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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서책형 교과서

14권과 디지털 교과서 14권의 삽화를 성역할 고정관념의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다수 학생 삽화의 유형이

가장 많았다. 학생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성별 등

장 빈도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출판사

간 편차가 나타났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학습 활동에

서는 여학생의 등장 빈도가, 학습 외 활동에서는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더 높았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의 학습 외 활동에서는 모든 출판사가 성

별 불균형을 이루었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행동 특성

은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묘사되었지만, 디지털 교

과서에서는 출판사 간 편차가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남성의 등장 빈도가 더 높았다. 또한, 가정 활동에서

는 성별 등장 빈도에 차이가 없었지만, 가정 외 활동에서는 남성의 등장

빈도가 더 높았다.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디지털 교과서는 직업 활동에

서 성별 균형을 이루었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남성의

등장 빈도가 높은 직업 유형이 여성의 등장 빈도가 높은 직업 유형보다

더 많았다. 유명과학자뿐만 아니라 무명과학자를 의미하는 연구직 모두

남성의 등장 빈도가 더 높았다. 행동 특성은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

과서 모두 대체로 남성 편향적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성역할 고정관념, 과학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삽화

학 번 : 2020-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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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과학교육 분야에서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에도 과학 분야의 성별 다양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2019년 기준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연구자의 약

20.7%로 나타났다(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21). 또한, 2008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도 전문직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

였음에도 과학기술 관련 전문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증가

하지 않았으며, 직종에 따른 성별 분리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

였다(최희선, 2017).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설

립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백성혜 등, 2015). 이와 같은 정책적 추진은 과학 분야에서 우수

한 여성 인재의 육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 학업성취

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학 성취도가 높았던 2000년대 초기의 결과와 달

리, 최근 성별에 따른 과학 성취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조성민 등,

2019). 그럼에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흥

미를 보이거나 과학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의적 측면에서

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여전히 나타났다(구자옥, 구남욱, 2018; 정영란,

신아연, 2011).

과학 분야에서 이러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한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기대하는 행동이나 성격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Ellemers,

2018). 성역할 고정관념은 과학에 대한 태도나 흥미, 동기 등에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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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차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고 관련 분

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주영 등, 2017; 정

영란, 신아연, 2011; Kerger et al., 2011; Makarova et al., 2019; Reuben

et al., 2014). 예를 들어,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남성 편향적 이미지는 학

생들에게 과학이 남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

는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Farenga & Joyce, 1999; Good et al., 2010; Jones et al., 2000).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성별에 따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남학생들은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 과학자, 생명‧

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건축가/건축디자이너 등을 희망하였으며, 중‧고등

학교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기계‧자동차공학자 및 연구원,

전기‧전자공학자 및 연구원, 화학‧화학공학자 및 연구원 등도 희망하여

이공계 분야에서 남학생들의 희망 직업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양해

졌다(서유정 등, 2020). 반면, 여학생들은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화

학‧화학공학자 및 연구원 등만을 희망하여 이공계 분야의 직업을 희망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서유정 등, 2020). 따라서 학생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과학 및 관련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상생활의 경

험보다도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으로 보고되므로(안주영 등, 2017), 학교 현장에서 성별에 따라 편향되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과서를 바탕

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민지, 강경희; 2017; 김재춘, 변호종, 2008). 성역할 고정관념은 교과서

에 담긴 그림, 사진, 영상 등과 같은 다양한 삽화에서 나타날 수 있다

(Kerkhoven et al., 2016). 선행연구에서는 교과서 삽화를 성별 편향적으

로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역할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삽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중에 형성되기도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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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삽화를 제시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Lee,

2018; Papadakis, 2018). 실제로, 성별 편향적인 이미지는 학생들의 과학

에 대한 이해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 et al.,

2010).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를 성역할 고정관

념 측면에서 조사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양찬호 등, 2014;

유지연 등, 2012; 차정호 등, 2004).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삽화가 남성 편향

적으로 묘사되었음을 보고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는 별다른 개선

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양찬호 등, 2014).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과서의 성별 편향 추이를 조사하는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는 서책형 교과서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

정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Maher et al., 2012). 이러한 맥락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학습의 개별화 및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학교 과학, 사회, 영어의 일부 교과목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

및 도입되었다(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 민귀영, 2017).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와 더불어 추가 사진이나 그림,

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삽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 서책형 교과서와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초등 과학과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삽화를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송나윤 등, 2020b), 성별 등장 빈도, 활동 유형 등의 측면에서 성

별 편향에 대한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학교 과학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나타난 외적 표상의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만 일부 이

루어졌을 뿐(김노아 등, 2018; 송나윤 등, 2020a), 삽화를 성역할 고정관

념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

서를 활용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이러한 활용 비율은 온라인 수

업의 도입, 교과서 자유 발행 등과 같은 교육 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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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안성훈 등, 2020). 따라서 중학교 디

지털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삽화를 분석하여 디지털 교과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과 서책

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삽화를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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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문제

이 연구1)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

한 중학교 과학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삽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삽화에 등장하는 학생과 성인의 등장 빈도와 활동 유형, 행동 특성 및

성인의 직업 유형에 따른 등장 빈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출판사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3) 성역할 고정관념의 측면에서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변화 정도를 조사한다.

1) 이 연구는 대한화학회지 65권의 5호의 382-396쪽에 게재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

역할 고정관념 분석’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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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1)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만을 분석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은 연구하지 않아 중학교 과학 교

과서 전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2) 삽화의 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으며 모호한 경

우에는 연구자 간 협의를 거쳐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분석한 결과를 일

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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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삽화(Illustration)

삽화란 교과서에 사용된 사진, 그림, 도해 등의 시각 자료로, 각 시각

자료는 선행연구(우종욱 등, 1992)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진, 그림, 도해, 만화 이외에도 디지털 교과서에서 사용된

애니메이션과 동영상도 삽화에 포함하였으며, 선이나 점으로 표시된 그

래프, 표, 기호, 아이콘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① 사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의 전자 기계를 사용하여 촬영한 것이다.

② 그림

대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도해

설명적인 목적을 가지고 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한 것으로,

구조나 원리 등을 설명하기 위해 평면, 입체 도형 등을 활용하여 인위적

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설명이나 기호가 사용된 것은 도해로 본다.

④ 만화

사물이나 사건을 과장되거나 생략된 표현을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과 자막이나 말풍선 형태의 글을 함께 사용한다.

⑤ 애니메이션

일련의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생동감 있게 만든 것으로, 주로

회화적으로 표현된 영상 자료를 의미한다. 실사를 사용하였더라도 화살표를

움직여 변화를 살펴보는 조작성 삽화는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본다.

⑥ 동영상

일련의 사진들을 연속적으로 연결하거나 실사를 촬영한 영상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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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역할 고정관념(Gender-role stereotype)

성역할이란 한 사회 내에서 남성 혹은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태도, 가치, 특성, 행동 등에 관하여 가지는 기대를 의미하며(김경미, 양

혜영, 2005), 성역할 고정관념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성역할에 대

해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는 기대가 사회 규준처럼 작용하여 성역할을 보

편적이며 불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Schau & Tittle, 1985).

즉, 성역할 고정관념은 그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기는

믿음이나 행동, 태도 등을 의미한다(Zuck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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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

2.1.1 교과서 삽화의 개념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가장 기본적인 교수-학습 자료로, 교

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과정

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여 제시한 내용제공서이자 해설서이

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

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교과서는 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을 돕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 활용되는 교재

라고 볼 수 있다. 우종욱 등(1992)에 따르면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

(illustration)는 본문에 제시된 내용이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의 역할을 하는 사진, 그림, 도해, 만화 등으로 정의되며,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삽화는 글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삽화는 학습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

고(노명완 등, 2004), 바람직한 성격의 형성 및 행동 변화 같은 정서적인

효과를 가지며 흥미 유발을 통해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도 한다(신윤철,

임동원, 1993).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삽화는 교수-학습에 긍정

적 역할을 하며,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제시되어 각각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박영주, 전미경, 2020). 특히 과학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교과

이며 과학 교과서에서의 시각 자료는 동기 유발부터 실험 안내, 자료 제

공, 실험 결과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므로(박시현, 우종옥, 1994; 우종

옥 등, 1992), 삽화의 중요성이 다른 교과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2) 제2조 2항, 대통령령 제 30319호,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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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삽화의 기능

삽화는 글로 제시되는 교과서의 내용과 구분되어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데, 삽화의 기능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Dushastel(1983)은 삽화의 기능을 교과서 내에서 학생의 주의를 집중

시키고 동기를 유발하는 주의적 기능, 학습 주제를 설명하거나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삽화로 직접 전달하는 설명적 기능, 학습자가

후에 학습 내용을 쉽게 인출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돕는 파지적 기능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Levie & Lentz(1982)는 삽화의 기능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학습자의 주의를 끌어 학습 자료에 집중하도록 돕는 주의적 기능과 흥미

유발을 통해 학습자의 감정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정의적 기능이 있다.

또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삽화로 제시함으로써 교과 내용의 이해

와 기억 향상에 도움을 주고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인지적 기능,

학습이 부진한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상적 기능이 있다.

Mandle & Levin(1989)은 특히 과학 교과 내에서 삽화의 교육적 기능

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주의적 기능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을 활성화하는 기

능으로 접하기 어려운 대상의 삽화를 흥미 유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이다.

설명적 기능은 시각적으로 특정 내용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본문에 서

술된 과학 탐구 과정, 과학적 방법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경우이다.

표현적 기능은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 관찰하기 힘든 개념이

나 대상의 실물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거나 그림으로 단순화시켜 보여주

는 것이다.

조직적 기능은 학습 내용을 조직적으로 연결한 삽화를 통해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적 기능은 추상적인 내용이나 개념을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삽화의 형태로 어려운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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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념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파지적 기능은 그림에 대한 기억이 언어에 대한 기억보다 더 낫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학습 내

용을 쉽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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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역할 고정관념과 과학교육

2.2.1 성역할 고정관념

한 사회에서 남성 혹은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태도, 가치, 특

성, 행동 등에 관하여 가지는 기대를 성역할(gender role)이라고 하며(김

경미, 양혜영, 2005), 이러한 기대는 가정이나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전수

되고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성역할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권치

순, 김경희, 2008). 이와 같은 성역할 사회화는 개인의 적응과 자아 정체

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기도 한다(김경미, 양혜영, 2005; 이현주, 2012; Eggen &

Kauchak, 2013). 성역할 고정관념(gender-role stereotype)은 성역할에

대해 한 사회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기대가 사

회 규준처럼 작용하여 성역할을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Schau & Tittle, 1985).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중심으

로 이뤄지는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남성 혹은 여성에게 사회문화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이나 특성의 발달은 권장되지만, 그렇지 못한 행동이나 특

성의 발달은 제재받게 된다(정혜정 등, 2009).

가정, 학교, 대중매체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의 형

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받게 된다. 성역

할 고정관념은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있어 능력이나 흥미가 아닌 사회가

기대하는 성역할을 고려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현주, 2012).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성역할에 대해 균형적이고 올바른 시각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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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과학교육에서의 성차 및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 구조에 존재하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로, 과학 분야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특히 남성적인 분야로

생각되어 다른 분야보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다고 인식되어 왔다(노태

희, 최용남, 1996; Kelly, 1985). 이에 과학교육에서는 이러한 성차에 관

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성차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을 줄이는 방

향으로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교육

분야에서는 여전히 성차가 존재하고 있다. 과학과 관련한 성취도를 측정

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나 국제 수학·과학 성취도 평가

(TIMSS)에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읽기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더 우수한 성취를

보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이 중 우리나라의 과학

영역의 성취도에서 성차에 대한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PISA 2000부터

PISA 2018까지 우리나라 남녀 학생들의 과학 영역의 평균 점수 추이를 OECD

평균과 비교한 것은 다음과 같다(<표 Ⅱ-1>).

<표 Ⅱ-1> 우리나라 남녀 학생들의 과학 평균 점수 추이
연구주기 남학생 여학생 차이(남-여)

PISA 2000
대한민국 561 541 19
OECD 501 501 0

PISA 2003
대한민국 546 527 18
OECD 503 497 6

PISA 2006
대한민국 521 523 -2
OECD 501 499 2

PISA 2009
대한민국 537 539 -2
OECD 501 501 0

PISA 2012
대한민국 539 536 3
OECD 502 500 1

PISA 2015
대한민국 511 521 -10
OECD 495 491 4

PISA 2018
대한민국 521 517 4
OECD 488 490 -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진하게 표시함.
출처: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 : PISA 2018 결과 보고서(조성민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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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 따르면 PISA 2006 이후, 과학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남학생

과 여학생 간 성취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의 과학 성취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다 볼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과학 성취도에서의 성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주 영역이었던 PISA 2006과 PISA 2015의 성별 차이

를 분석한 연구들(강미애, 2010; 구자옥, 구남욱, 2018)에 따르면, 과학과

관련한 정의적 변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여전히 존재했다. PISA

2006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학에 대한 동기, 자아 효능감, 자아개념,

즐거움’의 모든 정의적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과학 관

련 자아 효능감이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유추해볼 수 있었

다(강미애, 2010). PISA 2015의 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성차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과학의 즐거움,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의 도구

적 동기, 과학 활동에 참여’의 정의적 변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정

의적 변인 중 ‘과학의 즐거움’은 특히 과학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원인으

로 확인되었다(구자옥, 구남욱, 2018). 즉, 과학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 관련 정의적 변인에 대한 여학생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 정

의적 특성에서의 성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이와 같

은 과학의 정의적 특성, 즉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과학

성취도뿐만 아니라 과학 과목에 대한 선호, 더 나아가 과학과 관련한 전

공 및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조사한 남녀 과학기술인 양성 현황

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자연·공학계열 전공으로 입학한 우리나라 전

체 대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29.2%로 2013년의 27.2%, 2016년의

28.7%에 비해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남학생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20). 이처럼 자연·

공학계열에 진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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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학 및 과학 관련 직업과 관련한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여학생은 남

학생에 비해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강하고, 사회적으로 남

성적이라 여기는 직업에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며 그러한 직업에서 남

성이 더 유능하고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Levy et al.,

2000; Liben et al., 2002). 이와 같은 과학 및 과학 관련 직업이 가진 남

성적 이미지는 여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포부를 저해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과학 및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흥미나 인식의 차

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커지며, 이는 이러한 흥미나 인식이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학습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Bleeker & Jacobs,

2004; Campbell et al., 2001; Good et al., 2010; Marx & Roman, 2002).

이때, 다양한 요인들이 과학 및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남성 편향적인

고정관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교와 교사도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Parrott et al., 2000). 즉,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과학 및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관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작용하는 성역할 고정관념

(Kelly, 1986), 과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같은 교재에 내재된 성별

편향성(Kelly, 1985; Good et al., 2010)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이에 교과서와 같은 교재에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다양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거나(Good et al., 2010), 교실 수업 등에서 여

성 과학자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것(Steinke, 1997), 여

학생 친화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프로그램 개발 등(최경희, 2003)

이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 16 -

2.3 성역할 고정관념의 분석

2.3.1 교수-학습 자료의 성역할 고정관념 분석 기준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 교육에서 활용되는 교과서를 포함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성차별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Stitt et al.(1988)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① 불가시성(Invisibility)

교수-학습 자료 안에서 특정 집단이 과소 대표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형화(Stereotyping)

한 집단에 전통적이고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불균형(Imbalance)

특정한 집단이나 상황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해 오직 하나의 해석만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비현실성(Unreality)

역사나 현대의 생활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으로 묘사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분절화/고립화(Fragmentation/Isolation)

교수-학습 자료의 본문에서 특정 집단과 관련한 문제를 분리해서 제

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⑥ 언어적 편견(Linguistic Bias)

남성 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Sadker et al.(1997)는 교수-학습 자료에 나타난 성차별성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언어적 편견(Linguistic Bias)

남성 중심적인 용어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성역할 고정관념(Stereotyping)



- 17 -

행동, 태도, 직업 등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

는 것을 의미한다.

③ 희소성(Invisibility)

교수-학습 자료의 예문이나 삽화에 여성의 등장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역사적으로 공헌한 여성 인물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불균형(Imbalance)

특정 주제나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로

남성의 경험에 기반한 관점만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비현실성(Unreality)

사회의 문제에 대해 피상적으로 그럴듯하게 제시하고 여성에 대한 차

별이나 편견 등에 관한 토론은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⑥ 분절화(Fragmentation)

여성이 사회와 역사에 공헌한 내용을 글 상자와 같은 읽기 자료 등으

로 처리하여 교과서의 본문(주 내용)과 별도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AAUW(1992)는 교수-학습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성차별적 특성을 6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

였다. 이는 ①여성의 배제, ②양성의 정형화, ③여성 종속과 비하, ④여성

에 관한 자료 분리, ⑤현대사회 문제에 대한 여성의 피상적인 관심, ⑥한

문화에서 능동적인 여성 대부분을 제외시키는 문화적 부적절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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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의 분석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는 교수-학습을 위한 교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과서에 내재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생들이 이를 습득하고 강화

하는데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교과서의 내용이나 자료 등

에서 정형화된 성역할 및 남학생에게 더 친숙한 경험이나 활동을 제시하

고 남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영주 등, 2006). 이에 과학 교과서에 내재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별 편중성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오

고 있다.

먼저, 국외의 연구를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 출판된 고등학교 화

학 교과서를 비교하여 분석한 Bazler와 Simonis(1991)에 따르면 1980년

대의 교과서에서 1970년대의 교과서에 비해 다소 개선된 부분은 있었지

만, 삽화에 등장하는 성인 남성과 남학생의 빈도가 성인 여성과 여학생

의 빈도 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별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함을 밝혔다.

7학년 생명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성별 편중성을 언어, 이미지, 교육과

정 내용, 활동의 특성 측면에서 분석한 Potter와 Rosser(1992)의 연구에

따르면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나 묘사된 직업 등에서는 비교적 성역할 고

정관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과 내용이 여학생의 흥미나 관심

사를 고려하지 못하고 남성 중심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교과서에 암묵적인 성별 편중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Whiteley(1996)는 자메이카의 1970년대와 1980년대 고등학교 과학 교

과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앞선 Bazler와 Simonis(1991)의 결과처럼

1980년대의 교과서에서 삽화의 성별 등장 빈도에 나타나는 성별 불균형

이 개선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성인 남성의 등장 빈도가

더 높고 과학자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묘사되어,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

서 암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브루나이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와 본문에서 인물 등장 빈도와

활동 측면의 성별 불균형을 분석한 Elgar(2004)의 연구에 따르면, 삽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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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성의 등장 빈도가 유의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인물과 그가 수행하

는 활동에서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여성은

임신과 육아, 가사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주로 등장한 반면, 남성은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취미 활동, 기계 조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였으며, 여성 과학자 등장 빈도도 매우 낮았다.

교과서 개정 방향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Kahveci(2010)의 연구는

터키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와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는

데, 교과서 삽화 속 등장인물의 묘사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

었으며 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그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Lacin-Simsek(2011)은 4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자의 성별 분포를 연구하였는데, 교과서에 등장한 78명의 과학자 중

여성 과학자는 단 2명이었다. 여학생들이 과학을 공부함에 있어 교과서

속 여성 과학자가 중요한 역할 모델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

성을 논의하였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우리나라 초·중등 과

학 교과서의 삽화를 성별 편중성 관점에서 분석한 안혜영(1997)의 연구

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교과서에서는 남녀의 등장 빈도가 균형을 이루었

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로 가면서 남성의 등장 빈도가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은 성별 불균형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또 인물의 직업이나

활동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으며, 교과서에 등장하는 과학

자나 유명인 대부분이 남성으로 제시되어 있어 여성 역할 모델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신동희(2000)는 양성평등 교육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를

삽화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학생의 경우 학습 활동이 아닌 일

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성인의

경우는 직업 활동에서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점을 지적하였다.

유영미(2004)는 초·중등 과학 교과서 총 32권을 분석하여 과학 교과

서에 내재된 성별 지배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과

서 편찬자들의 성별 분포부터 교과 내용의 영역 및 주제, 교과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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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용어에서 남성 중심적인 성별 편향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과

서에 제시된 과학자와 성인 남녀의 모습, 남녀 학생의 과학 활동 모습에

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과학 교과서

의 이러한 특성이 결국 여학생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 성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등장인물의 직업을 중심으로 초·중등 과학 교과서를 분석한 공영주

등(2006)의 연구를 보면, 직업 활동을 하는 성인 대부분이 남성으로 묘사

되었으며 제시된 직종에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 있었다. 또한 과학

자 대부분이 남성으로 묘사되어 있어, 과학 교과서의 성별 편중성이 심

각함을 지적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삽화에 드러난 성역할 고정관념을 분

석한 연구들(강훈식 등, 2016; 양찬호 등, 2014; 유지연 등, 2011; 유지연

등, 2012)을 보면 대체로 중학교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비해 성

별 편중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학생의 경우 학습 활동보다 일상생활에서

의 모습을 포함하는 학습 외적인 활동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많이

드러났다. 또한 직업 활동을 포함한 성인의 삽화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성별 편중성이 크게 나타나,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교과서 삽화에 드러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최근까지도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교수-학습 자료 속 성역할 고

정관념의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Blumberg, 2008),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과서 삽화 및 내용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개선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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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5개 출판사(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와

이비엠, 천재교과서)에서 발행한 7학년에서 9학년까지의 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학년의 교과서를 발행한 다른 출판사와 달리 와

이비엠은 7학년과 8학년의 교과서만을 발행하였으므로, 서책형 교과서

14권과 디지털 교과서 14권을 분석하였다. 각 출판사는 A~E로 임의 지

정하였다.

서책형 교과서는 교과서의 표지를 포함한 모든 면의 사진이나 그림,

도식 등을 삽화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팝

업창으로 추가된 면을 포함한 모든 면의 삽화를 분석하였다. 삽화는 움

직임이 전혀 없는 그림이나 사진, 그림을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한

애니메이션, 실물 사진이나 실사 촬영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영상 등으로

구분된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숫자나 문자로 표현된

그래프나 표, 기호, 아이콘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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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기준

초‧중등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를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 분

석한 선행연구(송나윤 등, 2020b; 양찬호 등, 2014)를 참고하여 삽화의

유형, 활동 유형, 행동 특성에 대한 분석 기준을 <표 Ⅲ-1>과 같이 확정

하였다.

<표 Ⅲ-1> 삽화 분석 기준

대범주 중범주 및 소범주 세부 항목

삽화의 유형
인물 삽화

단일 학생 삽화
다수 학생 삽화
학생과 성인 삽화
단일 성인 삽화
다수 성인 삽화

기타 삽화
부분 삽화
사물 삽화

나이와 성별에

따른 활동 유형

학생의 활동 유형
학습 활동

관찰
측정
실험
자료수집
토론
기타

학습 외 활동
가사 활동
기타 활동

성인의 활동 유형
가정 활동

가사 활동
기타 활동

가정 외 활동
직업 활동
기타 활동

나이와 성별에

따른 행동 특성

학생의 행동 특성
적극적
소극적
중도적

성인의 행동 특성

대인적
정보제공적
결정적
수행적
중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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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삽화의 유형

삽화의 유형은 등장인물의 여부에 따라 인물 삽화와 기타 삽화로 나

누었다. 인물 삽화는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와 수에 따라 단일 학

생 삽화, 다수 학생 삽화, 학생과 성인 삽화, 단일 성인 삽화, 다수 성인

삽화로 세분하였다. 기타 삽화는 등장인물의 신체 일부만 묘사하여 성별

과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삽화와 등장인물이 없는 사물 삽화로

세분하였다.

단일 학생 삽화 다수 학생 삽화 학생과 성인 삽화

단일 성인 삽화 다수 성인 삽화

부분 삽화 사물 삽화

<그림 Ⅲ-1> 삽화의 유형별 예(출처: 천재교과서 디지털교과서 중학교

과학 1, 158; 과학 3, 163; 과학 2, 197; 과학 3, 80; 과학 1, 252; 과학 2,

75; 과학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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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나이와 성별에 따른 활동 유형

인물 삽화를 나이에 따라 학생과 성인으로 구분한 후, 성별 등장 빈

도와 활동 유형을 각각 분석하였다. 인물의 성별은 남성, 여성, 판단 불

가로 나누었다. 학생의 활동 유형은 학습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

습 활동과 학습 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학습 외 활동으로 구분하였

다. 학습 활동은 관찰, 측정, 실험, 자료수집, 토론 및 기타로 세분하였다.

이때, 기타에는 수업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놀이 및 역할극 활동, 모형

및 영상 제작과 같은 만들기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이 해당된다. 학습

외 활동은 요리나 식사 준비, 청소, 장보기 등의 가사 활동과 대화, 외출,

놀이, 스포츠 등의 나머지를 의미하는 기타 활동으로 세분하였다. 성인의

활동 유형은 가정 활동과 가정 외 활동으로 나누었다. 가정 활동은 요리,

청소, 육아 등의 가사 활동과 가족 구성원 사이의 대화나 외출 등의 기

타 활동으로 세분하였고, 가정 외 활동은 직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직업 활동과 이동, 일상적 조작 행위, 서 있기 등과 같이 직업을 판단하

기 어려운 기타 활동으로 세분하였다. 성인의 직업 활동은 23개의 직업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탐험가나 문화 갈등 해설원 등과 같이

직업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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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나이와 성별에 따른 행동 특성

활동 유형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라 학생과 성인으로 구분한 후 행

동 특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학생의 행동 특성은 적극적, 소극적, 중도적

으로 구분하였다. 주도적으로 활동하거나 주변과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적극적,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 주변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경우

는 소극적, 행동이 뚜렷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중도적으로

구분하였다. 성인의 행동 특성은 대인적, 정보제공적, 결정적, 수행적, 중

도적으로 구분하였다. 사교활동을 포함한 관계적 활동을 하는 경우는 대

인적,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정보제공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는 결정적, 생산 활동, 서비스 제공 등

과 같이 일상적인 수행 활동을 하는 경우는 수행적, 행동이 뚜렷하지 않

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중도적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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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

으며, 삽화가 그림이나 사진, 애니메이션,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

어 있으므로, 디지털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로 연구자 사이의 일치도를

구하였다. 우선, 2인의 연구자가 논의하면서 분석 단위를 정하였다. 이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삽화의 경우, 삽화의 제

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 이상의 장면으로 구분하였다. 특정 인물의 활

동 유형이나 행동 특성은 삽화의 장면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일 수 있는

데, 이러한 특징은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험 과정이나 만화와 같이 시간순서가 있는 그림

이나 사진의 경우, 경계선으로 구분되는 각 칸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정

하였다. 인물을 포함한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등장인물이 달라지

는 지점 또는 등장인물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인물이 수행하는 활동의 유

형이나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장면을 구분하였

다. 인물을 포함하지 않은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은 담고 있는 정보나 의

미가 바뀌는 지점을 기준으로 장면을 구분하였다.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모두 각도의 조정, 좌우나 위아래와 같은 일차원적 이동, 확대나 축소에

따른 장면의 전환은 동일한 정보나 의미를 제공한다고 판단되어 하나의

분석 단위로 보았다.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5종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출판사 당 하나의

단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인의 연구자가 각자 예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비교하며 나타난 차이점을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연구자 간

일치도가 96% 이상임을 확인한 후, 2인의 연구자가 서책형 교과서와 디

지털 교과서의 단원을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분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로 제시하였다.

삽화의 유형 및 학생과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는 학년별 빈도와 백분

율을 분석하였다. 학생과 성인의 활동 유형은 각 유형에 대한 빈도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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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을 분석하였으며, 학생과 성인의 행동 특성도 각 특성에 대한 빈도

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이때 활동 유형의 경우, 세부 항목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학생과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 활동 유형, 행동

특성은 판단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성별 빈도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을 실

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조사하였다. 출판사별로도 성별 빈도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여 출판사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하였으

며,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25’ 통계 분석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 이때, 성인의 행동 특성에 대한 출판사별 분석은 각 특성의 빈도수가

대부분 5 미만으로 통계적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과학교육 전문가 2인, 현직 교사 3인,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4인이 참

여한 세미나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분석 결과 및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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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삽화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물 삽화를 학생과 성인

삽화로 구분한 후, 성별 등장 빈도, 활동 유형, 행동 특성으로 세분하여

각각 제시하였다. 이때, 성인 삽화의 활동 유형 중 직업 활동은 직업 유

형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로 제시하였다.

4.1 삽화의 유형 분석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학년별 삽화 유형을 <표 Ⅳ-1>에

제시하였다. 서책형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 수는 총 17,303개였으며, 이

중 인물 삽화는 6,516개(37.7%), 기타 삽화는 10,787개(62.3%)로 제시되

었다. 인물 삽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수 학생 삽화 2,206개(12.7%), 단

일 학생 삽화 1,291개(7.5%), 학생과 성인 삽화 1,289개(7.4%), 다수 성인

삽화 1,000개(5.8%), 단일 성인 삽화 730개(4.2%)로 나타나 다수 학생 삽

화가 가장 많았다. 이는 여러 명의 학생이 함께 탐구 활동에 참여하거나

대화를 하는 삽화가 자주 등장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기타

삽화의 경우, 부분 삽화가 1,326개(7.7%), 사물 삽화가 9,461개(54.7%)로

제시되었다. 사물 삽화는 전체 삽화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양찬호 등, 2014), 서책형 교과서에 제시된 전체 삽화 수는 30,407개에서

17,303개로 약 43.1% 감소하였다. 이는 출판사 수가 9종에서 5종으로 감

소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

육과정의 출판사 당 평균 삽화 수는 각각 3378.5개와 3460.6개로, 그 차

이가 약 2.4% 정도로 미미하였다. 즉, 서책형 교과서의 전체 삽화 수

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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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학년별 삽화 유형 (%)

분류 7학년 8학년 9학년 계

서책형
교과서

인물
삽화

단일 학생 496
( 7.7)

446
( 7.0)

349
( 7.7)

1,291
( 7.5)

다수 학생 834
( 13.0)

813
( 12.8)

559
( 12.3)

2,206
( 12.7)

학생과 성인 588
( 9.1)

375
( 5.9)

326
( 7.2)

1,289
( 7.4)

단일 성인 343
( 5.3)

197
( 3.1)

190
( 4.2)

730
( 4.2)

다수 성인 529
( 8.2)

233
( 3.7)

238
( 5.2)

1,000
( 5.8)

기타
삽화

부분 507
( 7.9)

433
( 6.8)

386
( 8.5)

1,326
( 7.7)

사물 3,134
( 48.7)

3,832
( 60.5)

2,495
( 54.9)

9,461
( 54.7)

계 6,431
(100.0)

6,329
(100.0)

4,543
(100.0)

17,303
(100.0)

디지털
교과서

인물
삽화

단일 학생 663
( 5.3)

599
( 4.9)

511
( 5.3)

1,773
( 5.2)

다수 학생 1,187
( 9.6)

1,132
( 9.3)

951
( 9.9)

3,270
( 9.6)

학생과 성인 822
( 6.6)

595
( 4.9)

576
( 6.0)

1,993
( 5.8)

단일 성인 1,158
( 9.3)

783
( 6.5)

493
( 5.1)

2,434
( 7.1)

다수 성인 931
( 7.5)

514
( 4.2)

404
( 4.2)

1,849
( 5.4)

기타
삽화

부분 1,131
( 9.1)

1,209
( 10.0)

1,066
( 11.1)

3,406
( 10.0)

사물 6,524
( 52.5)

7,302
( 60.2)

5,600
( 58.3)

19,426
( 56.9)

계 12,416
(100.0)

12,134
(100.0)

9,601
(100.0)

34,151
(100.0)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책형 교과서의 기타 삽화의 비율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81.7%에서 62.4%로 감소한 대신

인물 삽화의 비율은 18.3%에서 37.6%로 증가하였다. 인물 삽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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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수 학생 삽화(2009 개정 4.0%, 2015 개정 12.7%), 학생과 성인

삽화(2009 개정 1.8%, 2015 개정 7.4%), 다수 성인 삽화(2009 개정 2.1%,

2015 개정 5.8%)와 같이 여러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삽화의 비율이 증

가함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다.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인물 삽화가 11,319개(33.1%), 기타 삽화가

22,832개(66.9%)로, 총 34,151개의 삽화가 제시되었다. 인물 삽화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와 동일하게 다수 학생 삽화가 3,270개(9.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단일 성인 삽화(2,434개, 7.1%), 학생과 성인 삽화

(1,993개, 5.8%), 다수 성인 삽화(1,849개, 5.4%), 단일 학생 삽화(1,773개,

5.2%) 순으로 나타났다.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단일 성인, 학생과 성인,

다수 성인 등 성인이 등장하는 삽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이는 추가 지면을 통해 성인이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삽화가 증가함

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기타 삽화의 경우, 부분 삽화가 3,406개(10.0%),

사물 삽화가 19,426개(56.9%)로 나타났으며,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삽화 유형 중 사물 삽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출판사별 삽화 유형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인물 삽화와 기타

삽화의 비율 차이는 출판사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책형 교과

서의 경우, A 출판사는 인물 삽화 21.7%, 기타 삽화 78.3%로 그 차이

(56.6%)가 가장 컸으며, D 출판사(33.6%), E 출판사(32.8%), B 출판사

(30.4%), C 출판사(16.0%) 순으로 나타나 C 출판사에서 그 차이가 가장

작았다. 디지털 교과서에서도 A 출판사는 인물 삽화 22.7%, 기타 삽화

77.3%로 그 차이(56.6%)가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D 출판사(28.4%), E

출판사(26.8%), B 출판사(13.4%), C 출판사(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물의 활동을 제시할 때 활용된 삽화 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실험이나 만들기 등과 같은 탐구 활동을 묘사할 때

A 출판사는 신체 일부분만 드러난 부분 삽화를 주로 활용한 반면, C 출

판사는 인물의 전체 모습이 드러난 삽화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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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삽화에 등장하는 학생 분석

4.2.1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에 나타난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를

학년별로 분석하여 <표 Ⅳ-2>에 제시하였다. 서책형 교과서의 경우, 학

생은 남학생 2,052회(49.0%), 여학생 2,029회(48.5%), 판단불가 103회

(2.5%)로 총 4,184회 등장했으며,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0.130, df=1, p>.05). 학년별로 봤을 때도

모든 학년에서 등장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433, 2.199, 0.215, df=1, p>.05).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등장한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와

달리(양찬호 등, 2014; 유지연 등, 2012), 처음으로 학생의 등장 비율이 균형을

<표 Ⅳ-2>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 (%)

종류 학년 남학생 여학생 판단불가 계 

서책형

교과서

7 780
(47.0)

828
(49.8)

53
(3.2)

1,661
(100.0) 1.433

8 741
(51.6)

685
(47.7)

11
(0.8)

1,437
(100.0) 2.199

9 531
(48.9) 516(47.5) 39

(3.6)
1,086
(100.0) 0.215

계 2,052
(49.0)

2,029
(48.5)

103
(2.5)

4,184
(100.0) 0.130

디지털

교과서

7 1,139
(49.1)

1,124
(48.4)

57
(2.5)

2,320
(100.0) 0.099

8 1,043
(51.5)

950
(46.9)

33
(1.6)

2,026
(100.0) 4.340

9 845
(47.7)

868
(49.0)

59
(3.3)

1,772
(100.0) 0.309

계 3,027
(49.5)

2,942
(48.1)

149
(2.4)

6,118
(100.0) 1.21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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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다.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학생은 총 6,118회 등장했으며, 이 중 남학

생은 3,027회(49.5%), 여학생은 2,942회(48.1%), 판단불가는 149회(2.4%)로

나타났다.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에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1.210, df=1, p>.05). 학년별로 보면 7학년과 9학년

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등장 빈도가 유사하였으나(=0.099, 0.309, df=1,

p>.05), 8학년은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4.340,

df=1, p<.05).

그동안 과학 분야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

식뿐만 아니라 자신감, 자기효능감, 진로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Blažev et

al., 2017; Hand et al., 2017; Jones et al., 2013; Makarova et al., 2019). 이

러한 맥락에서 교과서의 성별 편향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남학생과 여

학생의 성별 불균형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양찬호

등, 2014; 유지연 등, 201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

털 교과서에서 대부분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에 균형을 이룬 결과는 교

과서에 나타난 성별 편향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생

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를 출판사별로 분석하여 <표 Ⅳ-3>에 제시

하였다. 서책형 교과서의 경우, D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만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등장하였으며(=12.338, df=1, p<.001),

나머지 4개 출판사(A, B, C, E)는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0.564, 0.060,

1.045, 3.484, df=1, p>.05). 절반 이상의 출판사에서 성별 불균형이

나타난 2009 개정 교육과정 서책형 교과서의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양찬호 등, 2014),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성별 등장 빈도에 차이가 없

었으므로 출판사 간 편차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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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출판사에 따른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 (%)

종류 출판사3) 남학생 여학생 판단불가 계 

서책형

교과서

A 235
(49.5)

219
(46.1)

21
(4.4)

475
(100.0) 0.564

B 414
(48.8)

407
(48.0)

27
(3.2)

848
(100.0) 0.060

C 570
(50.8)

536
(47.7)

17
(1.5)

1,123
(100.0) 1.045

D 304
(42.5)

397
(55.4)

15
(2.1)

716
(100.0) 12.338

E 529
(51.8)

470
(46.0)

23
(2.3)

1,022
(100.0) 3.484

계 2,052
(49.0)

2,029
(48.5)

103
(2.5)

4,184
(100.0) 0.130

디지털

교과서

A 433
(56.4)

311
(40.5)

24
(3.1)

768
(100.0) 20.005

B 470
(50.2)

441
(47.1)

26
(2.8)

937
(100.0) 0.923

C 646
(50.0)

617
(47.8)

29
(2.2)

1,292
(100.0) 0.666

D 603
(40.9)

836
(56.7)

35
(2.4)

1,474
(100.0) 37.727

E 875
(53.1)

737
(44.7)

35
(2.1)

1,647
(100.0) 11.814

계 3,027
(49.5)

2,942
(48.1)

149
(2.4)

6,118
(100.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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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A 출판사(=20.005, df=1, p<.001), D 출판사

(=37.727, df=1, p<.001), E 출판사(=11.814, df=1, p<.01)의 교과서에

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등장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때, A와 E 출판사의 교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으며, D 출판사의 교과서는 그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나머

3) 출판사(random order):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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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개 출판사(B, C)는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여학생보다 높았지만, 통

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0.923, 0.666, df=1, p>.05). 이처럼 디지

털 교과서에서 출판사 간 편차가 나타난 결과는 추가적인 삽화를 제시할

때 성별 등장 빈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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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학생의 활동 유형에 따른 성별 빈도

학생의 활동 유형에 따른 성별 빈도를 <표 Ⅳ-4>에 제시하였다. 서

책형 교과서의 경우, 학습 활동 1,790회(42.8%), 학습 외 활동 2,394회

(57.2%)로 학습 외 활동과 관련한 삽화의 비율이 약 1.3배 더 높았다. 활

동 유형별로 보면, 학습 활동은 남학생 818회(45.7%), 여학생 947회

(52.9%)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등장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9.428, df=1, p<.01). 학습 외 활동은 남학생 1,234회(51.5%), 여학생

1,082회(45.2%)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등장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9.976, df=1, p<.01). 학습 외 활동에서만 성별 등장 빈도에 차이가 있었

던 2009 개정 교육과정 서책형 교과서의 분석 결과와 달리(양찬호

등, 2014), 학습 활동과 학습 외 활동 모두에서 성별 불균형이 나타났다.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학습 활동 2,255회(36.9%), 학습 외 활동 3,863회

(63.1%)로, 학습 외 활동에 관한 삽화가 약 1.7배 많이 제시되었다. 학습

활동에서는 남학생이 1,041회(46.2%), 여학생이 1,180회(52.3%)로 여학생의

<표 Ⅳ-4> 활동 유형별 학생의 성별 빈도 (%)

종류 활동유형 남학생 여학생 판단불가 계 

서책형

교과서

학습

활동
818

(45.7)
947

(52.9)
25

(1.4)
1,790
(100.0) 9.428

학습 외

활동
1,234
(51.5)

1,082
(45.2)

78
(3.3)

2,394
(100.0) 9.976

계 2,052
(49.0)

2,029
(48.5)

103
(2.5)

4,184
(100.0)

디지털

교과서

학습

활동
1,041
(46.2)

1,180
(52.3)

34
(1.5)

2,255
(100.0) 8.699

학습 외

활동
1,986
(51.4)

1,762
(45.6)

115
(3.0)

3,863
(100.0) 13.387

계 3,027
(49.5)

2,942
(48.1)

149
(2.4)

6,118
(100.0)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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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고(=8.699, df=1, p<.01), 학습 외 활동은 남

학생이 1,986회(51.4%), 여학생이 1,762회(45.6%)로 남학생의 등장 빈도

가 유의미하게 높았다(=13.387, df=1, p<.001). 즉, 서책형 교과서와 마

찬가지로 학생의 활동 유형에 따른 성별 빈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이나 과학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기도 하므로(Buck et al., 2008; Zirkel, 2002), 이상과 같이 서책형 교과서

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활동 유형에서 성별 불균형이 나타난 결과는 학

생들이 편향된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교과서

를 집필할 때는 활동 유형별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삽화를 제시할 필

요가 있다.

<그림 Ⅳ-1> 학생의 활동 유형별 삽화의 예(출처:

천재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과학 3, 18; 과학 2, 168)

학습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책형 교과서는 기타 활동이 696회

(38.9%)로 학습 활동 중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토론(420회, 23.5%), 실험

(348회, 19.4%), 관찰(164회, 9.2%), 자료수집(127회, 7.1%), 측정(35회, 1.9%



- 37 -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기타 활동에서만 남학생보

다 여학생의 등장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4.166, df=1, p<.05),

다른 항목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0.617, 2.941,

1.844, 0.953, 0.615, df=1, p>.05). 이는 교과서 내에서 특정 활동을 안내

하거나 개념을 설명하는 등의 보충 설명을 위한 학생 삽화에서 여학생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기타(861회,

38.2%), 실험(528회, 23.4%), 토론(484회, 21.5%), 관찰(205회, 9.1%), 자

료수집(133회, 5.9%), 측정(44회, 1.9%) 순으로 나타나 서책형 교과서와 마

찬가지로 기타 활동이 학습 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습 활

동 내용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0.180, 1.884, 3.576, 0.910, 0.533, 3.439, df=1, p>.05). 즉,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

털 교과서 모두 학습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체로 성별 균형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학습 외 활동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는 가사 활동 53회(2.2%), 기타

활동 2,341회(97.8%)로 나타났다. 가사 활동(=4.245, df=1, p<.05)과 기

타 활동(=8.294, df=1, p<.01) 모두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디지털 교과서는 가사 활동 93회(2.4%), 기타 활동 3,770회

(97.6%)로 제시되었다.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가사 활동(=4.846,

df=1, p<.05)과 기타 활동(=11.269, df=1, p<.01) 모두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학

습 외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은 남성 편향적으로 나타났다. 두 성별이 함

께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삽화를 제시할 때 여학생은 정적인 활동을, 남

학생은 동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B 출판사 교과서의 8학년 9단원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를 강조하는 삽화를 제시할 때 야외에서 농

구를 하고 들어온 남학생들과 대조적으로 여학생은 실내에 있는 정적인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D 출판사 교과서의 9학년 4단원의 도입에서는



- 38 -

남학생들이 농구를 하는 동안 여학생들은 의자에 앉아 이를 관람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성별에 따라 활동의 성격이 다르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삽화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활동 유형에 따른 학생의 성별 빈도를 출판사별로 분석하여 <표 Ⅳ

-5>에 제시하였다. 학습 활동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는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여학생의 등장 빈도가 더 높았고, 이 중 B 출판사(=4.455,

df=1, p<.05)와 D 출판사(=6.839, df=1, p<.01)의 교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디지털 교과서는 A 출판사를 제외한 모든 출

판사의 교과서에서 여학생의 등장 빈도가 더 높았고, 이 중 D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7.717, df=1,

p<.01). 즉,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일부 출판사에서 학습

활동의 성별 균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습 외 활동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는 D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여학생의

등장 빈도가 더 높았으며, 나머지 출판사의 교과서는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더 높았다. 이 중 3개 출판사(C, D, E)의 교과서에서 학생의 성별에 따른 등

장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 출판사 =4.418, df=1,

p<.05; D 출판사 =5.598, df=1, p<.05; E 출판사 =11.207, df=1, p<.01). 모

든 출판사에서 성별 불균형을 이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할 때(양찬호 등, 2014), 일부 출판사에서 학습 외 활동의

성별 균형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모든 출판사

에서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때 A

출판사(=36.181, df=1, p<.001), B 출판사(=5.950, df=1, p<.05), C 출판사

(=4.995, df=1, p<.05), E 출판사(=25.549, df=1, p<.001)의 교과서에서는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더 높았으며, D 출판사(=30.428, df=1, p<.001)의 교

과서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디지털 교과서의 학습 외

활동이 대다수의 출판사에서 남성 편향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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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출판사에 따른 활동 유형별 학생의 성별 빈도 (%)

종류 활동유형 출판사 남학생 여학생 판단불가 계 

서책형
교과서

학습
활동

A 159
(48.5)

163
(49.7)

6
( 1.8)

328
(100.0) 0.050

B 120
(42.3)

155
(54.6)

9
( 3.2)

284
(100.0) 4.455

C 213
(47.3)

233
(51.8)

4
( 0.9)

450
(100.0) 0.897

D 138
(42.6)

185
(57.1)

1
( 0.3)

324
(100.0) 6.839

E 188
(46.5)

211
(52.2)

5
( 1.2)

404
(100.0) 1.326

학습 외
활동

A 76
(51.7)

56
(38.1)

15
(10.2)

147
(100.0) 3.030

B 294
(52.1)

252
(44.7)

18
( 3.2)

564
(100.0) 3.231

C 357
(53.0)

303
(45.0)

13
( 1.9)

673
(100.0) 4.418

D 166
(42.3)

212
(54.1)

14
( 3.6)

392
(100.0) 5.598

E 341
(55.2)

259
(41.9)

18
( 2.9)

618
(100.0) 11.207

계 2,052
(49.0)

2,029
(48.5)

103
( 2.5)

4,184
(100.0)

디지털
교과서

학습
활동

A 174
(49.3)

172
(48.7)

7
( 2.0)

353
(100.0) 0.012

B 148
(44.2)

178
(53.1)

9
( 2.7)

335
(100.0) 2.761

C 243
(46.1)

275
(52.2)

9
( 1.7)

527
(100.0) 1.977

D 182
(43.0)

239
(56.5)

2
( 0.5)

423
(100.0) 7.717

E 294
(47.6)

316
(51.2)

7
( 1.1)

617
(100.0) 0.793

학습 외
활동

A 259
(62.4)

139
(33.5)

17
( 4.1)

415
(100.0) 36.181

B 322
(53.5)

263
(43.7)

17
( 2.8)

602
(100.0) 5.950

C 403
(52.7)

342
(44.7)

20
( 2.6)

765
(100.0) 4.995

D 421
(40.1)

597
(56.8)

33
( 3.1)

1,051
(100.0) 30.428

E 581
(56.4)

421
(40.9)

28
( 2.7)

1,030
(100.0) 25.549

계 3,027
(49.5)

2,942
(48.1)

149
( 2.4)

6,118
(100.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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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학생의 행동 특성에 따른 성별 빈도

학생의 행동 특성에 따른 성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표 Ⅳ-6>), 서책

형 교과서의 경우 학생의 행동 특성은 적극적 3,960회(94.6%), 중도적

224회(5.4%)로 나타났고, 소극적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디지털 교과서

는 적극적 5,781회(94.5%), 중도적 337회(5.5%)로 나타났으며, 서책형 교

과서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 분석 결과에서 소극적 특성의 비율이 남학생 1.1%, 여학생

2.0%로 극히 소수지만 존재했던 것과 비교할 때(양찬호 등, 201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소극적 특성을

보이는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삽화에서 학생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서책형 교과서에서 적극적 특성

은 학생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표 Ⅳ-6> 행동 특성별 학생의 성별 빈도 (%)

종류 행동특성 남성 여성 판단불가 계 

서책형

교과서

적극적 1,940
( 94.5)

1,940
( 95.6)

80
( 77.7)

3,960
( 94.6) 0.000

소극적 0
( 0.0)

0
( 0.0)

0
( 0.0)

0
( 0.0) -

중도적 112
( 5.5)

89
( 4.4)

23
( 22.3)

224
( 5.4) 2.632

계 2,052
(100.0)

2,029
(100.0)

103
(100.0)

4,184
(100.0)

디지털

교과서

적극적 2,870
( 94.8)

2,799
( 95.1)

112
( 75.2)

5,781
( 94.5) 0.889

소극적 0
( 0.0)

0
( 0.0)

0
( 0.0)

0
( 0.0) -

중도적 157
( 5.2)

143
( 4.9)

37
( 24.8)

337
( 5.5) 0.653

계 3,027
(100.0)

2,942
(100.0)

149
(100.0)

6,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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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df=1, p>.05), 중도적 특성 또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2.632, df=1, p>.05). 디지털 교과서에서

도 마찬가지로 적극적 특성과 중도적 특성 모두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0.889, 0.653, df=1, p>.05). 이는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양

찬호 등, 2014; 유지연 등, 201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삽화에 나타난 학생의 모든 행동 특성은 성별 균형

을 이루고 있었다.

출판사별 분석 결과를 보면, 서책형 교과서의 경우 적극적 특성에 대

해서는 D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만 여학생의 등장 비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고(=12.056, df=1, p<.01), 중도적 특성에 대해서는 B 출판사의 교

과서에서만 남학생의 등장 비율이 더 높았다(=8.000, df=1, p<.01).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양찬

호 등, 2014), 학생의 행동 특성에 대한 삽화는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비

교적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적극적 특성에

대해서는 3개 출판사의 교과서(A, D, E)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있었다.

이때 A 출판사(=23.537, df=1, p<.001)와 E 출판사(=11.192, df=1,

p<.01)의 교과서는 남학생의 등장 비율이 더 높았으며, D 출판사(

=35.869, df=1, p<.001)의 교과서는 여학생의 등장 비율이 더 높았다. 중

도적 특성에 대해서는 B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만 남학생의 등장 비율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8.257, df=1, p<.01). 디지털 교과서에서 적극적

특성과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에 대해 성별 불균형이 나타난 출판사가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출판사별 적극적 특성의 성별 차이가

출판사별 성별 등장 빈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

에 따른 학생의 행동 특성이 성별 균형을 이룬다면 학생의 성별 등장 빈

도 또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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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삽화에 등장하는 성인 분석

4.3.1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성인의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를

학년별로 분석하여 <표 Ⅳ-7>에 제시하였다. 서책형 교과서의 경우, 성

인은 남성 1,290회(55.4%), 여성 693회(29.8%), 판단불가 346회(14.9%)로

총 2,329회 등장했으며, 남성의 등장 빈도가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았다(=179.732, df=1, p<.001). 학년별로 봤을 때도 모든 학년에서

남성의 등장 빈도가 여성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7학년 =80.513, df=1, p<.001; 8학년 =61.000, df=1, p<.001;

9학년 =39.021, df=1, p<.001). 이는 모든 학년에서 남성의 등장 빈도가

<표 Ⅳ-7>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 (%)

종류 학년 남성 여성 판단불가 계 

서책형

교과서

7 616
(54.6)

338
(29.9)

176
(15.6)

1,129
(100.0) 80.513

8 366
(58.4)

183
(29.2)

78
(12.4)

627
(100.0) 61.000

9 309
(53.9)

172
(30.0)

92
(16.1)

573
(100.0) 39.021

계 1,290
(55.4)

693
(29.8)

346
(14.9)

2,329
(100.0) 179.732 

디지털

교과서

7 1,146
(46.9)

1,021
(41.8)

274
(11.2)

2,441
(100.0) 7.210

8 738
(46.2)

724
(45.3)

135
( 8.5)

1,597
(100.0) 0.134

9 555
(47.9)

420
(36.2)

185
(15.9)

1,159
(100.0) 18.692

계 2,439
(46.9)

2,165
(41.7)

593
(11.4)

5,197
(100.0) 16.307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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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높았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와 유사한 결과로(양찬호 등, 2014),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할 때 남성 편향적인 묘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였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성인은 남성 2,439회

(46.9%), 여성 2,165회(41.7%), 판단불가 593회(11.4%)로 총 5,197회 등장

했고, 남성의 등장 빈도가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16.307, df=1, p<.001). 이때,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보다 성별

등장 빈도의 차이가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디지털 교과서에 추가로 제

시된 삽화 중 성인의 직업 활동에서 여성의 등장 빈도가 높아진 것에 따

른 결과로 보인다. 학년별로 보면, 모든 학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등장 빈도를 보였으며, 이 중 7학년(=7.210, df=1, p<.01)과 9학년(

=18.692, df=1,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

서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향후 편찬되는 교과서에서는 성

인의 성별 균형을 위한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를 출판사별로 분석한 결과(<표 Ⅳ-8>), 서책형

교과서는 모든 출판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등장하였으며,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A 출판사 =30.000, df=1, p<.001;

B 출판사 =9.139, df=1, p<.01; C 출판사 =83.372, df=1, p<.001;

D 출판사 =17.280, df=1, p<.001; E 출판사 =58.714, df=1, p<.001).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비교한 선행연

구의 결과와 유사하다(양찬호 등, 2014). 디지털 교과서는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남성의 등장 빈도가 더 높았으며, 이 중 A 출판사(

=64.480, df=1, p<.001), B 출판사(=23.890, df=1, p<.001), D 출판사(

=36.158, df=1, p<.001)의 교과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출판사에 따른 성인의 성별 등

장 빈도는 대체로 남성 편향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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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출판사에 따른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 (%)

종류 출판사 남성 여성 판단불가 계 

서책형

교과서

A 90
(58.8)

30
(19.6)

33
(21.6)

153
(100.0) 30.000

B 193
(53.3)

138
(38.1)

31
( 8.6)

362
(100.0) 9.139

C 429
(56.7)

200
(26.4)

128
(16.9)

757
(100.0) 83.372

D 257
(55.2)

171
(36.7)

38
( 8.2)

466
(100.0) 17.280

E 321
(54.3)

154
(26.1)

116
(19.6)

591
(100.0) 58.714

계 1,290
(55.4)

693
(29.8)

346
(14.9)

2,329
(100.0) 179.732



디지털

교과서

A 403
(56.7)

205
(28.8)

103
(14.5)

711
(100.0) 64.480

B 215
(37.2)

329
(56.9)

34
( 5.9)

578
(100.0) 23.890

C 826
(44.2)

854
(45.7)

189
(10.1)

1,869
(100.0) 0.467

D 434
(55.6)

274
(35.1)

73
( 9.3)

781
(100.0) 36.158

E 561
(44.6)

503
(40.0)

194
(15.4)

1,258
(100.0) 3.162

계 2,439
(46.9)

2,165
(41.7)

593
(11.4)

5,197
(100.0) 16.307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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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성인의 활동 유형에 따른 성별 빈도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활동 유형에 따른 성인의 성별 빈도를

<표 Ⅳ-9>에 제시하였다. 서책형 교과서의 경우, 성인의 활동은 가정 활

동 302회(13.0%), 가정 외 활동 2,027회(87.0%)로 나타났다. 활동 유형별

로 보면, 가정 활동은 남성 149회(49.3%), 여성 147회(48.7%)로 나타났

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0.014, df=1, p>.05). 가

정 외 활동은 남성 1,141회(56.3%), 여성 546회(26.9%)로 남성의 등장 빈

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209.855, df=1, p<.001). 즉, 성인의 성별 등

장 빈도의 차이는 활동 유형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가정 외 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 활동과 가정 외 활동 모두 성별 차이를

보인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와 달

리(양찬호 등, 2014; 유지연 등, 2012), 처음으로 가정 활동에서 성별 균

형을 이루었다. 디지털 교과서에서 성인의 활동은 가정 활동이 499회

(9.6%), 가정 외 활동이 4,698회(90.4%)로 나타났다. 이때, 가정 활동은

<표 Ⅳ-9> 활동 유형별 성인의 성별 빈도 (%)

종류 활동유형 남성 여성 판단불가 계 

서책형

교과서

가정

활동
149

(49.3)
147

(48.7)
6

( 2.0)
302

(100.0) 0.014

가정 외

활동
1,141
(56.3)

546
(26.9)

340
(16.8)

2,027
(100.0) 209.855



계 1,290
(55.4)

693
(29.8)

346
(14.9)

2,329
(100.0)

디지털

교과서

가정

활동
239

(47.9)
253

(50.7)
7

( 1.4)
499

(100.0) 0.398

가정 외

활동
2,200
(46.8)

1,912
(40.7)

586
(12.5)

4,698
(100.0) 20.171

계 2,439
(46.9)

2,165
(41.7)

593
(11.4)

5,197
(1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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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39회(47.9%), 여성 253회(50.7%)로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0.398, df=1, p>.05). 가정 외 활동은 남성 2,200회

(46.8%), 여성 1,912회(40.7%)로 남성의 등장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20.171, df=1, p<.001).

<그림 Ⅳ-2> 성인의 활동 유형별 삽화의 예(출처:

천재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과학 2, 158; 과학 1, 254)

여성이 주로 가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양찬호 등, 2014; 유지연 등, 201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서책

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가정 활동에서 남성과 여성의 참여가

균형을 이루었으므로 상당히 개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인 남

성과 자녀가 함께 등장하여 요리나 대화를 하는 삽화의 비중이 증가하였

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가정

외 활동에서는 여전히 남성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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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형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가정 외 활동에서 남성이 여성

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이 등장하였다(양찬호 등, 2014). 이와 비교했을

때,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다소 감

소하였지만, 여전히 남성 편향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의 가정 외

활동에서 성별 균형을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 활동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책형 교과서는 가사 활동 86회

(28.5%), 기타 활동 216회(71.5%)로 나타났다. 가사 활동은 여성의 등장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나(=4.762, df=1, p<.05), 기타 활동은 유의미

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2.283, df=1, p>.05). 디지털 교과서는 가

사 활동 138회(27.7%), 기타 활동 361회(72.3%)로 나타났다. 서책형 교과

서와 마찬가지로 가사 활동에서는 여성의 등장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

으나(=4.971, df=1, p<.05), 기타 활동에서는 성별 등장 빈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0.404, df=1, p>.05). 즉, 다양한 매체에서 가사 활

동을 여성의 영역으로 묘사한 것과 마찬가지로(Collins, 2011;

Greenwood et al., 2010),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가사 활

동에서는 여전히 여성 편향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과서에서 여성이

주로 가사 활동에 참여하는 삽화를 제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잠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활동

유형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삽화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정 외 활동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는 직업 활동 1,345회(66.4%), 기

타 활동 682회(33.6%)로 나타나 직업 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때, 직업 활동(=158.592, df=1, p<.001)과 기타 활동(=53.407, df=1,

p<.001) 모두 남성의 등장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디지털 교과서는

직업 활동 3,435회(73.1%), 기타 활동 1,263회(26.9%)로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직업 활동으로 묘사되었다. 직업 활동에서는 등장 빈도

에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1.146, df=1, p>.05), 기타 활

동에서는 남성의 등장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112.008, 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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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가정 외 활동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활동이 성별 균형

을 이룬 결과는 직업 활동에서 교사를 주로 여성 중심적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활동 유형에 따른 성인의 성별 빈도를 출판사별로 분석하여 <표 Ⅳ-10>에

제시하였다. 가정 활동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0.000, 1.328, 1.131,

0.000, 0.000, df=1, p>.05)와 디지털 교과서(=0.083, 1.174, 2.160, 1.174,

1.641, df=1, p>.05) 모두 출판사와 관계없이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부 출판사에서 가정 활동

이 성별 불균형을 이루었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를 분석

한 결과와 달리(양찬호 등, 2014), 가정 활동은 모든 출판사에서 성별 균

형을 고려하여 삽화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정 외 활동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는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남성의 등장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33.333, 15.170, 91.042, 18.867, 70.605, df=1,

p<.001). 디지털 교과서는 A 출판사(=68.600, df=1, p<.001), B 출판사

(=23.211, df=1, p<.001), D 출판사(=44.696, df=1, p<.001), E 출판사

(=6.031, df=1, p<.05) 4종의 교과서에서 남성의 등장 빈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

서를 분석한 연구와 마찬가지로(양찬호 등, 2014), 가정 외 활동에 대한

출판사별 고려가 여전히 부족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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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출판사에 따른 활동 유형별 성인의 성별 빈도 (%)

종류 활동유형 출판사 남성 여성 판단불가 계 

서책형

교과서

가정

활동

A 6
(50.0)

6
(50.0)

0
( 0.0)

12
(100.0) 0.000

B 26
(42.6)

35
(57.4)

0
( 0.0)

61
(100.0) 1.328

C 59
(53.2)

48
(43.2)

4
( 3.6)

111
(100.0) 1.131

D 18
(50.0)

18
(50.0)

0
( 0.0)

36
(100.0) 0.000

E 40
(48.8)

40
(48.8)

2
( 2.4)

82
(100.0) 0.000

가정 외

활동

A 84
(59.6)

24
(17.0)

33
(23.4)

141
(100.0) 33.333

B 167
(55.5)

103
(34.2)

31
(10.3)

301
(100.0) 15.170

C 370
(57.3)

152
(23.5)

124
(19.2)

646
(100.0) 91.042

D 239
(55.6)

153
(35.6)

38
( 8.8)

430
(100.0) 18.867

E 281
(55.2)

114
(22.4)

114
(22.4)

509
(100.0) 70.605

계 1,290
(55.4)

693
(29.8)

346
(14.9)

2,329
(100.0)

디지털

교과서

가정

활동

A 25
(51.0)

23
(46.9)

1
( 2.0)

49
(100.0) 0.083

B 30
(43.5)

39
(56.5)

0
( 0.0)

69
(100.0) 1.174

C 84
(54.5)

66
(42.9)

4
( 2.6)

154
(100.0) 2.160

D 30
(43.5)

39
(56.5)

0
( 0.0)

69
(100.0) 1.174

E 70
(44.3)

86
(54.4)

2
( 1.3)

158
(100.0) 1.641

가정 외

활동

A 378
(57.1)

182
(27.5)

102
(15.4)

662
(100.0) 68.600

B 185
(36.3)

290
(57.0)

34
( 6.7)

509
(100.0) 23.211

C 742
(43.3)

788
(45.9)

185
(10.8)

1,715
(100.0) 1.383

D 404
(56.7)

235
(33.0)

73
(10.3)

712
(100.0) 44.696

E 491
(44.6)

417
(37.9)

192
(17.5)

1,100
(100.0) 6.031

계 2,439
(46.9)

2,165
(41.7)

593
(11.4)

5,19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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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4.3.3 성인의 직업 유형에 따른 성별 빈도

성인의 직업 유형에 따른 성별 빈도를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서

책형 교과서의 경우 연구직(295회, 26.6%), 유명 과학자(179회, 16.2%),

운동선수(109회, 9.8%), 방송직(79회, 7.1%), 기술직(70회, 6.3%) 등이 많

이 제시되었다. 남성은 23개의 직업에서 763회(68.9%), 여성은 21개의 직

업에서 344회(31.1%)로 나타났으며, 교사와 보건‧의료직, 사회복지‧종교

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디지털 교과서의 경

우, 교사(1,060회, 68.5%), 연구직(483회, 31.2%), 유명 과학자(326회,

21.1%), 운동선수(246회, 15.9%), 방송직(225회, 14.5%) 등이 많이 제시되

었다. 남성은 23개의 직업에서 1,498회(49.0%), 여성은 21개의 직업에서

1,547회(51.0%)로 나타났으며, 교사, 보건‧의료직, 예술가, 경영‧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디지털 교과서에서 여성의 등장 빈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

은 추가된 삽화에서 직접 개념을 설명하거나 실험을 수행하는 교사의 모

습을 주로 여성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남성과 여성이 등장한 직업 유

형의 수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

형 교과서 분석 결과와 같이(양찬호 등, 2014),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높

은 직업 유형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 유형보다 더 많았다. 직업에

따른 성별 분포의 차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흥미와

역량 계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Eagly et al., 2000; Smyth &

Nosek, 2015). 따라서 성인의 직업 활동과 관련한 삽화가 성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 과학 관련 직업인 유명과학자와 연구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유명과학자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는 남성 168회(93.9%), 여성 11회

(6.1%), 디지털 교과서는 남성 313회(96.0%), 여성 13회(4.1%)로,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남성이 주로 등장하였고, 그 차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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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직업 유형에 따른 성인의 성별 빈도 (%)

직업
서책형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유명과학자 및

역사적 인물
168

( 93.9)
11

( 6.1)
179

(100.0)
313

( 96.0)
13

( 4.0)
326

(100.0)

연구직 183
( 62.0)

112
( 38.0)

295
(100.0)

323
( 66.9)

160
( 33.1)

483
(100.0)

기술직 41
( 58.6)

29
( 41.4)

70
(100.0)

59
( 64.8)

32
( 35.2)

91
(100.0)

교사 16
( 40.0)

24
( 60.0)

40
(100.0)

44
( 4.2)

1,016
( 95.8)

1,060
(100.0)

경찰·소방직 21
( 70.0)

9
( 30.0)

30
(100.0)

26
( 72.2)

10
( 27.8)

36
(100.0)

군인 2
(100.0) - 2

(100.0)
7

(100.0) - 7
(100.0)

보건·의료직 14
( 34.1)

27
( 65.9)

41
(100.0)

25
( 42.4)

34
( 57.6)

59
(100.0)

예술가 28
( 57.1)

21
( 42.9)

49
(100.0)

50
( 46.7)

57
( 53.3)

107
(100.0)

디자이너 5
( 71.4)

2
( 28.6)

7
(100.0)

5
( 71.4)

2
( 28.6)

7
(100.0)

방송직 54
( 68.4)

25
( 31.6)

79
(100.0)

184
( 81.8)

41
( 18.2)

225
(100.0)

스포츠직 77
( 70.6)

32
( 29.4)

109
(100.0)

195
( 79.3)

51
( 20.7)

246
(100.0)

경영·사무직 18
( 69.2)

8
( 30.8)

26
(100.0)

22
( 56.4)

17
( 43.6)

39
(100.0)

여행·오락 서비스직 7
( 53.8)

6
( 46.2)

13
(100.0)

9
( 52.9)

8
( 47.1)

17
(100.0)

음식 서비스직 11
( 84.6)

2
( 15.4)

13
(100.0)

23
( 60.5)

15
( 39.5)

38
(100.0)

경호·경비직 3
(100.0) - 3

(100.0)
3

(100.0) - 3
(100.0)

영업·판매직 9
( 52.9)

8
( 47.1)

17
(100.0)

14
( 50.0)

14
( 50.0)

28
(100.0)

운전·운송직 10
( 90.9)

1
( 9.1)

11
(100.0)

14
( 93.3)

1
( 6.7)

15
(100.0)

건설·채굴직 27
( 84.4)

5
( 15.6)

32
(100.0)

44
( 88.0)

6
( 12.0)

50
(100.0)

설치·정비직 4
( 80.0)

1
( 20.0)

5
(100.0)

5
( 71.4)

2
( 28.6)

7
(100.0)

생산직 2
( 66.7)

1
( 33.3)

3
(100.0)

30
( 56.6)

23
( 43.4)

53
(100.0)

농림어업직 29
( 80.6)

7
( 19.4)

36
(100.0)

49
( 64.5)

27
( 35.5)

76
(100.0)

사회복지․종교직 2
( 40.0)

3
( 60.0)

5
(100.0)

5
( 55.6)

4
( 44.4)

9
(100.0)

기타 32
( 76.2)

10
( 23.8)

42
(100.0)

40
( 74.1)

14
( 25.9)

54
(100.0)

계 763
( 68.9)

344
( 31.1)

1,107
(100.0)

1,498
( 49.0)

1,547
( 51.0)

3,0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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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서책형 교과서 =137.704, df=1, p<.001; 디지

털 교과서 =276.074, df=1, p<.001). 이는 실존하는 과학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역사적 특징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무명과학자를 의미하는

연구직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는 남성 183회(62.0%), 여성 112회(38.0%),

디지털 교과서는 남성 323회(66.9%), 여성 160회(33.1%)로 나타났으며,

연구직 또한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남성의 등장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서책형 교과서 =17.088, df=1, p<.001;

디지털 교과서 =55.008, df=1, p<.001).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유명과학자뿐만 아니라 무명과학자를 대부분 남성 편향적으로 제시한 것

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지적하였다(양찬호 등, 2014; 유지연

등, 201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무명과학자를 의미하는 연구직에 대해 남성이 높은 빈도로 등장한 결과

는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

족하였음을 보여준다. 남성이 주로 과학 관련 직업에 참여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과학 관련 직업이 여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고정

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직업 선택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karova et al., 2019; Miller et al., 2015; Smyth & Nosek,

2015). 따라서 과학 관련 직업 삽화에서의 성별 균형을 통해 학생들이

관련 직업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는 여학생들이 과학 분야에서 직업적 포부를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사진이나 영상 자료는 과학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수

적으로 우세한 현재의 실태가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과학자의 성별이

남성 편향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 출판사 교과서의 7학년

2단원에 제시된 우주비행사의 훈련 사진에서는 스무 명 가까이 되는 우

주비행사들 사이에 여성은 한 명만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림이나 애니메

이션은 인물의 성별 구성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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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를 활용한다면 교과서에 등장하는 과학자의 성별 균형 및 적절한 여

성 역할 모델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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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성인의 행동 특성에 따른 성별 빈도

성인의 행동 특성에 따른 성별 빈도를 <표 Ⅳ-12>에 제시하였다. 서

책형 교과서의 경우 성인의 행동 특성은 수행적 1,251회(53.7%), 중도적

535회(23.0%), 대인적 321회(13.8%), 정보제공적 126회(5.4%), 결정적 96

회(4.1%)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수행적 2,748회(52.9%),

중도적 1,078회(20.7%), 정보제공적 687회(13.2%), 대인적 572회(11.0%),

<표 Ⅳ-12> 행동 특성별 성인의 성별 빈도 (%)

종류 행동특성 남성 여성 판단불가 계 

서책형

교과서

대인적 179
( 13.9)

135
( 19.5)

7
( 2.0)

321
( 13.8) 6.166

정보제공적 77
( 6.0)

48
( 6.9)

1
( 0.3)

126
( 5.4) 6.728

결정적 70
( 5.4)

26
( 3.8)

0
( 0.0)

96
( 4.1) 20.167

수행적 637
( 49.4)

326
( 47.0)

288
( 83.2)

1,251
( 53.7) 100.437

중도적 327
( 25.3)

158
( 22.8)

50
( 14.5)

535
( 23.0) 58.889

계 1,290
(100.0)

693
(100.0)

346
(100.0)

2,329
(100.0)

디지털

교과서

대인적 341
( 14.0)

222
( 10.3)

9
( 1.5)

572
( 11.0) 25.153

정보제공적 222
( 9.1)

464
( 21.4)

1
( 0.2)

687
( 13.2) 85.370

결정적 81
( 3.3)

30
( 1.4)

1
( 0.2)

112
( 2.2) 23.432

수행적 1,194
( 49.0)

1,054
( 48.7)

500
( 84.3)

2,748
( 52.9) 8.719

중도적 601
( 24.6)

395
( 18.2)

82
( 13.8)

1,078
( 20.7) 42.606

계 2,439
(100.0)

2,165
(100.0)

593
(100.0)

5,197
(100.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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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112회(2.2%)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에서 성인의 활동은 대부분

가정 외 활동, 그중에서도 직업 활동으로 나타나므로, 성인의 행동 특성

에서 수행적 특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성인이 직업 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으로 주로 묘사되었음을 의미한다.

행동 특성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책형 교과서에서는 대인적

(=6.166, df=1, p<0.05), 정보제공적(=6.728, df=1, p<0.01), 결정적

(=20.167, df=1, p<.001), 수행적(=100.437, df=1, p<.001), 중도적

(=58.889, df=1, p<.001)의 성인의 모든 행동 특성에서 남성의 빈도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디지털 교과서에서도 성인의 행동 특성은

세부 항목에서 모두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때, 남성은 대인적(=25.153, df=1, p<.001), 결정적(=23.432, df=1,

p<.001), 수행적(=8.719, df=1, p<0.01), 중도적(=42.606, df=1, p<.001)

특성에서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여성은 정보제공적 특성에서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85.370, df=1, p<.001). 정보제공적 특성

이 여성 편향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습 주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실험 과정을 안내하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여성 중심적으로 묘

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지털 교과서의 정보제공적 특성을 제외하면,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

털 교과서의 모든 행동 특성에서 남성의 빈도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

았다. 학생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제한받지 않고 성인의 역할이나 직업

활동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편향되지 않은

역할 모델의 구성이 중요하다(Trepanier-Street & Romatowski, 1999). 

따라서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에서 성인의 행동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

하여 성별 편향이 없는 다양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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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과 서책형 교과서

와 디지털 교과서의 삽화를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삽화 유형은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다수 학생 삽화

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서책형 교과서는 단일 학생 삽화가, 디지털 교

과서는 단일 성인 삽화가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삽화에 제시된 학

생을 분석한 결과, 서책형 교과서는 모든 학년에서 성별 균형을 이루었

으며, 출판사별로 비교했을 때도 대체로 성별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디지털 교과서는 7학년과 9학년에서 성별 균형을 이루었지만, 출

판사 간 편차가 있었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학습 활동

에서는 여학생의 등장 비율이, 학습 외 활동에서는 남학생의 등장 비율

이 더 높았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의 학습 외 활동은 모든 출판사에서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

서 모두 행동 특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묘사되

었지만,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출판사 간 편차가 나타났다. 성인을 분석한

결과,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남성의 등장 비율이 더 높았

으며, 학년별, 출판사별로 봤을 때도 대부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서책

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가정 활동에서는 출판사와 관계없이 성

별 균형을 이루었지만, 가정 외 활동에서는 남성의 등장 비율이 더 높았

고, 이는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유사하였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

서 모두 남성의 등장 비율이 높은 직업 유형이 여성의 등장 비율이 높은

직업 유형보다 더 많았다. 이때, 유명과학자뿐만 아니라 무명과학자를 의

미하는 연구직 모두 남성의 등장 비율이 더 높았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

지털 교과서 모두 행동 특성은 대부분 남성 편향적으로 나타났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학생의 등장 빈도와 성인의 가

정 활동에서 성별 균형을 이루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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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

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역할 고

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는 삽화가 많은 측면에서 나타났다. 학생의 활동

유형에서 성별 편향성에 대한 개선은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편향성은 학

습 외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성인에 관한 삽화에

서는 성별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성이 높은 등장 빈도를 보

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외 활동, 직업 유형, 행동 특성에서도 남성 편

향적인 삽화가 제시되었다. 이는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할 때 교과서 속

삽화의 성별 편향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과학 교과서에서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과학 관련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 방해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활동에 따라 편향된 인식과 정체성

을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줄

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주 접하는 매체

인 교과서의 삽화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

별 등장 빈도뿐만 아니라, 각 인물이 수행하는 활동도 함께 고려하여 삽

화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습 외 활동의 경우, 등장하는 여

학생의 비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동적인 활동에 참여하

는 모습으로 묘사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의 활동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직업 활동에서 여성의 등장 빈도를 높이고, 더 다양한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학생과 성인의 사회적 역

할과 그 특성에 따른 성별 편향성이 나타나지 않는지도 주의해야 할 것

이다.

출판사에 따라 성별 편향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교과서 삽

화를 구성하는 출판사 관계자들의 개선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

사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가 균형

을 이루었음에도 출판사별로 비교했을 때는 편차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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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학생의 행동 특성에서도 유사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발행된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 중 한 권의 교과서만을 접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 출판

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때, 실제를 반영한 사진과 가상의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함께 활용

한다면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성별 불균형을 쉽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

다. 디지털 교과서는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정적인 삽화뿐만 아니라 영

상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동적인 삽화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성인의 직업 활동으로 연구직을 묘사할 때 실제 연구자들의 모습

을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가상의 연구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애니메이

션을 함께 활용한다면, 직업 활동에서 나타난 남성 편향적인 묘사를 완

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삽화는 활동 유형이나 행동 특성별

성별 분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은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성별 분포 이외에 교

사가 가진 신념이나 인식에 따른 수업 진행 방식의 차이 등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이 수업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과학 교과서 외에도 학습을 위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과학 도서나 미디어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매체에 드러난 성별 편향성을 조사하는 연구도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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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for Gender-Role Stereotype

of Illustrations in Middle School Science

Paper Textbooks and Digital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Hyejin Kim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Major in Chem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illustrations presented in middle school science

14 paper textbooks and 14 digital textbooks unde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terms of gender-role stereotype. In both paper and

digital textbooks, the most common type of illustration was multiple

pupils. For pupils, the frequency of gender was balanced in both

paper and digital textbooks.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publishers in digital textbooks. In both paper and digital textbooks,



- 70 -

girls showed a higher frequency than boys in learning activities.

However, the opposite tendency was observed in non-learning

activities. In particular, non-learning activities of digital textbooks

showed gender imbalance among all publishers. In both paper and

digital textbooks, behavioral characteristics were mostly described to

be active without gender differences. But,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publishers in digital textbooks. For adults, men showed a

higher frequency than women in both paper and digital textbooks.

Gender frequency was balanced in family activities, however, men

showed a higher frequency in social activities. Unlike paper textbooks,

digital textbooks were gender balanced in occupational activities. In

both paper and digital textbooks, the number of occupations in which

men appeared more frequently was higher than that in which women

appeared more frequently. Especially, men showed a higher frequency

than women in both scientist and researcher. Behavioral

characteristics were mostly biased in terms of gender in both paper

and digital textbooks.

keywords: gender-role stereotype, science textbook, digital textbook,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llustration

Student Number: 2020-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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