이 발

견되었다는 점에서도 시스템 정당화 동기가 관찰되었다(Baron & Banaji,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 불평등적 상황에 대해 아동이 현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활용한 시스템 정당화의 동기를 관

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성차별 인식에 관한 Brown & Bigler(2004)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한 사건을 차별의 결과로 돌리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모호한 상황에서 차별로 인식하기를 꺼

려하는 것은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을 인지하거나 공정하고 정

의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였다(Major, Quinton, McCoy, & Schmader, 2000).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스템 정당화 이론은 성 불평등에 대

한 아동의 태도와도 역시 관련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관련 실험을 해온 사회 심리학자 Learner(1980)의 “공정한 

세계 이론(just world theory)”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의 심리적 안전을 

위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

고 싶어 한다. Montada & Schneider(1989)는 개별 시민들이 빈곤한 사람

들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데에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그들

의 불행을 가난한 사람들의 탓으로 비난함으로써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가

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만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부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기

에 부를 얻었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면서, 개인은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믿

음을 보존하는 것이다(Seider, 2008). 즉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

의 통제 감각을 유지하는 것과 세상이 무작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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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려는 열망과 관련이 있다. 성 불평등에 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또한 

성 불평등을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특징지어 그들이 정의롭고 공

정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은 사람들이 세상이 정

의롭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왜 시스템을 유

지하도록 동기부여 되는지를 설명한다. 사회질서와 안정성에 대한 필요는 

개인이 현상을 좋고 정당하며 심지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상태에 대한 시스템 정당화는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정서적 고통과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줄이고 개인의 외부 사건에 대한 통

제감(sense of control)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정당

화 동기가 증가하면 도덕적 분노, 죄책감, 좌절감이 줄어든다. 더 나아가 현

상에 반하여 행동하는 잠재적인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비용과 비교할 때, 

현재 구조를 지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

적 현상을 유지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현상유지에 대한 변화나 대안을 추구

하는 것은 폄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불평등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Jost & Banaji, 1994; Jost et al., 2004).

제 2 절 아동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성차와 연령차

      1. 성 불평등 인식의 성차

  1절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상

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와 “그들”이 있다는 이분법적인 맥락 때문에 내집단과 외집단

의 구별이 성 불평등에 관한 이해에 주요한 자극을 주어 성차가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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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Martin & Ruble, 2010, pp.357-358), 남학생은 더 전통적인 관

습을 지지하고 여학생은 공정성의 문제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남녀 불평등

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를 수 있다(Brose, 

Conry-Murray, & Turiel, 2013). 따라서 먼저 성 불평등 인식과 관련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성역할 고정관념의 성차 

  먼저 성역할 고정관념의 성차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1절에서 검토

하였듯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평등과 관련한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고

정관념의 지지와 지속은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컨

대, 아동들은 다른 성별과 관련된 것을 자제하면서 자신의 성별과 관련된다

고 생각되는 목표, 활동, 행동, 사회적 역할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

다(Banerjee & Lintern, 2000; Guillet, Sarrazin, & Fontayne, 2000; 

Martin, Ruble & Szkrybalo, 2002). 또한 성역할과 일관성이 있는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반응은 성역할과 일관성이 없는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반응보다 더 긍정적이었다(Levy et al., 2000). 

  성역할(gender role)은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고착되어 

성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다. 한 문

화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특징은 그 문화에서 가치를 

두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좌우된다(곽삼근, 조혜선, & 윤혜경, 2005, 

p.152). 이는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 내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범주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와 이에 따르는 행동양식, 태도, 인성 특성을 의미하는 

학습된 역할이다(이윤경, 김헌수, & 신화식, 1987; 곽삼근 외, 2005, p.152

에서 재인용). 즉, 성역할이란 남성의 행동과 여성의 행동에 대해 배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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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되는 기대로 양성에게 부여된 가족 역할, 직업 역할, 정치적 역할은 

물론 자아개념, 심리적 특성들도 포함이 된다(Lipman-Blumen, 1984, p.2). 

안상수 외(2012)의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남직원과 여직원에게 업무를 배

분하게 하는 가상의 직위를 준 결과, 학생들은 성별에 무관하게 남직원에게 

‘지방이나 먼 지역 출장’, ‘중요 업무 담당’을, 여직원에게 ‘고객 상담’과 ‘식

음료 준비 및 간식 부문’을 더 많이 배분하였다. 또한 가사 부문에서도 ‘전

기, 가전 수리’와 같은 남성에게 정형화된 성역할은 남자의 참여 의사가 높

고, 여자의 참여 의사는 매우 낮았으며 반대로 ‘밥 짓기’, ‘빨래개기’, ‘자녀 

등교 준비’처럼 여성에게 정형화된 성역할은 여자의 참여 의사가 높고 남자

의 참여 의사는 낮은 형태로 나타났다(안상수 외, 2012). 이는 이미 초등학

교 시기부터 가사 활동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분화되어 나타남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사한 연구에서 남아

보다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나 여아가 남아에 비해 성역할에 

대해 덜 고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정화, 

2009; 변명숙 & 성옥현, 2000; 양정혜, 2012; 좌현숙, 2011). 이러한 경향

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김소

정, 2008).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Antill, Cotton, Russell, & Goodnow, 1996; Liben & 

Bigler, 2002), 종합적으로 남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학생보다 고정적

이라고 볼 수 있다(유가효, 1994). 성 고정관념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전

통적이고 고정적인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여아와 비교했을 때 남아가 더 제

한적이고 엄격한 성역할 사회화와 성역할 유형화의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고학년이 지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감소 

속도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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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좌현숙, 2011). 연령이 증가할수

록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격차는 더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가효(1994)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에게 더 많은 

특권과 위신을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그것에서 벗어날 동기가 약했으

나, 여학생은 그 반대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p.59). 

      2)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성차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주로 여성이 가사노동을 담당하던 그림과, 현대에 

이르러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그림을 대조하여 아동에게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를 제시한 다음,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가정 내 

성역할의 반(反) 고정관념적 상황을 활용한 것이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성과 관련한 사회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 아동들의 강한 감정적 반응이 수반

된다고 지적한다(Durkin, 2005, p.89). 성 불평등이 변화한 상황을 마주하

였을 때, 남학생들의 감정적 저항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저항이란 성평

등을 위한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로,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변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본다면(Lombardo & Mergaert, 2013), 성역할에 있어 반

(反) 고정관념적 상황에 대한 남학생들의 감정적 저항은 남성이 지닌 특권

과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Thomas & Hardy, 2011; 

Mergaert & Lombardo, 2014; Verge, Ferrer-Fons, & González, 2018). 

  한편,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많이 분담하고 있다. 2019년 조사결과, 

남성의 가사노동 비율과 가사노동시간은 모두 5년 전인 2014년보다 증가하

였지만 여전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일평균 2시간 

17분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통계청, 2019b). 안상수 외(2011)의 연구에서 

가사노동 전반에 걸쳐 남성의 참여는 여성에 비해 매우 저조하였다는 결과

가 나타났으며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며 기피되는 가사활동은 주로 여성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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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반면, 비일상적이고 일회적인 가사활동은 주로 남성이 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데 대한 부

담과 스트레스가 남성에 비해 크다(안상수 외, 2011). 여학생들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배우자로서의 역할과 다중의 역할갈등을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안상수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사노

동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시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이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성 불평등의 관련성 탐

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김수정 & 김은지, 2007; 은기수, 2009; 이승주 & 

이소민, 2017; 장미혜, 2005; 허수연, 2008), 가사 노동에 대한 아동의 견

해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서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 소수의 연구

는 가사 노동에 대해 아동은 성 고정관념적 기대와 사회적 관습을 사용하여 

정당화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chuette & Killen, 2009; 

Sinno & Killen, 2009). 또한 가사 노동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더욱 지지하였다(Brose, Conry-Murray, & Turiel, 2013; Gere 

& Helwig, 2012).

      3)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성차

  성차별에 관한 인식의 성차를 살펴보면, 사회적 집단으로서 차별의 대상

이 되는 여성은 남성보다 어떤 사건을 차별적인 것으로 표시할 가능성이 크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azur & Percival, 1989; Swim & Cohen, 1996).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역할에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여

성들이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들보다 어떤 사건을 성차

별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Jensen & Gutek, 1982; Swim & Cohen, 

1996). 아동들 역시 보다 성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아동들은 성차별을 

더 자주 인식하며(Brown & Bigler, 2004; Liper & Brown, 2008), 여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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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아들보다 성차별을 인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Pahlke et al., 2010).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 불평등의 원인 추론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차별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감정적 반응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개인이 자신을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고한다(Brody et 

al., 2006; DuBois et al., 2002; Greene et al., 2006). 또한 여학생들은 남

학생들에 비해 진로 스트레스와 성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수 외, 2011).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의 경험에

서 벗어나 사회 차원의 성 불평등에서 차별 대상이라는 인식에도 나타날 것

으로 예상하였고, 남성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남아들보다 여아들

이 성 불평등 상황에 더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하였다.

  성 불평등 현상의 변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

면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연

구를 살펴보면 7,8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KGES)를 실시한 결과, 초중고 모든 학교 급에서 여학생의 양성평등 의식

은 10점 이상의 두드러진 격차로 남학생보다 높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수 외, 2012). 

또한 가정, 교육, 직장, 사회문화 영역으로 구성된 남녀평등의식 검사에서 

남성은 가정, 직장, 사회문화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안상수 외, 2011). 종합해보면, 남녀 불평등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태도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더욱이 남학생들은 더 전통적

인 방식을 지지하고, 여학생들은 공정성의 문제에 더 민감하다는 연구결과

가 있기 때문이다(Conry-Murray, 2009; Killen & Stangor, 2001; Neff, 

2001). Flanagan et al.(2003)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계약이 어떻게 작용하느냐”(p.719)에 따

라 크게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아동 중기 이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 35 -

성차별을 더 잘 자각하는데(예: Brown & Bigler, 2004; Brown, Bigler, & 

Chu, 2010; Brown et al., 2011; DuBois et al., 2002), 이는 남성에 비해 

낮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크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 불

평등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학생과 반대인 남학생의 태도는 서로 다를 

것이다. 또한 외집단보다 내집단의 인종 또는 민족 구성원의 불리한 불평등

을 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Elenbaas, Rizzo, Cooley, 

& Killen, 2016),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대통령직에서 여

성이 부족했던 것을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바뀌어야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2. 성 불평등 인식의 연령차

  앞서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성별 뿐

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동의 나이가 많

아질수록 사회세계에 대한 복잡한 이해가 증가하고(Neff et al., 2009) 차별

을 더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Brown & Bigler, 2004), 연령의 차

이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성차에 이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

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역할 고정관념의 연령차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찍이 아동이 자신의 성을 인지하고 다른 성과 구분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haffer, 1993).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인지능력이 발달하면서 아동은 점

차 어떤 특성이나 물체 또는 활동이 전형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에게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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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적용된다는 성역할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유아기에 성역할을 인식하여 

여아는 여자다운 것을, 남아는 남자다운 것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다. 아동들은 성에 근거하여 자신과 타인을 차별하고, 각 성에 대해 전형적

이거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속성, 태도, 행동을 인식하며, 적절하다고 여겨

지는 것을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피하는지를 배운다(Fagot, 

Rodgers, & Leinbach, 2000). 선행 연구들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기 훨씬 전부터 성역할 고정관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Halim 

& Ruble, 2010).

  성역할 고정관념과 연령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

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져 더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된

다고 보고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아져 덜 고정적이고 유연

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정화, 2009; 변명숙 & 성옥현, 2000; 양정혜, 

2012; 이현주, 2012; 좌현숙, 2011). 국외의 고정관념적인 태도와 지식에 

대한 메타분석은 "who can(누가 할 수 있는가)"와 "who should(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둘 다"라는 

반응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Signorella et al., 1993). 이는 연령이 높

아질수록 사회의 성역할 태도를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음으로써 사회의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순응하고 동조하는 경향이 차츰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초등학교 시기를 성역할 고정관념의 습득

과 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구정화, 2009; 좌현숙, 

2011). 

  사람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어진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언행은 무엇인가, 주어진 상황에서 각각의 성에 대해 적

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성 관련 지식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들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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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능숙하게 배우며,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

을 적용한다(Martin, 2000, p.86). 어린이의 고정관념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 한 특성을 남성이나 여성에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다(Trautner, 

1992). 

  아동들이 지닌 성역할 고정관념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

구들이 있다. Durkin & Nugent(1998)는 4살과 5살짜리 아동에게 여러 활

동(바느질, 세탁, 자동차 수리, 소방관 일 등)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후, 각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의 성별을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아동들의 

반응은 강한 성 고정관념을 드러냈으며, 남아가 여성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보다 여아가 남성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컸음을 발

견했다. Martin & Halverson(1983)의 연구에서 5세와 6세 아동들에게 성

역할에 일관되거나 혹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여주

었는데, 아동들은 나중에 성역할 고정관념에 맞도록 사진의 모습을 기억했

다. 또한 Cordua, McGraw, & Drabman(1979)과 Drabman et al.(1981)

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전통적인 성역할이 뒤바뀐 비디오를 

시청했을 때, 남자 의사와 여자 간호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바꾸어 기억하였

다. Durkin & Hutchins(1984)는 청소년 초기 시청자들이 반 전통적인 직

업 교육 프로그램에 강력하고 경멸적으로 저항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처

럼 특히 직업에 관한 성 고정관념은 매우 어린나이부터 인식하기 시작한다

(Gettys & Cann, 1981; Glick & Hilt, 2000; Harris & Satter, 1981; 안

라리, 2002).

  더 나아가 나이가 들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연해지는 것은 성 불평등 

현상에 대한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 성 불평등 현상에 대한 태도의 성차를 

살펴볼 때, 아동들이 내집단에 대한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러한 기존

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도 있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성 고정관념이 유연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Killen et al.(2008)은 발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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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와 같이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동아리에서 동료를 배제하는 가상의 이

야기에 대한 아동들의 집단 편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동의 배제에 

관한 결정은 주어진 세부 내용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아동들은 관련된 성 고정관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예를 들어 발레 야구 동아리에서 한 소녀를 제외하는 것)가 잘못되었

다고 응답하였다. 나이가 들수록 성 고정관념의 유연성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관되게, 이러한 응답 역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만약 동등한 능력을 갖춘 소년과 소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을 때, 성 

고정관념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차에 따라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

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들은 고정관념적인 선택(즉, 

발레 수업에서 소녀를 선택)을 하였다(Theimer et al., 2001). 반면, 더 연령

이 증가한 아동들은 반 고정관념적인 선택을 선호하였으며 동등한 접근권에 

근거한 정당화(즉, 남학생들은 발레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를 제시하였다

(Killen & Stangor, 2001). 따라서 아동의 학년이 높을수록 공정성을 근거

로 여성의 부족을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2) 남녀의 지위 차이에 대한 인식의 연령차

  아동들의 성 고정관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아동들이 남성이 더 큰 힘

을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동이 인식하는 여성과 남

성의 직업 및 지위 차이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비교적 적다. 우선, 아동들

은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형화된 직업의 지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Liben et al., 2001; Teig & Susskind, 2008). 예를 들어, Teig & 

Susskind(2008)의 연구에서 6-12세의 아동들은 여성으로 정형화된 직업

(예: 보모)을 남성으로 정형화된 직업(예: 군인)보다 낮은 지위로 연관지어

(일의 어려움, 중요도 및 돈으로 평가함), 직업세계에서 여성의 직위를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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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치원 시기 이후, 아동들은 남성에 대한 전형적인 성 고정관념과 남성의 

권력이나 위신을 통합하기 시작하여, 전반적으로 남성을 더 유능하다고 본

다(Levy et al., 2000). 또한 아동들은 남성들의 비중이 높은 직업(예: 기업 

임원)이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 직업(예: 유치원 교사)보다 지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Liben et al., 2001). 이 연구에서 가상의 직업을 제시했을 때, 

11세 아동들은 남성으로 묘사된 가상의 직업을 더 높은 지위로 판단하였으

나 6세 아동들은 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 중기에 일반적인 남녀의 사회적인 지위를 인식하고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유아기에 남성으로 정형화

된 직업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이러

한 인식이 확대되어 아동 후기에 더욱 일반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암묵적인 인식을 활용한 것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아동들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3) 성 불평등 원인에 대한 추론의 연령차

  성 불평등 원인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예상할 

수 있는 한편, 아동의 불평등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을 추론하는 데 연령에 

따른 발달 경향을 나타내는 모델을 제시한 학자도 있다. 불평등의 또 다른 

영역인 사회계층 불평등 인식 발달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Leahy(1983)는 탈중심(decentration)에 대한 인지 증가가 세 가지 뚜렷한 

발달 수준의 불평등 이해로 이어진다고 제안했다. 아동의 인지발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은 사회 인지능력을 요구하므

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사회 인지능력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고 본다(김진숙 & 정선욱, 2012, p.9에서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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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2). 첫 번째 단계에서, 아동은 불평등에 대해 논할 때 사람들의 외부적이

고 물질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아동은 

더 많은 사람의 내적인 성격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적 요인이 강조되는 보다 사회 중심적인 관점을 채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 불평등 인식에 대한 발달 역시 이러한 사회계층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발달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한

편 성 불평등은 다른 유형의 불평등과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다른 불평등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4) 공적 관점(public regard)의 발달

   아동의 성 불평등 인식에서 공적 관점의 발달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

다. 이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담아내는 메시지로 가득 차있으며 아

동은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사회적 집단에 대한 개인적 평가인 사적 관

점(private regard)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인식인 공적 관점(public 

regard)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별에 대한 아동의 공적 관점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공적 관점(public regard)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평가하고 높거나 낮게 여길 수 있다는 인식”(Halim, Ruble, & 

Amodio, 2011, p.936)을 뜻하며,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정체성3)의 핵심 요

2) 여기에서 사회인지는 아동이 생활 속에서 관찰하는 사람, 사람들 간의 관계, 그

리고 아동이 스스로 참여하는 집단 등과 같은 사회세계에 관한 사고와 개념이다(김

진숙 & 정선욱, 2012, p.9에서 재인용). 
3)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은 개인의 자아개념(self-concept)의 일부로 정의

되며, 이는 자신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임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그 구성원으로서

의 가치와 정서적 중요성을 내면화하는 것에서 비롯된다(Tajfel, 1981; Tajfel, 

1982에서 재인용).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사람들의 자아상이 개인과 집단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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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간주된다(Ashmore, Deaux, & McLaughlin-Volpe, 2004; Sellers, 

Smith, Shelton, Rowley, & Chavous, 1998). 또한 공적 관점은 아동들의 

행동 방식과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Rivas-Drake, Hughes, & Way, 2008).

  만약 아동에게 공적 관점이 출현하기 이전이라면 아동은 내집단 선호 현

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초기의 성 고

정관념은 내집단에 대해 매우 긍정적임을 보고하며(Powlishta, Serbin, 

Doyle, & White, 1994), 성 태도는 내집단에 대해 강한 긍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lim, Ruble, & Tamis-LeMonda, 2013; Yee & 

Brown, 1994).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낮은 지위 집단의 구

성원들이 자신의 지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관점을 알고 있을 경우, 

그들 자신의 내집단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며, 때때로 높은 지위의 

외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Dasgupta, 2004; Jost et al., 2004; Lane, Mitchell, & Banaji, 2005). 또

한 외집단을 선호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예를 들어 라티노와 아시아계 미국 

대학생들은 심리학 실험에 등록할 때 본인의 민족 집단보다 백인 파트너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Jost, Pelham & Carvallo, 2002). 어린 아동들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연구가 있다. 가상의 집을 보여주고 그 가

정에 사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빈곤한 계

층의 아동이 빈곤계층 사람들보다 중산층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특징을 

서술하였다(Weinger, 2000). 즉, 낮은 지위 집단의 구성원들이 외집단 선호

(favoritism)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성의 상대적인 지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은 공적 관점과 관련된 

지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아동 중기에 출현함을 보여준다(Brown & 

소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는데,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스스로

에 대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으로부터 

자아상의 일부를 이끌어낸다고 주장한다(Doosje et al., 1998, p.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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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ler, 2004; Liben et al., 2001). 아동들은 10세 이후부터 여성이 평가 절

하된다는 것을 인식한다(Intons-Peterson, 1988). 6세에서 8세의 아동은 아

니지만, 11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들은 여성 직업에 비해 남성적인 직업을 

더 중요하고, 수입이 높고, 어렵고, 지위가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Liben et al., 2001; Teig & Susskind, 2008). 마찬가지로, Neff et 

al.(2007)는 7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들이 경제와 정치부문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힘, 영향력, 지위를 가지며 존경을 받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들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성차별에 대해서도 아동 중기의 아동들은 초기의 아동보다 이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데(Verkuyten, Kinket, & van der Wielen, 1997), 이는 공적 

관점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 아동들은 한 상황에 대한 

결과를 차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꺼려한다. 예를 들어, Brown & 

Bigler(2004)의 연구에서 교사가 여학생이나 남학생 중 한 명을 다른 학생

보다 더 높은 평가를 부여하는 시나리오가 주어졌을 때, 5-7세 아동은 교

사가 평소에 성차별을 한다는 맥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10세의 아

동에 비해 차별보다는 아동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결과의 탓을 돌렸다. 또한 

미국 대통령직에서 여성이 부재했던 이유를 물었을 때, 10세 아동들은 5세 

아동들보다 성차별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았다(Bigler et al., 2008). 이

렇듯 아동 중기에 어린이들은 성차별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인식하게 되며, 

이는 공적 관점의 발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5) 아동 중기를 기점으로 한 인식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아동 중기를 기점으로 인식에 차이가 드

러남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동 초기에 가장 경직되

어 나타나고, 아동 후기로 가면 유연해진다. 공적 관점과 관련된 지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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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이 아동 중기에 나타나, 남성의 특권적 지위에 관해 아동 후기

로 갈수록 더 잘 알고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능력이 발달하여 

성 불평등의 현실을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또한 이웃, 또래, 학교라는 

작은 집단에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해 아동들은 점점 더 많이 인식하게 된

다. 더 나아가 성 불평등의 원인을 추론할 때 아동 초기에는 고정관념과 관

련한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지만, 아동 후기에는 사회적인 

성차별로 설명하는 경향이 높다.

  아동 중기를 기점으로 확연하게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도 성 불평등 인식에서 연령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

였다. 아동 초기, 중기, 후기에 해당하는 연령에 대해 각 연구자들마다 상이

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한다면 대체로 6~8

세를 아동 초기, 9~10세를 아동 중기, 11~12세를 아동 후기로 구분한다. 

특히, 11세 이상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여 논리적 사고 능력이 증가하여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성 불

평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발달 또한 관찰 가능한 외적 특징, 행동, 성격 등

을 기술하다가 관찰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의 이면을 기술하는 것과 같은 유

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아동 전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아동 후기로 구분하여 아동 중기 

전후로 나누어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는 꽤 많이 연구되었으나, 

아마도 아동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정적인 지식으로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Berenbaum et al., 2008, p.678). 성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은 유동적이고, 

상황에 민감하며, 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비추어진다(Martin & Ruble, 

2010, p.357). 또한 사회에서 성별과 관련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감정적

인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아동들은 감정적 존재자로 복잡한 여

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Durkin, 2005, p.99). 따라서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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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적 행위자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사회의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 초점을 맞춰 이에 관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둘 다 중요하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중

요한 이유는 자신을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 

동료 관계, 학업 성취, 직업적 목표, 정신적‧육체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Brown & Bigler, 2005, p.533). 사회적인 수준에서 차별에 대한 아

동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이 차별과 불평등을 인식하

고 맞서도록 하는 교육적 개입에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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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면담이며 자료 분석방법은 내용분석법이다.  

어린 아동들에게 질문지나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질문을 스스로 이해하고 답

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어린 아동과 나누는 

대화는 그들의 사고를 들여다보는 창이며, 무질서에서 질서를 발견하며 확

인하는 과정이다(조용환, 2008, p.29). 이 방법의 장점은 불평등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의 기초가 되는 추론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Neff 

et al.,  2007, p.690). 즉,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특히 그림이나 사진

을 통해 인식을 파악하는 방법인 투사적 기법(projective techniques)을 사용

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단어들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편견을 피할 수 있으

며, 아동의 응답이 보다 개방적이고 표현적일 수 있다(Weinger, 2000, 

p.138). 아동들은 ‘권력’, ‘지위’ 등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이해하기 어렵

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더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초등 저학년 아동

의 경우, 문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질문만 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

면서 인터뷰하는 것은 그들의 내러티브를 끌어내는 데에 유리할 것이다. 자

료는 구조적 면담(structured interview)으로 수집되었으나, 연구 참여자의 

심층적인 내면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나, 보다 풍부한 이해를 위한 유연한 

추가 질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인 아동들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질적 

연구들은 일반적인 질적 분석을 위한 절차를 따른다(Chafel & Neizel, 

2005; Weinger, 2000; 김진숙 & 정선욱, 2012; 정선욱, 2011). 먼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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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인터뷰를 여러 번 듣고, 이를 말 그대로 전사 기록지에 옮긴다. 전사 

기록이란 “현장 작업에서 수집하거나 수기로 기록한 자료, 녹음한 내용들을 

후속적 분석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양인실 & 김병찬, 2010, 

p.126)을 의미한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여아의 응

답과 남아의 응답으로 구분하고, 2학년, 6학년을 나누어 각 응답을 비교한

다. 아동들의 개별적 진술을 살피고, 텍스트에서 중요한 의미단위를 찾아내

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여 유사한 개념을 묶어 범주를 도출하는 방식을 활용

하였다.

  질문에 대한 아동들의 응답은 가급적 표현그대로(in-vivo) 코딩하고, 연구

결과에도 그대로 인용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아동들이라서 표현력이 부족하

고, 질문에 대해 말이 끊어지는 경향(고미영, 2004; 김진숙 & 정선욱, 

2012)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경우 개별 아동들의 특

정한 ‘단어’나 ‘표현’을 중심으로 그대로 인용하여 제시하였으며 자료는 선

행 연구들과 접목시켜서 해석하였다. 또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연령과 성별

을 비교하기보다는 연령과 성별을 비교하였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

에 집중하여 서술하였다. 

제 2 절 참여자 및 절차

      1.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26명의 학생은 아동 초기 15명(초등학교 2학년, 9세 8

명의 남학생과 7명의 여학생)과 아동 후기 11명(초등학교 6학년, 13세 4명

의 남학생과 7명의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참여자는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 초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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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로 연구 대상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질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목소리를 잘 드러내기 위해 

아동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심리적 상태에서 면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

한데(정선욱, 2011, p.3), 학생들과 연구자의 래포(rapport)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집 방법은 연구자가 보낸 모집 공고문을 각 가정으로 전

달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동의서에 서명하여 서류를 밀봉한 뒤 

반 담임교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아동의 성 불평등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는 선행 연구가 거의 없다.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조

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 참여자수를 살펴보면, 정선욱(2011)의 빈곤 아동의 

빈곤 인식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는 22명, 김진숙 & 정선욱(2012)의 초등학

생들의 빈부 인식에 관한 질적 분석 연구에서는 39명(빈곤 아동 17명, 비빈

곤 아동 22명), Weinger(2000)의 연구에서는 48명(저소득층 24명, 중산층 

24명)이다. 본 연구는 Bigler et al.(2008)의 연구문제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

으로, Bigler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티노 대

통령이 없었던 것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는데, 각각 76명, 64명 65명의 연

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아동들의 불평등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최소 22명에서 최대 76명 정도이고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최소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20명에서 30명 사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4).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아동은 사회문화적 성 고정관념에 대해 개개인

4) 표본의 수에 관하여 IRB에서는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표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면담을 진행하였던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참여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IRB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개

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다문

화 가정과 같은 가족의 형태나 빈곤층과 중산층과 같은 경제 수준 등 아동들의 가

정배경을 면밀히 조사하거나 기술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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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직업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되는 연령대이

기도 하다(Garrett, Ein, & Tremaine, 1977; McGee & Stockard, 1991; 

Signorella, 1987; Liben et al., 2001). 아동 중기는 자기 성에 대한 선호의 

행동 증거가 절정에 달한 나이이며, 아동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은 아동 

중기 기간 동안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Maccoby, 1988). 

  아동 중기에는 자신의 내부적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포함

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회적 범주를 보기 시작한다(Moretti & Higgins, 

1999). 이는 예를 들어, 소녀와 소년들이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 기인하는 

차등적 지위에 대해 점점 더 인식하게 되고, 그들이 자신들을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의 그룹에 포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Halim et al., 2011). 

또한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들은 여성 직업에 비해 남성적인 직업을 더 

중요하고, 수입이 높고, 어렵고, 지위가 더 높다고 인식하였는데, 연령이 증

가할수록 이러한 인식도 증가하였다(Liben et al., 2001; Teig & Susskind, 

2008). 개인과 집단 수준에서 성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극적인 변화가 

이 기간 동안 일어난다(Olson & Dweck, 2008). 더욱이 미취학 시기 성 정

체성5)은 주로 특정 성 유형 활동과 관심(예: 인형과 공주 대 트럭과 슈퍼

히어로)과 연결되는 반면, 아동 중기의 성 정체성은 대인관계, 집단 간 평가 

및 사회에서의 한 사람의 위치에 있어 더 큰 의미를 갖는다(Halim et al., 

2011, p.933). 편견을 사회적 현상으로서 이해하는 아동의 이해가 인지 기

술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Quintana, & McKown 2001), 아동

의 성 불평등에 대한 태도 역시 인지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어린이 중기 전인 2학년 아동과 후인 6학년 아동의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5) 성 정체성은 심리사회발달(psychosocial development)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

으며 학자마다 정의내리는 방식은 다양한데, 여기서 말하는 성 정체성은 Eagan & 

Perry(2001)이나 Carver, Yunger, & Perry(2003)이 정의한 ‘자신의 성 범주 및 그 

구성원 자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집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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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대한 고려 이외에 성 불평등 문제에 있어 남녀 아동의 다른 시각

과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춘기 초반에 

시민 참여와 정치적 견해에 대한 관심에서 성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며

(Gordon, 2008; Trevor, 1999), 여학생들은 정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지식

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분야와 관련한 진로에 대해 남학생들에 비해 관심이 

낮다(Niemi & Junn, 1998). 대부분의 연구는 남자아동들이 여자아동들보다 

더 성 고정관념을 보이는 비율이 높으며(구정화, 2006, 2009; 김정규, 

2010, 변명숙 & 성옥련, 2000; 양정혜, 2012; 이정대, 이선정, & 신효식, 

2010; 좌현숙, 2011)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반(反) 고정관념에 더 저항적

이라는 것을 보고하는데, 이것은 남학생들이 남성적 지위에 대한 위협을 느

껴 정서적 저항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Durkin, 1985; Jeffrey & Durkin, 

1989; Pickering & Repacholi, 2001; Durkin, 2005, p.102에서 재인용). 

또한 여아의 인식은 남아보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높은 감수성

과 예상을 갖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에(Brown & Bigler, 2004; Leaper & 

Brown, 2008; Killen, Lee-Kim, McGlothlin, Stangor, & Helwig, 2002), 

여아와 남아의 시각차를 특히 고려한다.  

      2.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루어졌

으며, 본격적인 면담 전 사전 테스트를 통해 어린 2학년 아동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지의 표현을 수정해나갔다. 법정 대리인과 연구 참여자가 연구

에 대한 동의를 한 후 방과 후 시간 중으로 1:1인터뷰를 위한 시간 약속을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밀봉하여 담임교사에게 전달한 후 다시 연구자

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연구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

록 하였다.



- 50 -

  인터뷰는 아동이 익숙하여 편안함을 느끼며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

는 학교 교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면담을 위한 아동과 보호자(법적대리인)의 

동의서를 얻었더라도 면접 시작 전 아동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해 설

명하고 면담 내용을 녹취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다시 확인한 후, 약 20여 분 

동안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접 질의응답에 앞서, 녹음을 시작한 직후 학생

의 학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코딩하여 녹취한다. 성별 구분을 위하여 남

학생은 0, 여학생은 1로, 학년 구분을 위하여 2학년은 2, 6학년은 6으로 코

딩하여 일련번호를 지정한다. 예컨대, 2학년 남학생 중 첫 번째 학생은 

20-1, 6학년 여학생 중 세 번째 학생은 61-3이 된다.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이 본인의 일련번호를 말한 뒤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면담이 시작된 후에도 연구 참여자가 참여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즉시 

진행되는 면담을 중지할 것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 참여 도중 불편함, 

불쾌감, 피로감, 불안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느낀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연구 담당자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휴식을 취하고, 연구를 재개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종료 시에도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지속된다면, 

연구 담당자에게 즉시 문의하도록 요청하였다. 면접은 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조사 및 후속 질문을 통하여 

참가자의 추론을 최대한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 질문의 핵심을 이해

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면서도 면담자의 의도가 담긴 개입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부정적 정서 등은 

없다고 판단되며6), 면담이 완료된 후 연구자는 녹취를 마치고 연구에 대한 

사례 지급을 수행하였다. 녹취 파일 명칭은 인터뷰 날짜로 표기한 후, 연구

자의 핸드폰에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걸어 연구자 외에는 접근 불가능하도

6) 저학년 아동은 연구에 참여한 소감을 물었을 때,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답

했고 고학년 아동은 평소 깊이 생각해본 적 없던 것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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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취한 내용은 면담이 끝나는 즉시 전사 기록하여 

답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맥락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 중 특히 면담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직

접 마주하게 되며, 특히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미성숙한 아동이므로 더 세

심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

며, 질적 연구에서 보통 제기되는 연구윤리를 다음과 같이 지키도록 하였

다. 

  첫째, 자발적 연구 참여 동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다. 본 연

구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서울시 초등학교로 기관을 선정하여, 학교장의 허

락을 구한 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 후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 여부는 대상자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르며, 모집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함을 명시하였

다. 본 연구에의 참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자에게 어

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의사 및 이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어떠한 불이익 없이 언제나 연구 참여자가 원할 시 중

지될 수 있음을 확인시키고 준수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서 한계를 알리기 위해 학

위논문에 서술해야 하는 정도로 제한할 것이며, 모집 및 조사 과정에서 수

집되는 개인 정보는 아동의 성별과 연령이다. 그 외에 연구 참여 동안 드러

날 수 있는 아동에 관한 모든 정보는 사생활 정보로서 연구책임자는 이를 

수집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연구결과 작성 시 아동의 응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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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분석, 종합, 결론 도출, 논의 단계에서 기관, 학급, 아동의 성명 등은 

익명 혹은 가명으로 언급하여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하였다.

  셋째, 면접자와 인터뷰 내용에 관한 신뢰성을 중요하게 지키도록 하였다. 

연구자이자 면접자는 신뢰를 주기 위해 면담 대상자인 아동과 보호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정직한 태도로 연구에 관한 질의에 응답하였

다. 또한 무엇에 관한 연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신뢰가 유지되

기 힘들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 소개 시 자세하고 정확하게 본 연구의 연구 

목적과 면담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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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 차이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은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 차이에 관한 것이

다. 다음의 사진 자료를 보여주고, 참여 아동들에게 회사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일 것 같은지 질문했다. 성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림

으로 보여주는 것은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 성을 제

외하고는 거의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사용하여 현실감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7) 사진은 연구자가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남자 회사원”, “여자 회사원” “남성 

CEO", "여성 CEO" 등의 검색어로 이미지 검색하여 여러 장의 사진을 뽑아 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사진을 선택하였다. 

[그림 1] 회사에 근무하는 남녀의 사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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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차이 인식에 관한 면담 질문

    1. 성 범주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 인식

  절반이 넘는 아동(26명 중 14명)은 여성이 회사에서 높은 사람일 것이라 

응답하였지만, 연령, 성별과 무관하게 대다수의 아동은 현실에 근거해서 해

당 상황을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문제는 연령과 성별에 따

른 응답을 구분하기보다는, 주된 발견 세 가지를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은 아동들이 여성과 남성으로 라벨 붙여진 일상에 관여하고 

있으며(Bigler & Liben, 2006), 많은 연구에서 어린 시절부터 아동들이 성

별을 두드러진 사회적 범주로 본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Bigler & 

Liben, 2006; Berenbaum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주어진 상황을 여성

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젠더화된 시각(gendered perspective)8)으로 아동들이 

질문에 답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러나 아동 대다수의 응답은 성 불평등 현실과 무관한 장소, 옷이나 사

물 등 다른 특징들을 근거로 삼아 대답하였다(26명 중 20명).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여기 뭔가 장소가 더 멋있어 가지고”, “이쪽이 

컴퓨터도 있고 직원도 있는 것 같아 사장자리 같아 보여요.”, “뭔가 연설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처럼 대다수

의 경우에 남자를 높은 사람으로 보았든 여자를 높은 사람으로 보았든 성 

8) 여기에서 젠더화된 시각(gendered perspectives)이란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 

등을 볼 때 성별 차이에 기반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뜻한다.

질문 응답 종류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회사에서 높은 사람일 것 같나요?”
단답형

(남자/여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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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해를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특정 성 고정관

념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2. 고정관념에 근거한 지위 차이 인식

  이와 동시에, 아동 중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과 연관을 

지어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26명 중 3명). 이러한 경우는 모두 남성을 높

은 지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남성에게는 긍정적

인 고정관념을, 여성에게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투영하였다는 것이다. 아동

은 남성의 ‘힘’이 더 세다는 것과 일을 좀 더 잘할 것 같고, ‘듬직’해 보인

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반면 여성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부여하여 남

성을 높은 지위로 인식한 아동은, 아랫사람은 보통 시끄러운 사람인데, ‘여

자가 시끄러울 것’ 같기 때문에 여자가 낮고 남자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인 것 같다고 유추하였다. 남성의 물리적인 힘이 더 센 것을 근거로 더 높

은 직위로 추측한 것도 특이한 점인데, 이러한 아동 초기의 인식은 마지막 

연구문제인 대통령직에서의 성 불평등 현상에 대한 원인 추론 및 태도에서

도 드러난다. 성과 무관한 특징들을 근거로 추론한 경우든, 성 고정관념을 

활용한 경우든, 두 가지 경우 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찾을 수 없었

다.

    3. 현실에 근거하여 지위 차이 인식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 불평등 현실에 대한 이해가 확장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인터뷰 전에는 2학년 학생보다 특히 6학년 학생 다

수가 명시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지식을 근거로 남성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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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그러한 학생은 한 명뿐이었다. 6학년 여

학생만이 “보통 높은 직위에 남자 분들이 많으니까”라고 이야기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지위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반면, 여자가 더 높은 사람일 것 같다고 응답한 9세 여아에게, 실제로도 

회사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더 높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지 질문하였는

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비교해본다면 이 13세 여아의 

응답은 실제 사회세계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면서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가정 내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를 보고 아동의 인식

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들

에게 전통적인 과거의 성역할을 담은 그림과 반(反) 고정관념적인 상황을 

담은 현대의 모습을 담은 두 그림을 보여주었다. 

  두 그림은 동화책 《산딸기 크림 봉봉》의 일부분으로 모녀(母女)가 산딸

기 채집부터 수작업으로 디저트를 만드는 과거 모습과 부자(父子)가 가정에

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가전제품으로 디저트를 만들어 가족들에게 대접하는 

현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대조적인 두 그림을 보고 아동들은 먼저 (1)두 

그림의 차이점을 인지하는지, 다음으로 (2)전통적인 성역할이 바뀌어 표현된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하였으며 아동의 응답을 분석하여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이해 및 태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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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과거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담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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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성 불평등 상황 변화의 인식에 관한 면담 질문

질문 응답 종류

“두 그림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했나요?” 개방형

“과거와 오늘날에 집안일을 하는 역할이 바뀐 모습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나요?”
개방형

[그림 2-2] 현대의 변화한 성역할을 담은 그림



- 59 -

    1. 연령에 따른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 이해

  본 연구문제에서는 먼저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화한 

상황을 감지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이는 성 불평등 상황의 변

화를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

지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연령에 따른 차이에 집중하

여 기술하였다.

      1) 2학년 아동의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 이해

   두 그림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했냐는 질문의 경우, 2학년 아동의 경우

에는 요리를 준비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과정을 여성이 했다가 남성이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아동이 단 한명도 없었다. 기술이나 배경, 

장소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성역할의 변화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응답을 보였

다: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차가운 데에다가 뭘 이런 걸 넣는 것 같아

요.”, “옛날에는 시장 같은데 지금은 마트예요.”, “옛날에는 되게 뭘 만드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연구문제처럼 아동 초기의 경우에는 질문에 대하여 젠더화된 시

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연구자가 만드는 사람에 주목하라

고 유도하여도 성역할의 변화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2학년 남자 

아동은 요리를 준비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여성에서 남성

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어도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근데 어차피 똑같은데. (...) 어차피 요리를 하는 건 똑같아요. (...) 요즘이랑 옛

날이랑 그... 여자랑 남자만 다르지 요리하는 건 똑같아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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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학년 아동의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 이해

   2학년 아동이 성역할의 변화를 감지한 경우가 단 한 명도 없었던 데에 

반해, 절반에 가까운 6학년 아동은 성역할의 변화를 바로 감지하였다(11명 

중 5명). 사실상 과거의 그림은 여성만, 현대의 그림은 남성만이 일하고 있

지만 현대의 그림에서 남녀가 같이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성역할의 

변화를 인지한 것으로 보았다. 성역할의 변화를 알아차린 아동은 두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전에는 

여자만, 현재는 같이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렇게 단순한 모습

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인식”을 언급한 아동도 있었다. 

이 아동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였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러한 답변

은 사회 구성원들의 가사 노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자 하였을 것이다. 또한 성역할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전 여성들과 현대 여

성들의 변화된 옷차림을 이야기하며 외적 고정관념의 변화도 함께 이야기한 

아동이 있었다. 이 아동은 특히 주어진 문제 상황을 성 범주에 근거하여 인

식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학년은 문제 상황에서 성 불평등의 변화를 바로 인지한 아동이 없었지

만, 6학년들은 변화를 바로 인지한 학생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능력

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 이해

에서 연령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2. 성별에 따른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에 대한 태도

      1) 남학생의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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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아동은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반(反) 고정관념적인 상황에서 남학생들이 저항적으로 부

정적인 감정을 보고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들과 여학생 모두 부정적으로 느낀 아동은 거의 없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므로, 성별의 차이에 집중하여 기술하였다.

  남학생의 태도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은, 무관심 또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반응이었다(12명 중 7명). 특히 무관심한 태도

로 응답한 경우는 ‘집안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긍정적

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응답으로는 ‘이상’하다거나 바뀌는 게 ‘신기’하다

는 식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조를 내포하

지 않으며, 역시 특정 문제를 젠더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적기 때

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남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변화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12명 중 4명). 대체로 남학생들은 남자가 여자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가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아동들의 경우, 요리를 혼자 한

다는 것은 여성에게 버거운 일이라고 인식하며, 남자는 체력적으로 더 우위

에 있으므로 여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2학년 

남학생들은 여성의 힘이 약한데, 남성들이 도와줘서 일이 더 편해질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빠들도 요리를 하니까요. 엄마 혼자서 하면은 힘

든데 아빠가 도와주면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7)

더 편해진 느낌? 여자들 힘이, 체력이 약해서 요리를 더 많이 못하는데 남자는 

체력이 많으니까 요리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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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6학년 남학생은 단순히 집안일의 문제를 넘어서 근로노동과의 관계

를 언급하였다. 이 학생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 

것을 부당하다 느끼고 있었으며 따라서 변화를 나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본 연구의 질문을 넘어, 역사적인 과거의 차별까지 

언급하며 성 불평등의 상황이 변화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한 아동도 

있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여자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

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집안에만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요즘은 학교에 다 가니까 바뀐 것에 대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반면, 과거 성 불평등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2학년 남학생이 있었다. 이 아동에게 가사 노동

을 주로 과거에는 여성이 했다가 현재에는 남성들이 많이 하는 모습으로 바

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아동은 옛날에는 남자가 요리를 

안 한 이유가 있다며, 요리를 할 줄 몰라서 안 하였다고 응답했다. 아직 어

린 나이이기 때문에 과거 여성은 주부로서 가사노동을, 남성은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고전적인 가정과 경제적 메커니즘까지는 이해하지 못

하고 있었다. 

  본 연구문제의 결과는 남학생들이 반(反) 고정관념에 감정적인 저항을 보

인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상반되는데, 단순히 낙관적인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편견 없는 것처럼 보이

저는 솔직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꼭 여자만 집안일을 해

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자도 알바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데, 집안

일만 계속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걍 가끔씩 계속 돌아서, (...) 아빠도 하

고 엄마도 하고 이렇게 집안일 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참여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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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실체나 신념과는 반대로 자신에 대한 인상을 통제하려는 

자기제시적(self-presentational) 행동에 관여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

이다(Nesdale, 2004; Rutland, Cameron, Milne, & McGeorge, 2005). 연

구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

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Graziano, Leone, Musser, & Lautenschlager, 

1987; Tourangau & Yan, 2007). 특히 결정을 내릴 때 아동들은 자신의 

대답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꼈다면 민

감한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진정으로 아동들이 성 평등주의 이상을 지지하기보다는 그러한 

사회적 규범을 인식하고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2) 여학생의 성 불평등 상황의 변화에 대한 태도

   여학생 역시,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관심하거나 긍정적, 부정적 

태도와 관련 없는 중립적인 반응이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14명 중 9명). 예

를 들어 무관심한 태도로 아동들은 ‘잘 모르겠다’거나 ‘어떤 기분도 들지 않

는다’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또한 여학생과 남학생 둘 다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여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심리를 더 확고히 표출하였

다(14명 중 5명). 여학생들은 어머니와 여자들만 일하면 여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 기분이 ‘진짜’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어

머니와 같은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예상하며 본인의 감정을 이입하는 모

습을 보였다. 또한 한 6학년 여학생은 ‘지금도’ 남녀 불평등은 존재하지만 

남자들이 일만 하지 말고 가사노동도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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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6학년 여학생의 경우 현재 가정과 경제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아동은 예전과 비교해 현재 상황이 많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

이 더 많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요리와 같은 집안일이 남녀 모두 함께해

야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지 않았다. 특히 6학년 여학생의 경우에 

나중에 커서 집안일을 어떻게 분배하였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솔직히 본인이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똑

같이 일’을 하는 데 억울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여학생의 응답은 

여성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예전에는, 남녀 차별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살짝 씩 있지만, 그래도 남자들

은 일만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요리도 가족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

아요. 덜 힘들고. (참여자 26)

일단 옛날부터 여자는 무조건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무조건 바깥일을 하니까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은 부모님 둘 다 일을 하시

는 경우가 많고, 솔직히 지금도 여자보다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자도 많이 버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보통 남자가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더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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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성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인식

  세 번째 연구문제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로, 대통령직에서 여성이 부

족한 현상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아동들이 대통령직에는 주

로 남성이 있었던 것에 대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감정적 반응은 어떻

게 나타나는지, 타당한 것으로 보는지 또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는지와 같은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동들에게 먼저 대한민국 제1대~제19대 대통령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대

통령직에서 여성은 1명이 유일했음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그 후 다음에 제

시된 면접 질문지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여성의 부족에 대한 원인 추론, 그

리고 관련된 태도에 대해 순차적으로 질문하였다.

9) 청와대 세종실에 있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를 사용하였으며, 현 19대 대통령은 

선거 벽보 사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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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한민국 제1대~제19대 대통령 사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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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성 불평등 현상의 인식에 관한 면담 질문

 

   1. 대통령직에서 성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추론

  먼저 대통령직에서 대부분 남성인 이유에 대해 열린 형태로 질문하였다.  

아동들의 응답은 이러한 불평등에 관한 인식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범주화

하였다. 전사분석을 통해 개인적 요인(여성의 역량부족, 열망부족 등), 외부

적 요인(사회구조적 관습, 투표자들의 차별 등)으로 아동의 응답을 코드화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아동들이 강한 (때로는 대통령직과 전혀 무관한) 

성 고정관념을 여성의 능력부족과 결합시켜 대통령직에서의 여성부족에 대

한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Brophy & Alleman(2002)의 연구에서 

일부 어린이들이 대통령 후보가 부유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정 부족을 성 불평등의 원인으로 꼽은 아동은 없었다. 또한 원인에 대한 

질문 응답 종류

원인 추론

“대통령들 중에서 여성은 한 명이고, 대부분 남성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개방형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개방형

감정적 반응

"대통령들 중에서 여성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남성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개방형

“대통령들 중에서 여성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남성이라는 

것에 대해 (남학생들/여학생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개방형

변화에 대한 태도

“앞으로도 계속 남성이 주로 대통령을 해도 상관없나요?” 개방형

“여성 대통령이 앞으로 많이 나오려면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할

까요?”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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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에서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드러

나 연령에 따라 응답을 분석하였다.

      1) 2학년 아동의 성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추론

  가장 많은 2학년 아동이 대통령직에서 여성의 부족에 대한 원인으로 개

인적 요인의 탓으로 생각하였다(15명 중 13명).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여성의 역량이나 자질이 부족한 탓으로 원인을 추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12명). 아동은 대통령직이 “용감”해야 하며, “멋지고”, “힘”이 세야 하기 때

문에 남성이 주로 대통령직에 있었다고 추론하였다. 남성의 자질을 높게 인

식하는 반면, 아동은 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힘

들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은 대통령의 자질 중 전쟁 상

황 대처 능력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대

통령은 위험한 상황에 쳐하는데, 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고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2학년 아동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과 

여성의 능력 부족을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여성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2학년 남학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외집단인 남성에게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부여하여 대통령직을 주로 남성이 하였던 이유에 대해 추론하였다. 남성들

은 “착하다”는 인성적 특성, 우리나라에 대하여 “잘 알고”, “똑똑하고”, “일

을 더 잘 하는” 능력적 특성, 그리고 더 “힘”이 있다는 신체적 특성이 모두 

[여자들은] 사람들을 막 차별할 것 같애요.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막.. 남자가 

타는 차, 버스 이런 것들이 다 남자 여자용으로 바뀔 것 같아서.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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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어, 여학생들 역시 종합적으로 남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높은 가

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역량 및 자질 부족 이외에도 여성의 열망 부족을 꼽은 아동

도 있었다. 이 아동은 ‘여성은 무언가 해보자 하는 게 없어서’ 여성이 대체

로 어떤 일이나 경력 추구에 있어 열망이나 의지가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2학년 여아에게 예전의 여성만 그랬는지, 현재에도 비

슷한지 물어봤는데, 현재도 예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1명뿐이지만 한 여아의 경우 외부적 요인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는

데, 예로부터 굳어진 사회적인 차별이나 편견을 이야기하였다. 예전부터 남

성이 주로 대통령과 같은 리더의 위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성

들을 더 믿게 되었고, 투표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만큼 일을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이 아동은 오랜 관습으로 인한 

편견과 선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인식하는 듯했다.

  한편,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함께 언급한 아동도 있었다. 이 아동

은 여성의 능력이나 되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했음을 이야기한다. 이 아동은 여자가 더 강한 경우도 

있는데 세상은 남자만 더 세다고만 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것으

로 보인다.

여자들은 대부분 뭔가 이런 건 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하는 것 같아

서 안 나간 것 같아요. (...) 여자들은 막, 이런 걸 이런 걸 해야 돼 하는데 그거

를 생각 못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 뭔가 해보자 하는 그런 게 없어

서. (참여자 11)

진짜 여자가 능력도 약간 부족하고, [되고자 하는] 희망도 약간 부족하니까 투표

가 좀 적게 나왔을 것 같아요. 남자는 좀 힘이 세다는 말이 좀 많잖아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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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아동은 여학생 2명을 제외하고 전부 대통령직에서 여성의 부족에 

대한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귀속시켰다. 반면 6학년 아동의 경우 개인적 

요인만을 원인으로 보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6학년 아동은 11명 전원이 

대통령직에서의 성 불평등을 외부적 요인이나 복합적 요인을 원인으로 보았

다.

      2) 6학년 아동의 성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추론

  고학년 아동의 경우 성 불평등의 원인으로 외부적 요인을 이야기한 경우

가 가장 많았다(11명 중 9명). 고학년 아동의 대부분은 투표자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원인으로 뽑았다. 6학년 아동들은 ‘유교’로부터 뿌리

내려온 오랜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여성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던 과거의 관습이 굳어졌다는 사회구조적 관습의 고착화를 언급하였

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사회에서는 남성을 더 능력 있다고 인식하는 믿음

이 계속 유지되고 고착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형성되고 굳어진 편견을 이야기한 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단

순히 남성에게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부여한 2학년의 응답과 비교하여 보았

을 때, 6학년 아동의 응답은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는 것을 인식하는 공적 관점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니까 남자가 투표가 더 많겠죠. (생략) 그런데 여자가 더 센 것도 있잖아요. 그

런데 저는 남자가 더 세다고 본 거 밖에 없어요. (참여자 10)

남자가 일을 많이 하니까, 뭔가 사람들 눈으로는 거의 다 남자가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 옛날부터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마도 사람들은 일단 남자가 하면 좋겠죠. 왜냐면, 남자는 옛날부터 일



- 71 -

  아동들은 이렇게 굳어진 편견이나 차별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사람들은 남자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남자가 더 일을 잘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투표에서 남자만 뽑았는데 이러한 굳어진 편견이나 차

별이 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반대로 이러한 

투표자들의 편견이나 차별은 이전 세대의 유산이라고 인식한 경우도 있었

다. 이 남학생은 현재에도 편견이나 차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전 세대에 

훨씬 강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함께 원인으로 추론한 경우는 남학생

과 여학생 한 명씩 있었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설명한 한 6학년 남학생은 

개인적 요인 중에서도 여성의 리더십 부족을 꼽았으며, 외부적 요인으로는 

투표자들의 차별이나 굳어진 관습을 이야기했다. 예전부터 여자는 집안일을 

담당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은 남자만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는 것이

다. 6학년 여학생 중 한 명은 투표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이야기하면서도 남

자가 대통령직의 속성에 좀 더 부합한다는 것 또한 이야기하며 혼란스러움

을 드러내었다. “경력”이 남성이 더 좋고, 성격적인 특성도 여성은 마음이 

약하지만, 남성은 듬직해서 일을 더 잘 해결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본

을 해왔으니까. 여자는 옛날부터 집안일을 해왔으니까. 그런 편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25)

옛날에는 남자가 더 뛰어나고 더 잘하는 게 더 많은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 일단은 사람들이.. 요즘 분들은 차별을 안 하겠지만, 옛날 분들은 좀... 고정

관념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어른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40대 분들이 고정관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약간 차별인 

것 같아요. (...) 요즘 10대 20대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

보다는 훨씬 더 덜할 것 같아요.  (참여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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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미 편견으

로 투표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2. 감정적 반응

  감정적 반응에서 남성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감안 할 때 남아들보다 여아

들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연령보다는 성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대통령직에서의 성 불평등 상황에서 상대 성(性)의 감정적인 반응

에 대한 아동들의 예상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상대 성(性)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은 특정 구성원을 배제하는 것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아

동들의 믿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Abrams, Rutland, & Cameron, 

2003; Nesdale, Griffith, Durkin, & Maass, 2005). 즉 아동들이 대통령직

에서 특정 집단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 다른 집단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라

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대로, 아동들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에 부정적

으로 반응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배제를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으로 

좀 더 사람들이 믿고, 경력 같은 게, 남자가 더 좋고,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있

으면 여자는 마음이 약하니까 좀 그런데, 남자들은 듬직하니까... 좀 더 일을 빨

리 해결하고 그럴 것 같아요. (생략) 그래도 여자도 뭐, 물론 마음 약한 사람도 

있지만, 경력도 좋고, 마음도 [약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남자만 보고 뽑는 거죠. (...) 근데 여자도 할 순 있는데, 그래도 남자가 좀 더 

믿을 만한데, 그래도 여자도 뭐 경력 좋고 뭐 잘 하면은 여자도 괜찮다고 봐요. 

(참여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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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배제된 집단에 대한 더 큰 공감과 포용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rams et al., 2003; Nesdale et al., 2005).

      1) 성별에 따른 감정적 반응

  먼저 본 연구에서 남녀 학생들의 감정적 반응은 긍정적인 감정 보고, 부

정적인 감정 보고, 고정관념 강화, 무관심/중립형의 4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절반의 남학생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와는 상관없는 중립

적인 형태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12명 중 6명). 남자 아동은 ‘잘 모르

겠어요’와 같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거나,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여

성이 대통령이 되어서 ‘신기’하다는 등의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반응을 보였다. 남학생들의 절반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과 상관없는 

무관심한 혹은 중립적인 형태의 답변을 보고한 반면, 여학생들은 3명의 학

생만이 해당되었다(14명 중 3명): “여자를 왜 투표를 안 했을까, 하는 궁금

한 점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왜 다 남자만 뽑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어요.” 이 학생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 측면에

서 이유가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감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들과 달리, 여학생들은 여성들이 대통령이 많이 되지 않

은 까닭에 좀 더 탐구적인 호기심을 드러냈다.

 남학생 중 절반의 학생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이야기한 것에 비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한 아동도 있었다(12명 중 3

명). 이 아동들은 여성들이 대통령을 못 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불

편”하다는 표현을 하며 여성의 배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리고 

한 6학년 남학생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도덕적 지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여태까지 여성들이 겪었을 편견이

나 차별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본인은 성별에 기반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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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사람 자체의 능력을 보고 자질을 판단할 것을 이야기하였다.

  남학생들과 달리 여학생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

다(14명 중 8명). 이러한 불평등적 상황에 대하여 여학생들은 “안타까웠다”

거나 여자한테 “차별”을 준 느낌이 들었으며, “속상”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속상하다고 이야기한 아동은 남성이 돈이 있어 보이는 등 사람들이 남성을 

더 능력 있게 여겨서 여성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

기한다. 한 6학년 여학생은 이때까지 여자 대통령이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상했음을 표현했다. 

  그 외에 2학년 남학생 두 명은 대통령직에서 남성이 더 많았음을 알게 

된 후 성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태도를 보였다(12명 중 2명). 여성의 수가 

적고 남성이 주로 대통령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동들은 여성들이 

대통령 자질을 남성보다 덜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

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은 “위험”하므로 “역시” 여자들은 하면 안 되고, 

여성은 능력이 뒤떨어져, 남성이 여성보다 일을 더 잘 수행할 것 같다고 이

야기하였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몇몇 아동들의 고정관념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 역시 성 고정관념이 강화됨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는

이때까지 좀... 고정관념이랑 차별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생

략) 저도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여자 남자 별거 없고(차별 없이) 그냥 하고 싶

은... 그러고 잘 할 수 있고, 리더십 있고 그런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참여자 19)

신기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여자 대통령이 최초였던 게... 그리고 이상했어요. 

예전에 투표할 만도 했는데 지금에서야 딱 투표가 됐는지. 예전에도 여자들 투

표할만한데 왜 지금에서야 투표가 됐는지. (참여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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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4명 중 2명), 여학생은 고학년의 경우에도 고정관념이 강화되기도 하였

다. 여학생들은 남자들이 더 “책임”을 잘 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이야

기하며, 매번 남자가 대통령을 하다가 여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이 “신

기”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을 보면 “그냥” 다 잘할 것 같은 느낌

이 들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보고한 아동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는 어쩌

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배제를 허용하지 않

으며, 공정성에 대해 아동들은 높은 우려를 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남학생 중에서 “기뻐요!”라고 이야기한 아동은 9세 한 명뿐이었지만, 이 역

시 깊은 생각을 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아동이 있었지만 그 이유는 그래도 여성 중 ‘한 명이

라도 돼서 다행’이기 때문이었다. 

      2) 상대 성(性)에 대한 감정적 반응 예상

  다음으로, 상대 성(性)의 감정적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물었다. 남학

생들은 여학생들의 감정에 대해 ‘모르겠다’는 무관심한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학생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라 짐작하였다(12명 중 9명). 

대부분의 남학생은 여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학

생의 부정적인 감정을 예상한 아동은 계속 “차별”해서 같은 여자로서 여학

생들이 기분이 상할 것이고,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상황이 계속

되어서 마음이 슬플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6학년 남학생은 여학생들의 감정

적 반응을 좀 더 공정함의 판단에 맞추어 이야기하였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 남자들이 왜 더 잘한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참여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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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에서 여자들이 배제된 것을 알고 난 후 여학생들의 부정적인 감

정적 반응을 예상한 남학생들의 응답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

면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아동들의 믿음은 곧 배제에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아동들의 믿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Abrams et 

al., 2003; Nesdale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대부분이 여학생들

의 부정적인 감정을 예상하며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인 감정 또는 부정적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2가지 유형으로 예상하였지만,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남학생

들의 감정적 반응은 고정관념 강화 예상, 무관심/중립형, 부정적 반응 예상, 

긍정적 반응 예상 4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이는 실제로 남학생들이 보인 

감정적 반응의 범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여학생은 상대 성(性)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라 예측하였다

(14명 중 6명). 남학생들 역시 여자들의 차별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거나, 

여성이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라고 말했다. 또한 한 6학년 여학생은 남학생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예상하였다. 여태껏 남성들

이 많이 했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이제 여성에게 투표하여 공평하게 상황을 

맞추고 싶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남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예상한 경우도 있었다(14명 중 3명). 

이러한 예측은 남학생들이 성 불평등적 상황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대통령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많은데, 자기도 남자니까 남자애들

남자만 있었으니까 이제, 남자 말고 여자도 이제 좀 뽑자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남자만 있었으니까 요번에는 여자도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참여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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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남학생

은 거의 없었으므로, 실제 남학생들의 반응을 여학생들이 아는 것이 오해를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남학생들의 고정관념 강화를 예상한 경우도 있었는데(14명 중 2명), 이 

아동들은 대통령직에서 남성의 자질이 대통령직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강화될 것을 이야기한다. 특히, “없던 편견이 생길 것”이라는 아

동도 있었다. 여성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남성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남학생들 

역시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여자는 대통령으로서 일하기

에 부적합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아동은 “모르겠어요.”라고 응답하였다(14명 중 3

명). 혹은 한 6학년 아동은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떤 사람이 고정관념을 조금 가지고 

있거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거나 당

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3. 변화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아동들에게 앞으로 계속 대통령을 주로 남성들이 해도 상관이 

없는지를 물었다. 기존 연구(예: Brown & Bigler, 2004; Killen et al., 

2004)를 바탕으로 배제된 집단인 여학생들이 더 현상을 반대하고, 여성들이 

어떤 애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

지 않을까요? (...) 고정관념이 좀 있는 애들이 바꾸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

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고정관념 그렇게 크지 않는 애들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참여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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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에서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절반이 넘는 아동은 대통령을 해도 상관없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26명 중 16명). 2학년 남학생 8명 중 6명은 남성

이 주로 대통령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에 찬성하였으며, 여학생은 7명 중 3

명이 상관없다고 응답하였다. 6학년 11명 중 남학생 한 명만 상관없다고 응

답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상관없다는 의견에 반대하였다. 즉, 2학년 아동보

다는 6학년 아동이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앞으로도 남성이 주로 대

통령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1) 변화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이유에 대한 남녀 차이

  앞으로도 계속 남성이 주로 대통령을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동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한 가지는 남성들이 대통령직

에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연히 바뀔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때문이었다. 남성들이 대통령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여학생들이었다. 2학년 여학생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능력이 있다는 본인

의 판단을 근거로 대통령직에서 남자가 계속 많아도 괜찮다는 태도를 보였

다. 여자는 잘 못 할 것 같다거나 남자들은 더 잘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여학생들은 남성이 대통령직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지만, 그에 비해 오히

려 남학생들은 대통령직에서 남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

신 그들은 특별히 별다른 노력이나 개입 없이 두어도 자연스레 불평등의 상

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예상하였다. 앞으로도 남자가 주로 

해도 상관없는 이유에 대해 2학년 아동은 미래에는 자연스럽게 여자가 더 

많이 뽑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딱히 남자가 많든, 여자가 많든 특별히 

본인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 6학년 남학생은 좀 더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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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응답은 인위적인 개입을 불필요하게 여기며 

자연히 해소될 문제라고 보고 있으므로 낙관적 전망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그냥, 그 사람들이 선거를 할 때 자신들 공약을 내놓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니

까 그 투표하는 사람들은 공약을 보고 뽑는 건데, 거기서.. 뭐 차별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돼요. (참여자 18)

  이 질문은 배제에 관한 인식과 관련되는데, 아동들의 배제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학교, 이웃 또는 또래관계의 맥락에서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

다(Killen & Stangor, 2001; Killen et al., 2004). 넓은 사회적 배제에 관한 

아동들의 인식 연구는 거의 없으나, 초등학생들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우려

를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아동들이 배제를 허용하지 않고, 더 

많은 여성이 대통령에서 선출되는 것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본 연구에

서는 여학생들이 남성들이 더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 같다고 인식하여, 

아동들이 외집단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스템 정당화 지지에 

대한 단서를 볼 수 있었다. 2학년 남학생의 경우, 미래에는 여자가 더 많이 

뽑힐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6학년 남학

생은 선거의 결과는 공약을 보고 뽑는 것이기에, 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이라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2) 변화하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것에 대한 연령 차이

  앞으로 여성 대통령이 많이 나오려면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하냐고 묻자, 

아동들은 여성이 개인의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거나 또는 사회적 차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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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는 유형과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하는 복합적 유형으로 나뉘었

다. 2학년 아동의 경우 앞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여성의 개인 역량 향

상을 더 많이 이야기했고, 6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사회적 차별 해소를 뽑거

나 복합적 요인을 함께 이야기하였다.

  우선, 여성 대통령이 많이 나오려면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할 것 같냐는 

질문을 2학년 아동은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였다. 대부분의 

아동은 모르겠다거나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여서, 15명의 2학년 아동 

중 자신만의 설명을 제공한 학생은 6명에 불과했다. 2학년 아동은 여성이 

‘대통령처럼’ 행동해야 하며 ‘나라를 책임지는 일’과 ‘리더십을 갖추도록’ 많

이 노력해야 한다는 여성의 개인 역량 향상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였다(4

명). 특히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

으며, 나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착한 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인성적 특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2학년 아동 중에도 사회적 차별 해소를 이야기하는 아

동이 있었다(2명).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인식을 버리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남자들이 여자들을 앞으로 더 많이 뽑

아주어야 공정하게 된다고 말하여,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여 투표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6학년 아동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아동을 제외하고 자신의 설명

을 이야기한 아동은 11명 중 9명이었다. 여성 개인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

기했던 2학년 아동과 달리, 가장 많은 6학년 아동이 이야기한 것은 사회적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6명). 대다수의 6학년 아동은 성차별이나 

편견이 만연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

만 아직은 대통령을 남자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6학년 남학생은 

성별에 근거한 잘못된 판단이 없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차별과 인권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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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여자들을 한번 ‘믿어봐야’ 한다는 응답을 한 남학생도 있었다.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을 한번 믿어보고, 여자들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여성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기존에 사람들이 

여성을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고 투표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여학생 중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없어

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사람들

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 외에, 6학년 아동 중 사회적 차별이 아닌 여성의 역량 향상을 언급한 

유일한 남학생은 여성 대통령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남자들보다 더”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요인을 언급한 것은 여학생들

이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과 여성들 스스로 노력해야 한

다는 것 모두를 언급했다. 이들은 사람들의 인지구조 속에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여성 또한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여성이 잘못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시선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여자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잘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10) 5학년 사회와 도덕 교과서에 인권에 관한 단원이 등장한다. 이 학생이 인권을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학습이 이 학생의 문제의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차별이 바뀌어야 돼요. (...) 일단은, 남자만 그렇게 잘 하는 게 아니고 여자만 

집안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일을 할 수 있고 잘하는 거를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뀌어야 될 거는 여자들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10). 

(참여자 19)

차별이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버려야 될 것 같애요. (...) 사람들이 막 

노력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저는 안 될 것 같애요. (참여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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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모든 인간이 행복하고 존중, 배려, 공정으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

해 아동의 인식을 연구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은 중요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서구 사회에서는 아동

의 차별 인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지만(Pahlke et al., 2010), 대다수의 

연구들은 인종 차별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의 인

식을 살펴본 연구는 적다. 또한 성 불평등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살펴본 소

수의 연구들은 모두 서구권,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

어져 왔다(Killen & Stangor, 2001; Brown & Bigler, 2004). 한국에서도 

최근 각종 성 불평등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 불평

등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해 면접법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성 불평등에 관한 인식

을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는 한국 아동들의 인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의식의 함양을 위해

서는 성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문제를 먼저 고찰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불평등 인식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성별과 연령을 나누어 비교하여 그들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과정에서 성평등교육을 

시행할 때의 교육적 시사점을 고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가 발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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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시작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들이 남성들에 

비해 여성의 낮은 지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예

컨대, Brown & Bigler, 2004; Hal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등학생들도 이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려고 

하였다.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고 사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인식을 파

악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남녀의 사진을 보여주고 둘 중 

누가 회사에서 높은 사람일 것 같은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남녀의 상대적인 

지위에 대한 인식과 추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대부분의 

아동은 성 불평등 현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들은 

젠더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매우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러나 성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문제를 인식한 아동도 있었는데, 이들의 경우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남성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여성에게 투영하여 남

성을 여성에 비하여 높은 지위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성 불평등 변화 상황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살펴

보는 것이었다. 우선 9세의 어린 아동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현대

에 이르러 바뀐 성역할을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반면 13세 아동들은 이런 

차이점을 바로 감지하여 성 불평등 변화 상황을 인식하였는데, 이는 인지능

력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反) 고정관념적 상황에서 

남학생들이 저항적으로 변화를 거부하였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

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다

만,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좀 더 확고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대통령직에서의 여성이 부족한 현상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아동들은 대통령직에서 주로 남성이었던 것에 

대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어떠한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는지,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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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는지 또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는지와 같은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

다. 먼저 성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아동의 추론에서 저학년 아동일수록 개

인적 요인에, 고학년 아동일수록 외부적 요인에 성 불평등의 원인을 귀속시

켰다. Brown & Bigler(2005)의 가설 및 Bigler et al.(2008)의 연구와 일관

되게, 아동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 불평등의 원인을 차별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았으며 차별의 대상인 여학생일수록 대통령직에서 여성의 

부족에 대한 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았

다. 예를 들어, 대통령직에서 여성의 부족에 대한 원인을 추론할 때, 아동은 

“남자들이 예전부터 많이 했으니까 남자를 더 믿어서”(참여자 10) 혹은 “남

자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남자가 더 일을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맨날 남자만 투표에서 뽑고”(참여자 16)와 같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여성의 부족에 대한 아동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예상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이 거의 유사했다는 Bigler et al.(2008)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무관

심하거나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여학생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확고하게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여성들이 대

통령직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으며 그들의 외집

단인 남학생들은 여성들의 배제에 긍정적으로 느낄 것이라는 반응을 예상했

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각 집단 간의 상호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형

성에 좋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긍정적으로 반응한 남학생은 한 명뿐이었

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대

통령을 주로 남성이 해도 상관없는지를 질문했다. 본 연구에서 대다수의 아

동은 대통령직에서 남성이 많아도 상관없다는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들이 집단 구성원의 특성에 의한 타인의 배제를 강하게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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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illen & Stangor, 2001; Killen et al., 

2004). 또한 “앞으로 변할 것 같진 않은데... 변해야죠.”(참여자 16), “저도 

그래서 어른이 되면 여자 남자 별거 없고(상관없이) 그냥 잘 할 수 있고, 

리더십 있고 그런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참여자 19)라고 표현한 아동의 

말에서 자발적인 도덕적 지향을 볼 수 있었다. 아동의 도덕적 지향과 발달

은 인종, 민족, 성별에 따른 배제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Rutland, 

Killen, & Abrams, 2010).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단순히 낙관적으로 해

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동은 상

관없다는 말에 찬성하였으며,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평등주의적 태도 및 신

념을 표현하는 문화적 규범에 더 잘 적응하였을 것이고 이에 사회적 바람직

성(social desirability)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

라서 향후의 연구는 암묵적인 인식이나 태도를 탐구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제 2 절 도덕교육적 시사점

   1.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현황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재학 연령의 아동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성 불평등

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실천’으로 이어지는 ‘태도’의 형성에는 먼저 성 불평등의 현

실에 대해 아동이 ‘이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떠한 차별 구조가 작동하는지 고찰하여야 한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믿음

(belief)의 바탕이 되고, 이는 선택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행위(action)로

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Brunori, 2017, p.24). 그러



- 86 -

나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성 불평등의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

거나 변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 

      1) 도덕과 교육을 통한 성평등교육의 중요성

  성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은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차별 구조에 대

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개인은 물론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인식이자 실

천”(엄혜진 & 신그리나, 2019, p.84)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성평등교육은 의

식 고양과 실천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왔다(엄혜진, 2019, 

p.127). 도덕과 교육은 학생의 자율적 인격과 책임성을 배양하여 궁극적으

로 실천을 지향하는 학문으로,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

해서 도덕과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개개인이 지닌 신념체계

(Belief System)는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성별에 대한 믿음은 사회 관련 정보에 대한 아동의 이해에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Heyman, 2001). 도덕과 교육은 개인의 인식과 신

념체계의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성

평등과 관련한 인식과 태도는 성인이 되어서는 개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오재림, 2006, p.239), 도덕과 교육을 통한 성평등교

육은 중요하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이후로, 1999년 교육부가 양성평등교육을 제정하였으며

(엄혜진, 2018, pp.15-16) 그 후 학교재량활동으로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국

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범

교과학습으로 양성평등교육을 명시하면서부터이다(이규은, 박한숙, & 강진

희, 2008; 최윤정, 2018, p.23에서 재인용). 실제 현장에서 인권교육이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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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민교육 영역으로 양성평등교육을 다루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성교육이

나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이를 바라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최

윤정, 2018, p.25). 양성평등교육은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없이 범교

과 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을 

성취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교과는 도덕교과이다(최윤정, 2018, 

p.24). 따라서 성 불평등 극복의 실천의지를 함양하는 교육에 대한 도덕과

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성평등교육이 범교과 교육에서 다루어질 

경우, 전적으로 교사 개인의 재량과 역량에 달려있는데, 교사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으며 의식이 높은 교사도 구체적인 수업의 실현 방안에는 부담

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 교사가 될 교육대학생의 성평등 의식은 

전문대 및 일반대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며(안상수 외, 2011), 남학

생과 여학생의 견해차가 청소년기를 지나며 더욱 심화되고 벌어져 앞으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국가수준

의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현재 교육과정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적으로 성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과용 

도서 공통 검정기준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초등 교과서 장면 중 직업, 집안일 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적 그림

이나 내용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 삽화를 살펴보

면 아직도 헤어스타일, 옷차림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서 고정관념은 여전하

다. 또한 초등 국어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반대

되는《종이봉지공주》라는 동화를 제시한다. 기존의 착하고 얌전하게 왕자

님을 기다리던 공주와, 공주를 괴롭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용감하게 공주를 

구해내는 왕자의 전형적인 성역할이 뒤바뀐 동화이다. 이러한 동화는 수동

적인 여성의 모습과, 용감하고 강해 보이는 남성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롭게 한다. 이렇듯 다른 교과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는 추세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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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수업으로는 아동의 경직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인간상에 다가서게 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성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을 바로 알아야 하고, 성별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

법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2) 초등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실태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

체와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로 나뉘어 있다. 각 영역의 핵심가치로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이 제시되어 있다. 성평등과 가장 관련 있는 영역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이며 가장 관련 있는 핵심 가치는 ‘정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초등 도덕과 성취기준에서는 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

다. 성평등이 직접적인 내용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중학교부터이다.

[표5] 중학교 도덕 내용체계-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초등학교 성취기준 [4도03-02]를 살펴보면, 3~4학년군의 내용요소인 공

정성과 존중은 다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5~6학년군의 

내용요소를 살펴보면, 성 불평등과 가장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공

정성이다. 그런데 공정성 영역에서는 성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관련 성취기준

[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

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

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① 인간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③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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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인권존중 영역에서 성차별에 관한 이야기 하나가 언급된다. 교과서

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남자가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해?”라는 성차별적 

말을 들은 남학생의 사례가 제시되며,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야 한다는 수

준에서 그쳐 있다. 즉, 학생들은 사회적인 수준의 성 불평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는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학년 아동이 성 불평등에 관하여 기

초적인 이해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의 접근은 고학년

보다 더 이전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 성 불평등이 성별에 근

거한 차별에서 비롯하여, 양성에게 차등적인 대우를 동반하고 종국에는 아

동의 발달을 제한하며 성차를 재현하게 된다면, 이는 ‘정의’의 문제로 접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은 성 불평등을 우리 사

회가 극복하여야 할 과제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교과서 장면 속에서도 

드러난다(김대용, 2017). 따라서 초등학교 3-4학년군의 내용요소 ‘나와 다

르다고 차별해도 될까?(공정성, 존중)’와 초등학교 5-6학년군의 내용요소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공정성)’의 하위 교육내용으로 성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현황은 성평등교육과 유사하게 ‘인권’

이나 ‘차별’ 등의 개념을 주로 다루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별도의 범교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덕 교과서에서 한 단원에 걸쳐 학습하도록 제시되어 있

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사회 불평등의 비중을 크게 다루고 있는 사회 교과

의 경우에도 지역 불평등, 계층 불평등 등의 다양한 불평등을 학년별로 심

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성 불평등은 소개되고 있지 않다(최윤정, 2018,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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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초등학교 도덕 내용 체계-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3~4학년군 5~6학년군

사회·

공동

체와의 

관계

정의

공정한 사회

를 만들기 위

해 법을 지키

고 인권을 존

중하며, 바람

직한 통일관

과 인류애를 

지닌다.

◦ 나는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공익, 준법) 

◦ 나와 다르다고 차별

해도 될까?

(공정성, 존중) 

◦ 통일은 왜 필요할까?

(통일의지, 애국심)

◦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왜 존중해야 할까? 

(인권존중) 

◦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공정성) 

◦ 통일로 가는 바람직

한 길은 무엇일까?

(통일의지) 

◦ 전 세계 사람들과 어

떻게 살아갈까?

(존중, 인류애)

◦공동체의식 

∙관점 채택하기 

∙공익에 기여하기 

∙봉사하기 

◦도덕적 판단 

능력 

∙도덕적 가치･
덕목 이해하기 

∙올바른 의사

결정하기 

∙행위 결과 도덕

적으로 상상하기

관련 성취기준
[4도03-02]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문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지닌다.

①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사람과 

문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어떠한가?

② 다문화 가정과 타문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

떻게 하면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기를 수 있을까?
6도[03-01]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 존중의 방

법을 익힌다.

① 인권이란 무엇이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②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6도[03-02] 공정함의 의미와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정하게 

생활하려는 실천의지를 기른다.

① 공정함의 의미는 무엇이며,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관점 채택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② 공정하게 살아가기 위한 태도와 능력은 무엇이고, 이를 생활 속에서 어

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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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 불평등 논의의 도덕교육적 적용

  앞에서 현재 도덕과를 포함한 어느 교육과정에서도 체계적으로 성 불평등

에 대한 주제나, 성평등 교육이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먼

저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본 연구 결과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

습 위계를 따라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의 도움을 받

아, 도덕과의 특성에 맞게 초등학생의 균형적인 성평등 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외 성평등교육의 추진 방식과 핵심적인 교육내용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는 전 교과에서 성평등교육이 여러 교과를 통해서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시민과 도덕’ 교과가 핵심 역할을 담

당한다. 초등학교의 ‘시민과 도덕’ 교과에서는 소녀와 소년의 평등,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양, 상대 성에 대한 인정과 같은 규범과 가치들을 공유하며, 

투표권을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해 여성과 정치, 역사적이며 지속되고 있는 

차별을 고찰한다(채혜원 외, 2018, pp.109-110). 성 불평등의 사실적 이해

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성평등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프랑스 교과

교육은 모범답안 제시적이고, 연례행사처럼 일시적으로 성평등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는 현재 한국 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1) 초등 저학년의 교육내용 제언

  

  특히 연령에 따라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

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학년과 고학년에는 서로 다른 교육적 개입이 이루

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사회계층적 불평등 인식에 관한 

Leahy(1983)의 탈중심(decentration) 인지능력의 발달과 일치한다.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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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성 불평등의 원인을 추론할 때 개인의 외부적 특징(예: 힘)이나 성

격적, 능력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고학년 아동은 

유권자들의 편견과 차별, 고착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구조 중

심적인 관점을 채택했다. 

  특히 저학년 아동들은 연구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정관념을 작동시켜 

답변한 모습을 비추어 보아, 저학년 아동에게 성 고정관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불평등에 대한 원인을 고정관념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동들이 차별이나 배제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Killen & Stangor, 2001). 

더 나아가 아동들에게 이미 존재하는 성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

다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동들은 

성 고정관념을 대부분의 질문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만약 고정관념이 심한 

아동들은 직접적인 개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反) 고정관념 정

보를 왜곡하여 고정관념에 일관되도록 만들어 고정관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Carter & Levy, 1988; Cordua et al., 1979; Liben & Signorella, 

1980; 1993; Martin & Halverson, 1983; Stangor & Ruble, 1989).

  본 연구결과는 성 고정관념과 성 불평등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Eagly의 사회적 역할이론(social role theory)

에 따르면 직업적 역할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특징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만들어진다(Eagly & Steffen, 1984; Eagly & Wood, 1999). 예

를 들어, 탁아소에서 여성이 주로 근무한다는 사실은 개인들로 하여금 여성

이 남성보다 더 양육과 상관있다고 믿게 한다(예: Hoffman & Hurst, 

1990).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이때까지 대통령은 주로 남성이

었기 때문에 남성이 대통령직에 더 적합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아동들

은 남성들이 물리적 힘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대통령 자격 획득의 정당성

과 연관 지어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교사들은 아동들이 성 고정관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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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도록 해야 하며, 성 고정관념에 반대되는 정보나 행동에 참여할 기회

를 제공하여 인지부조화11)를 일으켜 만연한 성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바

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성 불평등 현상에서 특정 직위나 자격과 

무관한 고정관념에 대해 교실에서 명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여성을 특정 

직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Hughes, 

Bigler, & Levy, 2007).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령별 수준에 적절하도록 학습주제와 학습 

내용,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생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에 변화를 가

져오도록 하기 위해,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을 조화롭게 형성하도록 고

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나는 성별 차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느끼는 차이를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도록 학습 내용과 교수법에 반영하였

다. 예를 들어, 소녀/소년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이러한 성별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상대 성에 대한 존중의 시각을 갖

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성평등교육

의 기본 바탕이 되며, 초등 도덕과에서 역량으로 제시하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도덕적 정서 능력을 함양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먼저 저학년에서는 성별에 따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아동

들이 다양성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소속되는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탐구하는 것을 시작한다. 소녀/소

년으로서 가정, 학교, 이웃의 관계와 같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타인의 감정

과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은 일상 속에서 나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

려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의 학습 내용 개관은 다음과 같

11) 인지부조화란 인지(즉, 신념, 생각, 가치관 등)나 외부환경 요소들 간에 불일치

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종의 긴장상태로 개인은 이 긴장상태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 혹은 행동을 변화시킨다(Harris & Tamler, 

1971).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와 인지하고 있는 것의 일관성을 지

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윤상연, 서신화, 김현정 & 허태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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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6] 초등 저학년의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관

      2) 초등 고학년의 교육내용 제언

  

  다음으로 고학년 아동에게는 도덕교육과에서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성 불

평등에 관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 드러난 주요한 발견은 사회적으로 내재된 권력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나

이가 들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불평등한 차별이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이때까지 대통령은 남자가 해 와서 남자가 더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통령을 주로 남자가 해도 상관없다거나,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

정되기는 것이기에 차별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에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시스템 정당화와 본인이 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다

주제 내용 교수·학습방법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역할 분리

⚬성역할과 편견

-학교생활의 여러 모습이 담긴 

사진에 대해 토론

-부모님의 집안일 역할 분담에 

대한 역할극

성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
⚬성 고정관념과 편견의 문제점 이해

-학생들에게 널리 읽히는 동화

를 분석하고 성 정형화된 편견

의 문제에 대해 의견 나누기

성 정형화된 

고정관념의 

극복

⚬성별에 따른 역할과 행동에 대한 

성인지적 감수성

⚬성 고정관념을 지양하는 태도 함양

-소녀/소년으로서 일상에서 느

끼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

한 이해와 공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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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정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였다. 현상유지를 정당화하고 합리화

하는 시스템 정당화에 대한 지지를 성인들에게 발견한 연구는 많았지만

(Jost et al., 2004), 이러한 과정은 최근까지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

로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고정관념을 활용하여 성 불평

등 상황을 정당화하였는데, 여학생들도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투영하는 외집단 선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정당화에 

관한 동기가 관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서 명시적인 시스템 정당성 이론을 지지하는지와 성 불평등에 대해서도 적

용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들이 성 불평등 현상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

식하는 것은 성차별에 맞서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과학과 수학 분야의 업적

에 관한 역사적 성차별을 학습하는 것은 소녀들로 하여금 미래의 차별에 맞

서 싸우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hlke et al., 2010). 또한 성

차별을 인식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또래의 성 차별적 의견에 도전하고, 

성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분별하여 미디어를 볼 수 있게 

하도록 돕는다(Pahlke, Bigler, & Martin, 2014). 이처럼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을 배양시키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편견과 차별에 관하여 민감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한다면 고학년에서는 성별 권력의 불평등한 문제들을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세

계의 성 불평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성 불평등 

현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마지막

으로 성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

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저학년에 비하여 고학년은 인지발달 능력을 고려하

여 탐구 과제를 통해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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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초등 고학년의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관

제 3 절 한계 및 후속연구 제안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인터뷰는 성별과 연령으로 나누어 초등학생의 인

식을 연구하였지만, 서울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거의 유사한 아동의 인식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불평등

에 대한 인식은 다른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 사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맥락이라고 이

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성 

불평등에 관한 현상적 지식과 성 불평등의 도덕적 태도 사이의 관련성을 검

토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학생들의 현실 인식이 도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Smetana, 1983; Turiel, 

Hildebrandt, Wainryb, & Saltzstei, 1991). 예를 들어, Wainryb(1991)은 

주제 내용 교수·학습방법

성 불평등 

현실 이해

⚬양성의 성취와 공헌

⚬직업의 성 격차

-사회적으로 높은 위신이 부여

되는 직업을 포함한 다양한 직

업에서의 성 격차 알기

여성과 남성의 

지위 변화 이해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차별에 대한 

이해

⚬정책적 개입의 전과 후 비교

-역사 자료와 시사 자료를 활용

한 구조적인 차별 이해하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성차별

의 개선에 대해 토론하기

사회구조 비판 ⚬사회의 성별 권력 관계

-사회의 성별 권력 관계가 나타

나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구조적 

차별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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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믿음이 체벌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사회적 성 불평등의 현

실에 대한 인식이 성 불평등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에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특히 정치 영역에서의 불평등에 관한 인식에 좀 더 초점

을 맞추었지만, 가정, 경제, 정치 부문의 불평등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

다. 따라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불평등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린 아동들은 어려운 단어나 복잡

한 지식이 얽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묘한 방

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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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inequality, which affects the successful life and smooth social 

functioning of children, exists in various forms in everyday life and 

social structure, and a perception of gender inequality is formed from 

childhood. Despite the recent surge in studies of children's perception of 

inequality (Benner & Graham, 2011; Brody et al., 2006, Crystal, Killen, 

& Ruck, 2010; Fisher, Wallace, & Fenton, 2000; Gogtay et al., 2004; 

Greene, Way, & Pahl, 2006; Simons et al., 2002), prior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issue of racism. Furthermore, a small number of 

studies examining children’s perceptions of gender inequality has been 

conducted in Western societies (Bigler, Arthur, Hughes, & Pat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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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Brown & Bigler, 2004; Neff, Cooper, & Woodruff, 2007).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study examines how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 respond to and explain gender inequality;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gender inequality according to their gender and age. First, 

the data presented indicate that most Korean children do not yet make 

sense of the world from a gendered perspective, and only a small 

number of Korean children tend to perceive men as a higher status by 

giving more positive gender stereotypes to males than to females. 

Second, our data show that 13-years-old Korean children, but not 

their 9-year-old counterparts, are well aware of the traditional view of 

gender roles as well as how gender roles have changed in the 

contemporary world. Also, unlike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boys tend to resist the changes of gender roles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data indicate that both male and female children do not 

show a negative attitude toward such change. Third, this study also 

finds that older and female students tend to attribute the lack of 

women in the presidency to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to individual 

factors. Unlike prior studies that document the emotional responses of 

male and female students to the lack of women in the presidency, in 

this study the male students are found to either reinforce or be 

indifferent to  such phenomenon whereas female students tend to 

express more negative emotions. Finally, the majority of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do not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the 

numerical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in presidency should 

continue as it is now. Specifically, older and femal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view that gender inequality in presidency should 

be overcome.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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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gender inequality, student perception, gender stereotype, 

South Korea

Student Number : 2019-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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