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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에 대해 논의한다. 한
국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젠더 갈등의 영향이 심
화되고 있다. 한국의 젠더 갈등은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전
개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양성평등교육
은 명칭상의 한계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
해 젠더 관련 주제를 다루는 실질적인 교육활동으로 실천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이후 예정된 학교 변화는 젠더 교육 활동
이 도덕과 수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덕·윤리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해 도덕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도덕·윤리과 교사들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젠
더 교육의 실행 주체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필요성 
인식에 비해 관련된 수업의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는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 부족, 주제 및 대상 학생에 따른 교사효
능감의 차이, 젠더 교육 관련 전문성 훈련 경험 부족 등이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첫째, 도덕과 교육의 젠더 관련 내용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
다. 둘째, 젠더의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도덕 교육적 관점과 전략을 
취해야 한다. 셋째, 도덕 교사의 젠더 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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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는 가
치이다. 인간은 생득적 또는 사회적 특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이는 ‘인권’의 이름 아래 인간의 문명이 추구해 온 가
장 위대한 지향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한 개인이 지니는 다양한 조건 
가운데 성(性)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물학적 요인이면서도 그에 기
초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부과하며 인생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다. 특히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바
람직한 특성과 행동, 역할을 정의하며 한 개인의 삶에 특정한 기대를 부
여한다(Fiske & Stevens, 1993). 우리 사회에서도 인간의 성은 생물학
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개인이 경험하는 삶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
었다. 특히 그 자체로 여성 혹은 남성성을 지니지 못한 남성에 대한 차
별을 양산해 온 전통 사회의 남성 중심의 질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
는 낡은 시대의 산물로 여겨졌으며(배은경, 2015),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타파하고 평등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서 제시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정
책1)의 흐름은 우리나라에서 1998년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

1)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는 5만 명의 여성이 참석하고, 180개 정부
가 행동강령 초안에 참여했으며 그 참여 범위와 제기된 이슈들로 인해 다양성
(multiplicity)의 상징이 되었다(Antrobus 2005; Staudt 2003; Fennell & Arnot, 2008 
재인용).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BPfA)이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 성 
주류화 정책은 법, 정책, 예산 등의 모든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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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이후 전개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국가 주도의 정책적 접근을 바탕
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도모하였다(이재경 & 김경희, 
2012; 신경아, 2016; 배은경, 2016).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만연한 성차별 의식은 물론, 최근 들어 전
례 없이 심각한 수준의 젠더 갈등까지 경험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양산되었던 여성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개된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5)’ 이후 
심화되고 있는 젠더 갈등은 그 영향력의 범위를 사회 전 구성원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정치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김기동, 정다빈, & 이
재묵, 2021)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해법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성별
에 따른 혐오표현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면서 젠더 갈등의 심화를 예고하
고 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교육 활동이 실현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윤보라, 2013; 손희정, 2015; 김지혜 & 이숙정, 
2017; 최윤정, 박성정, 김은경, 김인순, 김애라, 김효경, & 박민주, 2020b).

우리나라는 1999년 교육기본법에 ‘남녀평등교육의 증진2)’ 조항이 신
설된 이후부터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도 하에 
전개된 ‘양성평등교육’은 그 명칭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독립적인 교육 
활동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천적인 문제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민무숙, 2002; 손흥숙, 2004; 조경원, 2006 ; 배은경, 2016;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 

먼저, ‘양성평등교육’이라는 명칭은 이미 인간의 성을 이해하는 특정
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성
적 측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는 ‘sex’, ‘gender’, ‘sexuality’의 
개념들이 모두 ‘성(性)’이라는 단어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현행 교육과
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양성평등’은 ‘gender equality’를 
‘양성평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다. 배은경(2016)은 정치
와 정책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정책 연구에서 

2) 교육기본법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조항은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
진)’으로 개정되었다(2021.9.24. 개정, 2022.3.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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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과 괴리가 있다고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젠더(gender)’ 개념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단어로 변용되며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다.3) 실제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법의 제정 및 개정과 정부의 정책적 영역에서조차 일관되게 사용
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기본법에서는 가장 최근의 법 개정에서도 
‘gender equality’를 ‘양성평등’으로 번역하였으나, 2012년 제정된 ‘성별
영향평가법’에서는 이를 줄곧 ‘성평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양성평등’이라는 번역어가 지니는 문제는 ‘양성평등교육’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양성평등교육’의 ‘양성’은 ‘젠더’의 본질적인 의미를 온전
히 담아내지 못하며 오히려 생물학적 성에 더욱 친숙한 용어라는 점(허
창수, 2019)에서 특히 비판을 받는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구
분이 바탕이 된 접근법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성차를 이해하기 어
렵게 만들며 이는 양성평등교육의 교육목표와 달리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대용, 2017). 선행 연구들은 양성평등교육이 
결과적으로 젠더와 관련된 사회적인 담론들을 포용하지 못하며, 성을 생
물학적 차이에 기초한 본질적인 정체성으로서 규정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를 배려와 존중의 대상으로서만 축소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조경원, 2006; 김대용, 2017;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 

또한 ‘양성평등교육’은 정책적 영역에서 ‘성평등교육’, ‘성인지교육’, 
‘성인권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최윤정, 
김효경, & 장명선, 2021: 126). 최윤정 외(2021)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
견을 수렴하면서, 다양하게 변용되고 있는 정책적 명칭의 통합이 ‘양성
평등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대용(2017)은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서 생물학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섹스(sex)’가 아닌 ‘젠더(gender)’의 용어를 사용할 것에 합의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3) 배은경(2016)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는 ‘sex’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등장한 ‘gender’의 의

미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단어의 부재로 인해 맥락에 따라 다른 번역어가 사용됨으
로써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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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젠더(gender)’를 우리나라의 언어로 번역
하는 과정에서 ‘젠더’의 자리에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에 기초한 구
분을 함의하는 ‘양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따라,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배은경, 2016). 이러한 문제들을 고
려한다면 ‘양성평등교육’의 명칭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양성평등교육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선행 
연구는 초․중등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의 중
간 지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하나의 독립된 교육 활동으로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최윤정, 박성정, 장희영, & 김효경, 
2020a). 최윤정 외(2021)는 양성평등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
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과 분리
된 교육 영역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UNESCO(2019)는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이하 CSE)의 관점에서 젠더 평등의 달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젠더, 정
서, 신체,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여 전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때 
CSE의 관점은 기존의 성․생식보건(Sexuality and Reproductive Health: 
SRH)에 집중된 성교육을 넘어, 성 건강 문제, 젠더 불평등, 인권 침해의 
상호 관련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이러한 영역을 통합해야 한
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Haberland & Rogow, 2015: 15-16). 성 
건강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러한 문
제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와 관련된 젠더의 문제와 여성 인권을 이해하
는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젠더’와 관련된 교육
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UNFPA(2014)는 CSE의 운영 지침을 밝히
면서 ‘젠더’는 CSE의 다른 주제들과 관련되는 동시에 ‘독립적인 주제(a 
stand-alone topic)’임을 명시하고 있다(UNFPA, 2014: 11). 이들은 젠
더에 관한 내용이 CSE에 통합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젠더 규범과 평등
에 대한 교육은 CSE의 영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UNFPA, 2014: 45). 젠더는 다양한 삶의 주제들과 관련되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세희와 신창호(2020)는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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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와 관련된 교육 활동은 다른 성교육과 구별되는 ‘철학적 사유(김세희 
& 신창호. 2020: 288)’를 함축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젠더 교육이 독립
적 영역에서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양성평등교육’이라는 명칭과 범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교육은 ‘젠더’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 정책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변용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4),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한 ‘양성’의 
구분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조경
원, 2006; 김대용, 2017;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 양
성평등교육은 또한 성교육의 다른 주제들과 분리된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젠더의 주제를 다루는 교육 활동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으며(김세희 & 
신창호, 2020; 최윤정 외, 2021)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젠더 갈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조경원, 2006; 김대
용, 2017;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젠더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이 지닌 용어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다른 성
교육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젠더 교육’의 용어를 사용
한 선행 연구에서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김세희와 신창
호(2020: 286)는 젠더 교육을 ‘도덕적․윤리적 목적성을 가진 교육’이라
고 보면서, 다른 성교육과 구분되는 교육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주
장하였다. 최문선(2011: 31)은 젠더 교육을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
기 위해 젠더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
는 법을 배우는 교육’으로 설명하면서 젠더 교육은 젠더에 대한 고정관
념이나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추구해야 한
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윤후(2018: 96)는 젠더 교육을 ‘성별에 따른 왜
곡된 태도와 편견을 바로잡고,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을 극복해나가
4) 양성평등교육은 ‘① 양성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

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②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③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
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지칭한다(교육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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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으로 설명하면서 젠더를 다루는 교육 활동은 생물학적 영역에서
의 성의 이해를 돕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이나,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여성이 겪는 문제를 ‘뭉뚱그리는’ 인권교육과 분리되어 전개되어
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젠더 교육’은 교육의 목표
로서 젠더에 기초한 고정관념과 차별, 불평등의 극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교육’과 일정 부분 공유된 시각을 취하고 있다. 특히 김
세희와 신창호(2020: 286)가 제시하고 있는 젠더 교육의 정의5)는 도덕 
교육의 보편적 서술만을 담고 있어 젠더 교육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관점들을 종합하되, 용어의 직관적 
의미에 기초하여 젠더 교육을 ‘젠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
며 젠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한 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양성평등교육’과 ‘젠더 교육’의 차이는 무엇이며, ‘젠더 
교육’의 용어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6)

먼저 ‘젠더 교육’은 그 용어에서부터 사회․문화적 구조에 의해 후천적
으로 형성되는 성차로서 젠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교육’과 구
분된다. 양성평등교육 역시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
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
진하는 교육(교육부, 1999: 22)’을 지향하지만, ‘양성’이라는 범주는 ‘젠
더(gender)’를 남성과 여성으로 이해하는 특정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
이며, 결국 남성과 여성이 지닌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한 전통적인 젠더 
규범의 재생산으로 귀결된다(김대용, 2017;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 이에 비해 ‘젠더 교육’이라는 용어는 ‘젠더(gender)’라는 
개념 자체가 지니는 생물학적인 성차의 극복이라는 이점(배은경, 2016)
5) 김세희와 신창호(2020: 286)는 젠더 교육을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존중받고 서로 조화

롭게 소통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즉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덕적․윤리적 
목적성을 가진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6) 배유경(2015)는 ‘성평등한 교육’과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을 구분하면서, ‘양성평등교
육’은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 역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
로 제시되는 ‘양성평등교육’은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젠더 교육’은 ‘젠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는 교육’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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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gender’를 ‘양성’이라는 자의적인 번역
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젠더의 개념을 조준하고 
그 다층성과 역동성을 포용할 수 있다.

또한 ‘젠더 교육’은 ‘양성’의 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면서도 보다 
더 넓은 범주의 주제들을 교육 내용으로 다룰 수 있다. UNFPA(2018: 
51)는 ‘젠더 이해(understanding gender)’를 위한 교육의 주제로서 ‘젠
더 평등,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Gender Equality, Stereotypes and 
Bias)’을 제시하면서 ‘남성(men)’과 ‘여성(women)’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정체성을 가진 사람들(people of divers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에 대한 성 고정 관념과 편견에 대해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gender’의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을 전개할 때, ‘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 소수자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면서도 ‘양성’이 의미하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에서 벗어나 
‘젠더(gender)’의 개념이 함의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이윤후, 2018).

마지막으로 ‘젠더 교육’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다른 성교육의 주제들과 
독립된 경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실천적 문제를 비
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젠더는 성․생식 보건의 문제와 관련되지만 동
시에 독립적인 영역의 주제로 교육되어야 하며(UNFPA, 2014), 젠더 불
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활동은 공정과 정의라는 철학적 목적성을 가
지고 있다는 점(김세희 & 신창호, 2020)에서도 다른 주제의 성교육과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젠더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에 비해 더 넓은 
범주에서 젠더의 문제를 조망하면서도, ‘양성평등교육’이 다른 성교육과 
구분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젠더’라는 인간 
성의 한 측면을 조망함으로써, 인간 성의 다른 측면들과 관련된 성․생식 
보건 교육으로부터 독립된 경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젠더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양성평등교
육’의 정책적 명칭을 대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양성평등교육이 조망
하지 못하고 있는 젠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주목하기 위한 교육적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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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대체할 명칭
에 대한 합의는, 인간의 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활동의 경계를 정리하
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교육을 비판하는 선행 연
구들 가운데 ‘성평등교육’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엄혜진 & 
신그리나, 2019; 최윤정 외, 2021), 이들의 논의는 젠더와 관련되 교육
활동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gender’를 ‘성’으로 번역하
여 젠더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문제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젠더 교육’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때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 ‘젠더 교육’의 개념에 기초한 선행 연구(최문
선, 2011; 이윤후, 2018, 김세희 & 신창호, 2020)들은 젠더 교육의 필
요성과 당위성의 논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젠더 교육을 실천하는 구체
적인 방안을 밝히는 일에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 교육’의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의 주체를 밝혀
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중등학교 도덕․윤리과 교사(이하 도덕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젠더 교육의 실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중등학교 도덕 교사에 주목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온라인의 젠더 갈등이 생산하는 혐오표현에 노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젠더의 문제에 대해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의 간극은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최윤정 
외, 2020b: 357, 379-380). 이는 젠더 교육이 중등학교에서 활발히 이
루어져야 함을 요청하지만, 최윤정 외(2020a: 154)는 초등학교에서 중
학교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젠더와 관련된 교육 경험이 낮아
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양성평등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활동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은 교과 및 기존의 범교과 주제와의 유
사성이나 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개정을 거치며 양적 
팽창을 이루고 있으며 그 성격과 의미 또한 명확하지 않다7)는 문제가 

7) 교육부(2013)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범교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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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결과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형식적인 수준의 실천에 머
무르고 있다(강현석 & 전호재, 2014; 왕관은 & 박창언, 2015).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범교과 학습 주제의 성격은 전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
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영역은 ‘각 교과 교육
과정 성취기준에 범교과 학습 주제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구성(교육
부, 2021: 25)’될 것임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젠더 교육’은 교
과 수업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되어야 유의미한 
교육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젠더 교육의 실행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교과는 바로 ‘도덕과’이다.

도덕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꾸준히 ‘양성평등’을 성취기준으
로 제시하고 있다(김혜진, 2018). 현행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 젠더의 주제가 ‘양성평등’임을 고려할 때, 도덕과는 젠더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교과인 것이다. 중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양성평등을 성취기준에 반영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도덕』에서 양성평등은 하나의 독립된 단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 수업과 연계한 젠더 교육의 실천을 검토할 때, 도덕
과는 젠더 교육의 실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젠더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도덕과와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김세희와 신창호(2020)는 젠더 교육은 ‘젠더의 정체성과 사회
적 상호관계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적 사유(김세희 
& 신창호, 2020: 288)’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들은 젠더 교육이 ‘젠더윤리교육’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편, Oh(2006)에 의하면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선천적인 
성으로서의 섹스(sex), 사회․문화적인 과정에 따라 학습되는 후천적인 
성으로서의 젠더(gender), 규범과 정서를 총괄하는 총체적인 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sexuality)로 이해된다(김세희 & 신창호, 2020 재인용). 이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
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교육부, 2013: 20)’. 왕관은
과 박창언(2015)은 이러한 지침은 범교과 학습 주제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
에 불과하며, 그 성격 규정이 보다 명확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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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2018)는 이러한 인간 성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이 가치와 
관련을 맺으며 윤리적인 영역에서 이해된다는 점에서 젠더 교육을 도덕 
교사가 담당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젠더 교육은 성차
별적인 사회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성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시민교육과 관련된다. 최문선
(2011)은 젠더 교육이 시민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사회과 교사에 주목한다. 그러나, 도덕과 또한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교과8)이며(김형렬, 2021), 시민교육은 인성교육
과의 중첩적인 영역인 ‘시민적 인성교육’을 필연적으로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정창우, 2017) 도덕과는 시민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따
라서 젠더 교육이 지니는 시민교육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더라도, 도덕과
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을 주제로 
삼는다. 그러나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은 생물학적인 성차에 기초한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조경원, 2006; 김대용, 2017;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 특히 도덕과 교과서의 진술
은 생물학적인 성차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귀결되며 사회구조적 맥락
에서 발생하는 젠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있다(김대용, 
2017; 김혜진, 2018;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그러나 동시에 도덕과
는 ‘양성평등’이라는 젠더 교육의 주제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교과이며(김혜진, 2018), 인간의 성이 지니는 다양한 측면을 다
루면서 젠더 교육이 지니는 철학적 사유와 실천적인 성격을 다룰 수 있
는 교과이기도 하다(이윤후, 2018; 김세희 & 신창호, 2020). 또한 도덕
과는 시민교육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과라는 점에서도 젠더 교
육이 지니는 시민교육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최문선, 2011; 정창우, 
8) 민주시민교육의 성격과 내용에서 도덕과와 사회과 간의 갈등은 후속 연구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할 주제이다(정창우, 2017; 김상범 2020; 김형렬, 202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젠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성이 지니는 다층적인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교과로서 도덕과의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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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김형렬, 2021). 그러므로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천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 교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젠더 교육’의 관점
에서 교육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이
다. Fullan(1993, 2003; 권순구, 2015 재인용)은 교사의 인식이 교육 변
화를 주도한다고 보고, 교사의 지향은 교육적 변화를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젠더 교육에 대해 도덕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젠더 교육의 실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또
한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 활동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기대를 의미하는 ‘교사효능감’이 교육 활동 전반에 영
향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Bandura 1977; Gibson & Dembo, 1984; 
Ashton, 1984, 1985; Bandura, 1993; Tschannen-Moran & Hoy, 
2001; Woolfolk Hoy & Davis, 2006). 특히 Ashton(1984)은 교사효능
감이 낮은 교사와 높은 교사는 개인적 성취감, 학생 성취 기대, 학습에 
대한 책임, 목표 달성 전략, 정서, 통제감, 학생과의 관계, 의사결정에서 
다른 행동 특성을 드러낸다고 보았다(임성택, 2011 재인용). 따라서 젠
더 교육에 대해 도덕 교사가 지니는 교사효능감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전반적 수업 활동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은 젠더 교육의 관점에서 수정 및 보완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삼으면서도 생물학적인 차이를 다루는 것에 머무르며 
젠더의 의미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김대용, 2017;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 특히 
도덕과 교과서에서 젠더의 개념 사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점(김대용, 2017)은 실제 수업의 실행 주체인 도덕 교사에게 부담으
로 작용할 수 있다. 교과서의 서술이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양성
평등’이라는 젠더와 관련된 주제를 수업의 목표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
다.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지니는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과 보완의 방
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교사들이 ‘양성평등’ 수업을 실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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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덕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다.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들의 인식과 도덕과 수
업에서 이루어지는 젠더 교육의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이 요구하는 개선점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젠더 교육의 실천적 논의를 위한 초석을 세우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문제와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
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젠더 교육’의 관점하에 도
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덕 교사
에 주목하고자 함을 논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
는 ‘젠더 교육’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젠더의 의미를 밝히고 우리 
사회의 젠더 문제를 짚어보면서 ‘젠더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젠더 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밝
히며 양성평등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도덕과 교육과정과 젠더 교육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도
덕과가 젠더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논하며 도덕
과가 지니는 교과적 성격과 함께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해 다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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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양성평등교육이 지닌 문제와 한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도덕과 교육과정 문서와 교
과서를 분석하면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지닌 문제를 밝히고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교사의 인식과 실천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적 근거들을 검토한다. 특히 본 연구가 ‘교사’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는 Fullan(1993, 2003)의 연구와 Bandura(1977, 2006)의 연구를 중심
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제3장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을 밝
히고 있다. 본 연구는 101명의 중등학교 도덕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젠더 교육에 대한 교사
들의 인식, 교사효능감 및 실천 경험, 전문성 훈련 경험 및 요구 사항 
등과 관련된 문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류연규
와 김영미(2019)의 연구에 기초하여 도덕 교사들을 대상으로 젠더 갈등 
인식 및 젠더 불평등 인식에 대한 문항을 함께 제시하였다.

제4장 연구 결과에서는 각 설문 문항의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젠더 갈등 인식과 젠더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는 도덕 교
사의 성별에 따른 젠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제5장 연구 논의의 제1절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하였다. 제2절에서는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
사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에 기초하여 그 도덕 교육적 의미에 대해 논하
였으며, 제3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는 한편,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마지막 제6장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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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젠더 교육의 의미

제1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젠더 교육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젠
더’의 의미와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젠더의 문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젠더가 일측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다층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경험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는 역동성을 함의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젠더 문제는 온라
인의 혐오 담론으로 발화되는 청년 세대의 갈등이 그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청소년에게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 젠더 
문제의 심각성은 젠더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요청한다. 그러나 양성평등
교육이 지닌 한계는 사회적 현안으로서 젠더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
어내지 못하며 사회적 요청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젠더 교육’에 대한 요청으로 귀결된다.

1. 젠더(gender)의 의미

인간의 성은 보통 섹스(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가운데 ‘젠더(gender)’는 사회․문화적으
로 구성되는 후천적인 성(Oh, 2006; 김세희 & 신창호, 2020 재인용)으
로서 사회심리적 특성들과 관련되며(Deaux, 1985; 김기동 외, 2021 재
인용),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페미니즘 운동의 전개와 함께 보편화되어 
사회의 다양한 범주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다. 

1970년대 ‘젠더’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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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과 ‘여성다움’이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성차를 사회
적으로 조직하고 규정하는 사회적 구조로서 젠더를 이해하면서 심화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배은경, 2004; 이혜정 & 박미희, 2020 재인용), 
젠더는 점차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
니라 그 자체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가변적인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의미
를 지니게 되었다(Scott, 1988; 이혜정 & 박미희, 2020 재인용). 이처
럼 젠더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개인에게 요청되는 성역할에 대
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물로서 그 의미와 범주를 변화해나가는 역동성을 
끊임없이 발휘해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배경으로 전개된 젠더의 개념이 관점에 따라 다양
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그 의미를 확장시켜오면서, 젠더는 고정된 산
물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언제나 변화 가능한 영역임이 강
조되었다(곽삼근, 2002; 유현옥, 2004; 최문선, 2011 재인용). 특히 사
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의 관점에서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
되는 하나의 정체성으로서 사회․인구학적 범주와 함께 교차하며 복합적
으로 작용한다(배은경, 2016). 또한 젠더의 개념과 역할 규정은 시간의 
흐름 및 특정한 사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변화순, 장혜
경, 김혜영, 전영주, 정재동, & 구선영, 2005; 류연규 & 김영미, 2019 
재인용). 이에 따라 사회학적 의미의 젠더에 대해 고려하면서, 이를 드
러내는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젠더정체성의 측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
기되기도 하였다(Deaux, 1985; 김기동 외, 2021 재인용). 

젠더에 관한 연구는 ‘양성(兩性)’의 범주를 넘어 전개된다. 대표적으
로 Butler(1990)는 젠더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구분으로부터 독
립되어 그 사람이 실제로 행하는 바, 즉 ‘수행성(performativity)’에 기초
하여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젠더 이슈는 여성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성 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의 문제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며 젠더와 관련된 담론의 범위 또한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대비되는 입장으로서, 젠더는 생물학적인 본질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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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형성되므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사실로부터 분리되어 고려될 수 없다
는 관점 또한 존재한다. Gatens(1996)는 섹스와 젠더를 상호 독립된 것
으로 구분하는 관점은 인간 신체의 중립성이라는 공허한 개념에 근거하
고 있으므로, 젠더의 사회적인 ‘획득’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
학적인 성별에 따라 ‘체험’하는 바에 기초하여 인간의 성을 이해해야 한
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9) 

이처럼 젠더는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되므로, 
모든 개인은 필연적으로 젠더와 직면하게 된다.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형
성된 성별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바람직한’ 특성과 행동, 역
할을 정의하며 한 개인의 삶에 대해 특정한 기대를 부여한다(Fiske & 
Stevens, 1993). 그러나 가지고 태어난 성별에 기초하여 개인의 삶의 
방향이 고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며, 당위적으로 긍
정될 수 없다. 따라서 개개인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과 그를 생산해내는 사회구조
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젠더는 젠더 평등(gender equality)10)의 실현
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한편,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관점은 개인의 삶에서 각기 다른 삶의 실
천으로 이어지며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Amato와 
Booth(1995)는 젠더 평등주의(gender egalitarianism)의 수준이 높은 
경우 남성은 결혼의 질을 높게 인식하지만 여성은 결혼의 질을 낮게 인
식한다고 보았으며, Kaufman(2000)은 전통적인 성역할의 태도를 더 적
게 가진 남성은 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젠더 평
9) 그의 주장은 ‘남성’ 주체 혹은 ‘여성’ 주체로서 ‘체험된 것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고려 없

이 젠더를 오직 사회적 구조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적 
행동이라도 남성 주체에 의해 수행된 여성적 행동과 여성 주체에 의해 수행된 여성적 
행동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10) 우리나라에는 ‘젠더’의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부재하여, 맥락에 따라 
‘양성’, ‘성’, ‘여성’ 등의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다(배은경, 2016). 이 장에서는 젠더의 다
층성과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문제의식하에 ‘젠더’의 개념을 임의의 번역어
로 표현하지 않는다. 다만 선행 연구 혹은 현행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양성
평등’ 및 ‘양성평등교육’의 용어는 문서에 제시된 표현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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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식이 높을수록 아이를 가질 확률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젠더 평등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실천은 여성과 남성
에게 다르게 구현된다. 또한 Mcdaniel(2008)은 평등주의가 약한 국가일
수록 여성의 젠더 평등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며 평등주의가 강한 국가일
수록 젠더 평등의식에서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
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개개인의 젠더 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 고정관념은 전통적인 규범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젠더 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향의 당위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Rudman과 Phelan(2008)
의 연구는 백래시 효과(Backlash effect)11)에 의해 여성은 한 개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치명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은 남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와는 일치하지만 여성
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직업인으로서 여성은 ‘여
성다움’에서 벗어나면 조직의 반발을 얻게 되고, ‘여성다움’에서 벗어나
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가 없다. 동시에 젠더의 규범적 요소는 성 고정
관념을 ‘위반한’ 여성 관리자에 대한 반발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는 결과
적으로 여성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규범을 만족시키는 성 정체성을 유지
하는 삶과 직업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결
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젠더 의식이 결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출산의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은 젠더 개념이 사회적 재생산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
적 현상으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에 대한 규범적 기
대가 직업적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사회가 
여성을 한 명의 개인으로서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개인에게 젠더의 규범을 부과하는 사회에서는 남성 또한 특정한 기대에 
종속되어 삶의 선택을 제한받으며 ‘남성다움’을 강요받으며 살게 된다. 

11) Rudman(1998)의 정의에 의하면, 백래시 효과란 전형적인 기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
는 것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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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젠더는 사회학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현
상을 통해 가시성을 드러내며 작동하고 있다. 젠더는 허구의 개념이 아
니며, 개인의 삶과 사회적 현상을 통해 실재성을 발휘하고 있다.

요약하면, 젠더는 하나의 범주로 규정될 수 없는 다양한 의미와 해석
들을 담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가변적으로 구성되어 온 역동성을 
지닌 개념이다. 그에 따라 젠더는 때로는 개인이 지닌 사회심리적 특성
을, 또 때로는 사회적인 구조 자체를 가리키면서 사회적 담론의 핵심적
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젠더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도 
성별에 따라, 각자가 속한 사회의 특성에 따라 그 의미와 방식이 다르게 
구성되지만 단순히 개인적 특성이나 주관적인 가치관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개념이다. 젠더를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과 함께, 그에 기초한 개
인적․사회적 실천들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는 명확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평등을 지향하는 젠더 의식
은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사회에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서도, 그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그 양상을 다르게 드러내며 젠더
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해법 마련을 요청한다. 

2. 우리 사회의 젠더 이해

1)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혐오 담론

우리나라의 젠더 담론은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젠더 담론 초
기에는 호주제 폐지,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성매매 규제와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법 제․개정 등 주로 법 제정이나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제
한된 주제를 중심으로 갈등이 현상화되었다. 1998년 대통령 소속 여성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정책적 접근을 바탕으로 평등을 지향하는 사
회로의 변화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남성 중심의 문
화를 지속시키는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갈등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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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인 영역에서도 젠더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개선에 관
한 논의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이재경 & 김경희, 2012; 신경아, 2016; 
배은경, 2016; 김기동 외, 2021). 

그러나 2015년 이후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게 되었다.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12)’가 전개되면서 청년 세대를 주축
으로 하는 온라인의 젠더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유형으로 드러나
기 시작한 것이다. 

청년 세대가 중심이 된 젠더 갈등의 심각성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
산하는 담론과 그 맥을 함께 하면서 ‘혐오’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데 있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폐지와 관련된 논쟁을 기점으로 온라
인의 ‘여성혐오’ 담론이 형성되었으며(윤보라, 2013), 이는 남성 이용자
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일베’와 같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김치녀’를 핵심 키워드로 하는 일베의 여성혐오는 경
제적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관계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성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왜곡된 논리를 펼치
며(김지혜 & 이숙정, 2017) 혐오의 정서를 확산시켰다. 이와 같은 여성
혐오 담론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은 2015년에 등장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표
현에 대한 반사적 표현으로서 남성혐오표현(박대아, 2021)을 생산하는 
‘미러링(mirroring)’의 전략을 취하며 온라인 중심의 젠더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이들의 남성 혐오13)는 그동안 여성혐오에 대응할 

12) 손희정(2015)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페미니즘 운동이 기존 페미니즘 문화 운동
과 접속의 지점들을 지니면서도 단절된 영역이 있다고 보면서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표
현을 사용하였다. 그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여전한 유리천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포스
트-페미니즘’이라는 판타지의 실패를 경험하며 페미니즘의 새로운 운동이 등장하게 되
었다고 진단한다. 

13) 한편으로, “남성에 대한 혐오가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사회학적 물음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답이 제시되기도 한다. 최종렬(2018)은 여성에 대한 혐오는 여성을 열등 가치화
하고 남성을 우등 가치화한 존재로 만들지만, 자신만의 완전한 사회를 가지지 못한 여성
들의 혐오표현은 ‘단순 혐오’에 그치는 분노의 표현이며 남성에 대한 ‘진정한 혐오’를 완
성하지 못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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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발화의 권력을 가지지 못했던 여성들의 ‘말하기’의 실천(유민석, 
2015)인 동시에 여성혐오를 개인적 경험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하지만(윤지영, 2015), 한편으로는 남성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
웠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도덕적인 측면에서 ‘혐오’에 대한 
비판을 다시 ‘혐오’로 표현하는 전략이 과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온라인에서 발화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
은, 인터넷 공간에 익숙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온라인 젠더 갈
등이 구성원들에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강력
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젠더 갈등은 정치적 영역으
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나가면서 갈등의 심화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으
며(김기동 외, 2021), 발화의 방식 역시 SNS 등 온라인 상의 적대적 혐
오표현의 발화, 신체적․성적 폭력행위, 디지털 성범죄, 집단적 시위와 충
돌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류연규 & 김영미, 2019). 

2) 젠더 문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 연구들은 세대와 성별,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특히 세대와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온라인의 젠더 갈등
이 분명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Lee(2019)는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 인식 영향 요인을 분석하면서,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치적 성향 또한 젠더 갈등 인식의 요인으로 작동
하여 우리나라의 남성은 보수적일수록, 여성은 자유주의에 가까울수록 
젠더 갈등을 심각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류연규 & 
김영미, 2019 재인용). 류연규와 김영미(2019)는 Lee(2019)의 연구에 
기초하여 연령대, 정치적 이념 성향, 성역할 태도에 따라 젠더 갈등 인
식의 정도가 다름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히 20대가 다른 연령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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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젠더 불평등 인식과 성차
별 경험이 젠더 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즉 여성은 젠더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성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은 젠더 갈등 
인식은 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20대, 
대졸 이상, 보수적 정치 성향,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닌 남성일수록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종숙(2020)은 성별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 간에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대 남성의 성평등의식이 다른 세대 남
성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가장 벗어
나 있으며 적대적․온정적 성차별 의식 역시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보명(2019)에 따르면 청년 세대 남성들이 지니는 높은 
수준의 성평등의식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로서, 이
미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이루었다는 전제하에 성립된 것으로 오히려 젠
더 문제에 대한 왜곡된 관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차별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역차별’의 감각을 키워나가고 있는 청년 세대 남성
들은 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남다른’ 공식을 제시하기도 한다. 

세대와 성별에 따라 성차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에 대한 해석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젠더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의 부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젠더 갈등의 심화 가능성을 드러낸다. 특
히 젠더 갈등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면서도 젠더 불평등의 문제가 이미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는 20대 남성들의 젠더 인식은 여성 및 다른 세대
와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새로운 갈등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젠더 갈등의 심화 가능성

젠더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요소라는 점에서(최문선, 
2011; 김기동 외, 2021), 모든 개인들은 젠더 문제의 당사자로 이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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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의 젠더 의식은 사회적 문제로서 젠더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석
하고 해법을 마련해나가는 지향점을 탐색하는 기초가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 청년 세대는 특히 성별에 따라 젠더 의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혜진(2019)은 본인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20대 여성
들이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시대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가족 
경험이나 연애, 또래 집단에서의 관계로부터 다층적인 영향을 받으며 각
자의 페미니즘을 구성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다수의 여성들은 
사회적인 사건들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성차별에 바
탕을 두고 젠더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며 자신만의 젠더 의식을 구성
해나가며 다양한 전개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청년 세대 남성들에게 젠더와 관련된 담론들은 흔히 ‘공정성’과 
‘역차별(backlash)’에 바탕을 둔 논리에 의해 전개된다. 김보명(2019)은 
최근 젠더와 관련된 이슈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페미니즘의 대중화
와 성평등 정책의 가시성(visibility)이 오히려 청년 세대 남성들에게 역
차별의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일상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성차별의 현실에 대한 인지에 앞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실천이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 20대 남성들의 오해와 반발을 사고 있다
는 것이다. 배은경(2015)은 이러한 가부장으로서 남성성의 지위가 약화
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대안적 남성성의 부족은 젊은 남성들에게 좌절
과 불안,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는 전통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가 쇄신의 대상이 되면서, 기존의 남성
성이 대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의 남성성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하는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들의 설명은 차별받는 여성에 대
한 지원이 오히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복으로 귀결될 수 있다
는 Rudman과 Phelan(2008)의 해석과도 일면 통하고 있다. 세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성차별의 직․간접적 경험이 역차별 담론을 발화시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역차별’ 주장이 젠
더 평등을 위한 실천을 부정하는 담론으로 확장되는 것은 평등의 당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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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한편 김기동 외(2021)는 사회 정체성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인의 젠

더정체성을 분석하면서, 젠더 이슈 및 젠더 갈등이 정치적 영역에서 크
게 두드러질 경우 갈등 그 자체가 증폭될 뿐만 아니라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14)고 보고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젠더 갈등
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또한 정성조(2019)는 젠더를 둘러싼 청년 세대
의 담론은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반영하면서도 정치
적 필요에 의해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결부된다고 
진단하면서 젠더 갈등이 젊은 남녀만의 문제는 아님을 지적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 청년 세대는 성별에 따라 젠더 문제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취하며 젠더 갈등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온라인의 젠
더 갈등이 20대 청년들의 젠더 인식과 가치관에 분명한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젠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합치가 사회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대한 정의(正
義)의 감각까지 왜곡시키며 젠더 평등의 가치가 지니는 당위성마저 위협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젠더 담론은 일부 청
년 세대만의 문제로 치부되기에는 치명적이며, 단순한 의견의 불일치로 
해석되기에는 그 범주를 무섭게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는 젠더 자체가 지니는 시대적․사회적․문화적 역동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주장을 포용할 수 있는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젠더 평등의 가치가 지니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적 담론의 실천이 요청된다.

4) 우리 사회 젠더 문제의 특성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 사회의 젠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젠더 문제를 이해하는 시선은 세대와 성별

14) 특히 2022년 ‘20대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는 20대 남성과 여
성 간 정치적 선택의 간극을 드러내며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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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에 기초하여 구성된다(배은경, 2015; 김보명, 
2019; 류연규 & 김영미, 2019; 오혜진, 2019). 따라서 젠더의 개념은 
‘지금, 여기’의 우리 사회 내에서도 다층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젠더에 
관한 담론은 청년 세대의 여성과 남성에게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되며, 
사회적 차원의 젠더 문제에 대한 이해의 불일치는 사회적 합의점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면서 갈등의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정체성
으로서의 젠더는 특히 청년 세대에게 일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삶의 영역
으로까지 확대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정성조, 2019; 김기동 외, 
2021),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의 혐오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젠더 갈등은 분명
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는 현상이자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로서 이
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건대 2015년 이후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의 젠더 
담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명확하나, 젠더의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젠더 갈등은 법적․제도적 논의를 넘어 개인의 일상 영역
으로까지 침투하며 공정성과 정의를 논하는 데 편향된 시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영역에서 또다른 갈등으로 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젠더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혐오의 문제는 
교육적 차원의 접근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혐오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갈등의 장면들이 모든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젠더’의 범주 안
에서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왜 젠더 교육인가?

1) 교육적 해법의 필요성

허창수(2019)는 넷 페미니즘과 함께 나타난 여성 운동 성격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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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이 20세기 페미니즘의 논의에 머무르며 발전적
인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김보명(2019)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젠더 갈등에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치적 접근에 대
한 ‘대중적 오해와 반발’이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성차별의 현실
에 대한 무지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에 대한 반발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치명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질(質)’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은 교육적 접근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은 사회적인 주목도에 비해 발전적인 논의를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의 재생산과 확대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모적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반복하여 드러나고 있는 성별에 다른 젠
더 불평등 인식의 차이는 그 자체로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류연규 
& 김영미, 2019)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와 같은 양상은 젠더에 대한 우
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낮은 이해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젠더의 평등이라
는 당위적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발화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해
법을 시대적 과제로 요청하고 있다. 특히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온라인의 젠더 갈등은 청소년의 삶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 최윤정 외(2020b)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9.9%가 일베 용어를 들
어본 적이 있고, 10.9%가 워마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외, 2020b: 
357). 또한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라는 인식이나 페미니즘은 여성
에 의한 남성의 비하와 혐오라는 인식은, 여성 청소년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남성 청소년의 경우 오히려 
중학생 이후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 남성 청소년이 지닌 페미니즘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은 같은 연령대의 여성 청소년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윤정 외, 2020b: 379-380). 이처럼 ‘페미니즘’이라는, 평등을 지향하
는 운동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차원의 젠더 갈등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온라인의 젠더 갈등이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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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혐오표현에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은 성차별의 현실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 
기초하여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다수의 남성들은 우리 사회에는 이미 
남성과 여성 간 평등이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젠더 갈등의 핵심적
인 축을 차지하고 있다. 분노를 바탕으로 형성된 20대 남성들의 ‘반(反)
페미니즘’ 담론은 마침내 ‘허구의’ 사회운동인 ‘젠더 이퀄리즘’까지 등장
시키며 젠더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우리 사회가 경
험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에는 일상적인 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생존적 요구뿐만 아니라 ‘평등한’ 경쟁을 요구하는 남성들의 분노가 근
저에 깔려 있다. 여기에는 남성성의 위기와 대안적 남성성의 부재로 인
한 청년 세대 남성들의 불안(배은경, 2015)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젠더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젠더의 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한 의미를 지니며, 
(김혜진, 2018), 성차별적 억압이 사라진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
들의 책임 인식이 필요하다(김세희 & 신창호, 2020). 따라서 남성을 배
타적 이익 집단으로 배제한 채 전개되는 젠더 담론은 사회의 질적인 변
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젠더와 관련된 이슈를 해석하는 담론의 과정에
서 불평등과 공정성의 개념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과 제도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교육적 노력은 청년 세대의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젠더의 문제(배은경, 2015)를 포용해야 한다. 

종합하면,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은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성차별과 관련된 사회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갈등의 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는 갈등을 다루는 
사회적 역량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 
담론을 이끌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의 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적 접근을 요청한다. 또한 혐오표현이 중심이 된 젠더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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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예고
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현안으로서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필
연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적 활동은 ‘지금, 여기’ 우리 사회의 젠
더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2) 양성평등교육의 한계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초․중․고 
학생은 양성평등교육의 교육 대상으로 상정한다. 이는 1999년 교육기본
법에 ‘남녀평등교육의 증진15)’ 조항이 신설되어 학교 교육의 범주에서 
젠더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교육부
(1999: 22)에 의하면 양성평등교육은 ‘① 양성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
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② 생물
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③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
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양성평등
교육은 그 명칭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함의하고 있다. 

먼저, ‘양성평등교육’이라는 명칭에 사용되는 ‘양성평등’은 특정한 방
식으로 젠더를 이해하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젠더’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배은경, 2016; 허창수, 2019). 우리나라에서는 인
간의 성적 측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는 ‘sex’, ‘gender’, 
‘sexuality’의 개념들이 모두 ‘성(性)’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gender 
equality’를 ‘양성평등’으로 변용하여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
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으로서 의미를 지닌 ‘젠더’를 생물학적 의미의 남
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양성’이라는 번역어로 대체하
고 있는 것이다. 배은경(2016)은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정책 연구에
서 사용되고 있는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15) 교육기본법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조항은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
진)’으로 개정되었다(2021.9.24. 개정, 2022.3.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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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gender equality’를 ‘양성평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젠더 개념의 이해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gender’의 의미를 그대
로 담아낼 수 있는 단어의 부재로 인해 맥락에 따라 다른 번역어가 사용
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양성평등’의 용어가 지니는 문제는 ‘양성평등교육’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먼저 양성평등교육의 ‘양성’은 ‘젠더’의 본질적인 의미를 온전히 담
아내지 못하며 오히려 생물학적 성에 더욱 친숙한 용어라는 점(허창수, 
2019)에서 비판을 받는다. 김대용(2017)은 이미 1995년 북경행동강령
에서 생물학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섹스(sex)’가 아닌 ‘젠더(gender)’
의 용어를 사용할 것에 합의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나라 교육과
정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
물학적인 구분이 바탕이 된 접근법이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성차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는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하였
다.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젠더’를 ‘양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은 결과적으로 젠더와 관련된 사회적인 담론들을 포용하지 못하며, 
성을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한 본질적인 정체성으로서 규정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를 배려와 존중의 대상으로서만 축소하여 다루게 된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조경원, 2006; 김대용, 2017; 엄혜진 & 신그리
나, 2019; 허창수, 2019). 또한 ‘양성평등교육’은 정책적 영역에서 ‘성평
등교육’, ‘성인지교육’, ‘성인권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최윤정 외, 2021: 126). 특히 
교육부와 교육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몇몇 지역교육청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실천적인 영역
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16) 한편, 최윤정 외(2021)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16) 양성평등교육의 법적 근거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사용되었던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는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대체된 것이다. 그러나 ‘양성
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간 갈등이 발생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2012년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서는 줄곧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령에서조차 ‘gender equality’의 개념에 대한 상이한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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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정책적 명칭의 통합이 ‘양성평등교육’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은 다른 범교과 학습 주제들이 그렇듯이(강현석, 
& 전호재, 2014) 여성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면서 교육 정책과 제대로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받고 있다(민무숙, 2002; 손흥숙, 
2004; 배유경, 2015). 정책적 필요에 따라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때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서 ‘양성평등교육’이,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으로서 ‘양성평등’이 제
시되었다. 그런데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의 ‘양성평등교육’은 성격상 불명
확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 활동이 대체로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형식적인 수준의 교육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강현석 & 전호재, 2014; 왕관은 & 박창언, 
2015)을 고려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의 목록에서도 삭제되었다. 이
로 인해 양성평등교육은 인권교육과 같은 다른 범교과 학습 주제들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었다.17) 물론 양성평등교육은 인권교육과 유사한 
관점을 지니는 부분이 있으나, 최윤정(2021: 110)은 현장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평등의 영역은 인권교육과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 없
는 ‘젠더’적 영역이 있다는 의견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양성평등교육은 단위 학교에서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윤정 외(2021)는 양성평등교육이 다른 법정의무교
육과 분리된 교육 영역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과
정의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성희롱이나 성매매, 
가정폭력 및 성폭력은 젠더 관계에 기초하여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젠더를 다루는 교육 활동과 관련될 수 있다.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7) 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포함한 38가지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
을 다루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를 10개 주제로 축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성 평등 교육이 삭제되었다. 2022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이는 더욱 
줄어들어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 수업에 통합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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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서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을 목표로 세우며 ‘젠더 평등의 실현과 모든 여성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를 슬로
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부 목표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 철폐와 권리적 접근을 도입하고, 젠더 평등에 대한 내용이 다른 10
개 목표에 크로스 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로 제시하고 젠더 평
등의 목표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장은하, 문유경, 조혜승, 
김정수, & 김지현, 2018). 이에 따라 UNESCO(2019)는 ‘포괄적 성교육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이하 CSE)’의 관점에서 성 건강
의 문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
니라 성인지, 정서, 신체, 사회적 측면을 포괄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
러나 CSE는 ‘젠더 이해(derstanding gender)’를 그 하위 요소로 제시하
면서도 ‘젠더’가 다른 주제들과 관련되는 동시에 ‘독립적인 주제(a 
stand-alone topic)’임을 명시하고 있다(UNFPA, 2014: 11). 또한 김세
희와 신창호(2020)는 ‘젠더’와 관련된 교육 활동은 다른 성교육과 구별
되는 ‘철학적 사유(김세희 & 신창호, 2020: 288)’를 함축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교육이 요청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이라는 명칭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젠더’의 의
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한 ‘양성’의 구분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젠더 규범
을 강화시키는 접근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조경원, 2006; 김대용, 
2017;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 또한 실천적으로는 성
교육의 다른 주제들과 분리된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젠더의 주제를 다루
는 교육 활동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세희 & 신창호, 
2020; 최윤정 외, 2021).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젠더 
교육’이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때 ‘젠더 교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양성평등교육’의 정책적 명칭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교육의 명칭 수정은, 인간
의 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일에서부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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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젠더 교육’이라는 용어에 주목하는 이
유는, ‘젠더’에 방점을 두는 교육적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양성평
등교육이 지니는 명칭상의 한계를 넘어 젠더의 주제에 주목하는 교육의 
성격을 드러내고, 양성평등교육이 다른 주제의 성교육과 분리되지 못함
으로써 발생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안의 제시를 위한 교육적 
관점으로서 ‘젠더 교육’이라는 용어를 취하고자 한다.

3) ‘젠더 교육’의 의미

‘젠더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김세희와 신창호(2020)는 젠더 교육을 ‘공동체 안에
서 개인이 존중받고 서로 조화롭게 소통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
한, 즉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덕적․윤리적 목적성을 가진 교육
(2020: 286)’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젠더의 주제를 다루는 
교육 활동은 다른 성교육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전개되어야 한
다. 이들은 또한 젠더불평등에 관한 교육은 공정과 정의라는 철학적 목
적성을 지향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젠더 교육이 ‘젠더윤리교육’으로 실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문선(2011)은 젠더 교육을 ‘진정
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젠더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
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최문선, 2011: 31)’으로 설명
한다. 그에 따르면 젠더 교육의 방향은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
별적인 사회구조적 모순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평등을 지향하는 
실천과 관련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윤후(2018)는 젠더 교육
을 ‘성별에 따른 왜곡된 태도와 편견을 바로잡고, 사회문화적으로 규정
된 성을 극복해나가는 교육(이윤후, 2018: 96)’으로 설명한다. 그는 젠
더를 다루는 교육활동이 생물학적 영역에서의 성의 이해를 돕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이나,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여성이 겪는 문제를 
‘뭉뚱그리는’ 인권교육과 분리되어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젠더 교육’은 실천적인 방향에서 ‘사회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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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로서 젠더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교육의 목표로서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의 자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교
육’과 교육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젠더 교육’의 의미가 교육부
(1999)가 제시한 양성평등교육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목표를 
상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성평등교육’과 ‘젠더 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젠더 교육’은 그 용어에서부터 사회문화적 구조를 바탕으로 형
성되는 성차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교육’과 구분된다. 양성평등
교육 역시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
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교육
부, 1999: 22)’을 지향하지만, ‘양성’이라는 범주는 결국 남성과 여성이
라는 생물학적 구분에 기초한 전통적인 규범의 재생산으로 귀결된다(김
대용, 2017;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 이에 비해 ‘젠더 
교육’의 용어는 ‘젠더(gender)’라는 개념 자체가 지니는 생물학적인 성차
의 극복이라는 이점(배은경, 2016)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지닌 명칭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젠더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의 주제들을 포괄하면서도 더 넓은 
범주의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구분된다. 남성과 여성이 경
험하는 성차별의 문제에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역할기대로서 전통
적인 젠더 규범이 작동하고 있다(Rudman &  Phelan, 2008).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젠더의 문제를 경험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젠더는 남성과 여성에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UNFPA(2018: 51)는 
‘젠더 이해(understanding gender)’를 위한 교육의 주제로서 ‘젠더 평등,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Gender Equality, Stereotypes and Bias)’을 제
시하면서 그 대상을 ‘남성(men)’과 ‘여성(women)’, 그리고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people of divers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gender’의 개념을 바탕
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할 때,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 소수자
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배은경(2016)은 우리나라에는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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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의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없어, 맥락에 따라 
다른 변역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에 의하면 젠
더는 개인의 삶 속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sex)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범주(계급, 인종, 국적, 연
력, 지역, 정치적 성향 등)들의 ‘교차(intersection)(배은경, 2016: 22)’
에 의해 집단화되며 복합적으로 젠더정체성을 구성해나간다. 따라서 ‘젠
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은 젠더의 교차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본다면 ‘젠더’를 ‘양성’이라는 단어로 담
아낼 수 없는 중층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개념으로, ‘젠
더’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젠더’라는 용어를 그
대로 사용할 때, ‘양성’이 의미하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에서 벗어나 
‘젠더(gender)’의 개념이 함의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이윤후, 2018).

마지막으로 ‘젠더 교육’은 다른 성교육의 주제들과 독립된 경계를 이
루지 못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실천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젠더
는 성․생식 보건의 문제와 관련되는 동시에 독립적인 주제로 교육되어야 
한다(UNFPA, 2014). 또한 젠더 불평등의 문제 자체를 다루는 것과 젠
더의 주제를 ‘교육’하는 문제는 다르다는 점(김세희 & 신창호, 2020)에
서도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성평등교육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성희
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과 분리된 교육 영역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최윤정 외, 
2021). 실천 과정에서 보건학적인 접근에서의 성교육과 모호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젠더 교육’은 ‘양성평등교육’과 구분되는 용
어로서,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취하는 용어가 ‘젠더 교육’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행 연구를 보면,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위해 
‘성평등교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엄혜진 & 신그리나, 2019; 
최윤정 외, 2021). 그러나 ‘성평등교육’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관점을 대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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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평등교육’의 용어를 활용한 선행 연구들은 젠더와 관련된 교
육 활동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설정하지 못하면서 ‘양성평등교육’이 지닌 
한계를 반복하고 있다(엄혜진 & 신그리나, 2019; 최윤정 외, 2021). 특
히, 최윤정 외(2021)는 국가 주도의 교육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분화되
어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통합적 
교육과정의 수립, 전문 강사의 교육 역량 개선,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의 확대와 같은 행정적인 차원의 대안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성평등
교육’의 용어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과 직접 연결
되지 못하는 추상적인 해법만을 나열하면서, 독립적인 영역으로서의 젠
더와 관련된 교육 활동에 대한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평등교육’ 또한 ‘젠더’ 개념을 ‘성’으로 번역하면서 ‘양성
평등교육’이 지닌 용어상의 한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대체
할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 ‘양성’이 생물학적 성차에 기초한 규범의 재생
산으로 귀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김대용, 2017; 허창수, 2019), 젠더를 
‘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의 차이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평등교육’은 현행 양성평등교육의 한계를 드
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gender equality’에 대한 해석의 차이
에 기인하여 등장한 용어이다. 기관에 따라18) ‘양성평등교육’을 ‘성평등
교육’으로(또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단순히 ‘치환’시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성평등교육’이 지닌 용어상의 한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결국 ‘양성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의 용어 
사용은 그 자체로 젠더를 이해하는 상이한 관점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젠
더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젠더’ 개념이 그 자체로 지니는 이점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
는 단어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맥락에 따라 다른 번역어를 사
용하는 것은 젠더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배은경,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의 개념 자체에 주목하

18)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교육청에
서는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 35 -

는 교육 활동에 대한 교육적 관점으로서 ‘젠더 교육’의 용어를 취하여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제 2 절 도덕과 교육과정과 젠더 교육

제2절에서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천적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교과 수업이 강조되는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인해 젠더 교
육 역시 교과와 연계된 형태로 이루어질 때 가장 높은 효과성을 지니게 
된다. 이에 대하여, 현행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젠더 교육의 주
제를 직접적인 성취기준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교과로서 도덕과는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 그러나 양성평등교육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는 현행 도
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도덕과 수
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내포
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중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1. 독립된 영역으로서 젠더 교육의 요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교육은 젠더의 문제를 독
립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김세희 & 신창호, 2020; 최윤정 외, 
2021). 특히 최윤정 외(2021)는 양성평등교육이 실천적 영역에서 ‘성희
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과 
경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회화된 성으로서 젠
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교육은 독립된 주제의 영역으로
서 다루어져야 한다. UNFPA(2018: 49-52)는 CSE의 하위 요소로 ‘젠
더 이해(understanding gender)’를 제시하고, 다시 그 하위 주제로 ‘젠더
의 사회적 구조와 젠더 규범(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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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Norms)’, ‘젠더 평등, 고정관념과 편견(Gender Equality, 
Stereotypes and Bias)’,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제시하고 있다. 젠더의 이해를 위해서는 젠더 관계에 기초한 폭력의 문
제뿐만 아니라 젠더와 관련된 다른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는 다른 성교육의 주제들과 관련되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주제(a 
stand-alone topic)’로서의 성격을 지닌다(UNFPA, 2014: 11). 또한 김
세희와 신창호(2020)는 젠더 교육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중시
하는 철학적 사유가 함축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젠더 교육이 다른 주제
의 성교육과는 독립적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양성평등교육은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성격을 지니는 교육으로 시
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영역의 교육활동으로 전개되기 어렵다.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교육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육 활
동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현석 & 전호재, 2014; 왕관은 & 박창언, 2015). 때로는 창의적 체
험활동의 ‘시수 채우기’를 위해, 때로는 법정의무교육 ‘실적’을 만족시키
기 위해 계획상의 교육으로만 남기거나, 실제로 실행되더라도 교과 수업
과 달리 영상을 활용한 교육 등 ‘행정 업무’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우
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교육이 지니는 한계
는 교과목 수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더욱 크게 드
러난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젠더 문제 인식의 차이가 중학교 이후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최윤정 외, 2020b)을 고려한다면, 젠더 교육
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내실 있는 교육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젠더 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
루는 접근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범교과 학습 주제를 통한 교육의 실천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비판(강현석 & 전호재, 2014; 왕관은 & 
박창언, 2015)들을 반영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38개가 제시되었
던 범교과 학습 주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10개로 축소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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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양성평등교육이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교육부(2021: 
25)에 의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영역은 ‘각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범교과 학습 주제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당장 202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는 고등학교 이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적용되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현재 ‘3년간 24단위’에서 ‘3년간 18학점’으로 감축되어 운영된다. 
범교과 학습 주제가 형식적으로나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실행
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축소로 인해 현행 양성평등
교육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 활동보다 학생의 자율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이 중시되
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젠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범교과 학습 
주제들은 교과와 연계된 수업의 형태로서 실천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
과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이 지니는 실천적 한계와 새로운 교
육과정이 예견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젠더 교육’의 
실천적 논의는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이 아니라, 교과 교육과 연계한 젠더 교육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2.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의 한계(강현석 & 
전호재, 2014; 왕관은 & 박창언, 2015)는 담임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초등학교보다 교과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등학교에서 더욱 크게 드
러난다는 점, 성별에 따른 성 인식의 격차가 중학교 이후 더 크게 벌어
지고 있다는 점(최윤정 외, 2020b)을 고려하여 이하의 논의는 중등학교
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각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범교과 학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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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구성(교육부, 2021: 25)’될 것이므로, 젠더 
교육의 실행 주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교육과정에서 젠더 교육
이 어떤 교과와 가장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에 
앞서 고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시행이 시작
됨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 6학점 감축된다. 그러므로 범교과 학습 
주제들은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부터 교과와 연계한 교육 활동으로 구현
되어야 한다. 한편, 젠더 교육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젠더 교육이 현행 교육과정의 체계에서 어
떤 과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엄혜진과 신그리나(2019)는 현행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양
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과 관련을 맺고 있는 도덕, 사회, 기술․
가정, 보건, 체육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들의 연구는 젠더를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는 영역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각 교과의 교과서 1종씩을 분석하여 양성평등교육의 
실태를 검토하였으나, 다수의 출판사가 제작하는 검인정 교과서를 단위 
학교별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과서 분석에 
앞서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젠더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주제는 
‘양성평등’19)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직접적인 관련
성을 가지는 교과는 ‘도덕과’로 한정되고 있다. 기술가정과 체육 교과에 
등장하는 인간의 성(性)과 관련된 내용들은 인간의 성·생식 보건과 직접
적인 관련을 맺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적인 주제로서의 젠더를 
다루기 어렵다. 사회 교과의 경우 일부 교과서에서 사회 갈등이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원에 성차별의 문제와 양성평등을 하나의 사례로 언급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교양 교과목 중 하나인 ‘보건’
19) 본 연구에서는 앞서 ‘gender equality’를 ‘양성평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문제

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의 검토를 위한 논의에서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용어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다. 



- 39 -

은 성과 관련하여 가장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이지만, 주로 인간
의 ‘성 건강’에 초점을 둔 내용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양 교과
목으로서 보건은 전문성을 가진 관련 교과의 교사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
지는 일반 과목이 아니라,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과목20)으로서 그 전
문적인 지식의 수준에 비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에서 젠더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교과는 
도덕과라고 볼 수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 가운데에서도 ‘양성평등’을 성
취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과목은 중학교 공통과목인 『도덕』과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인 『생활과 윤리』로 한정된다. 이 가운데 중학교 『도
덕』은 인권, 공정, 사회 정의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사회․공동체와
의 관계 영역에서, ‘인권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인간존중)’을 내용 
요소로 삼는 ‘(3)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성취기준
을 [자료 2-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
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① 인간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③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자료 2-1] 『도덕』의 양성평등 관련 성취기준(2015 개정 교육과정) 

한편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는 양성평등과 관련
된 성취기준을 ‘(2) 생명과 윤리’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자료 
2-2]와 같다.

20) 고등학교 교양 과목은 교수 자격에 제한이 없다. ‘보건’ 과목은 관련된 영역의 전문 지
식을 가진 보건 교사가 가르쳐야 마땅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교양 교과목의 성격상 ‘교
사라면 누구나’ 교원자격증의 표시 과목과 관계없이 가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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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생윤02-03] 사랑과 성의 의미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과 관련된 문
제를 여러 윤리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가족윤리의 관점에
서 오늘날의 가족 해체 현상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
시할 수 있다.

[자료 2-2] 『생활과 윤리』의 양성평등 관련 성취기준(2015 개정 교육과정) 

이처럼, 현행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젠더의 
주제를 성취기준에 반영하고 있는 유일한 교과는 도덕과이다. 따라서 도
덕과가 젠더 교육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도덕과는 2007 개
정 교육과정 이후 ‘양성평등’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여 보다 구체
적인 교육을 수행해오고 있으며(김혜진, 2018), 도덕과의 교육 목표는 
개인의 삶과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당위의 차
원에서 검토할 줄 아는 윤리적 역량과 관련되므로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젠더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 실천에 적합한 교과라고 할 수 있다. 

김세희와 신창호(2020)는 젠더 교육을 통해 ‘나의 정체성, 나의 젠더, 
젠더의 본질, 사회적 관계와 역사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의미들과 고정
관념들, 기존의 전통적 고정관념이나 관행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페
미니즘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주체로서, 단단하게 스스로 선택하고 진위를 가려낼 줄 아는 비판적 인
식(김세희 & 신창호, 2020: 295)’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들은 또한 젠더 교육이 ‘철학적 사유(2000: 288)’를 포함해야 
하며 젠더 불평등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민주적 태도를 함양해야 하므로, 젠더 교육은 ‘젠더윤리교
육’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윤후(2018) 역시 인간 성
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이 가치와 관련을 맺으며 윤리적인 영역
에서 이해된다는 점에서 젠더 교육을 도덕 교사가 담당해야 함을 주장하
고 있다. 한편으로 최문선(2011)은 젠더 교육이 시민교육과 밀접한 관
련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사회과 교사에 주목하고 있지만, 도덕과 또한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교과21)이며(김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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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시민교육은 인성교육과의 중첩적인 영역인 ‘시민적 인성교육’을 
필연적으로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정창우, 2017) 도덕과는 시민교육
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따라서 젠더 교육이 지니는 시민교육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더라도, 도덕과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젠더 교육의 실천적 방안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교육 활동에
서부터 탐색되어야 하며, 도덕과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양성평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중핵 교과(이윤후, 2018)로서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양성평등교육이 지니는 한계는 도덕과 교육에서도 드러나
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필연성은 오히려 현
행 도덕과 교육에 대한 더욱 강력한 비판적 검토를 요청한다. 보다 내실 
있는 젠더 교육의 실천을 위해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의 한계

도덕과 교육과정 가운데 ‘양성평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으며 교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가능성을 지닌 과목은 중학교 『도덕』과 고등
학교 『생활과 윤리』이다. 도덕과는 젠더 교육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기
능할 수 있는 교과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먼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학교급에 
따라 다른 단원에 편제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도
덕』의 경우 양성평등을 ‘인간 존중’의 단원에 포함시키면서 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성윤리 단원과 분리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의 경우 양성평등과 성교육, 폭
력예방교육의 주제들을 모두 하나의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동 교과 내
21) 민주시민교육의 성격과 내용에서 도덕과와 사회과 간의 갈등은 후속 연구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할 주제이다(정창우, 2017; 김상범 2020; 김형렬, 202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젠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성이 지니는 다층적인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교과로서 도덕과의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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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학교급에 따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주제의 성격을 다르게 이해하
고 있다는 점은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연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과정에 기초하고 있는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은 양성평등교
육이 지니는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인 젠더 규
범을 그대로 재생산하거나 그것을 단순하게 변형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는 양성평등교육의 문제점이(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 
도덕과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용(2017)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덕과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도덕과 교과서가 ‘젠더’가 
아닌 ‘섹스’의 개념에 머물러 있으며, 젠더 평등을 부정할 수 있는 내용
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도덕과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교과서의 내용에서 여전히 젠더의 
개념이 소외되고 있으며,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이에 근
거한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중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의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천을 위
해 비판적인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과서 내용상의 문제들을 
지적한다.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필요성은 실천적 논의의 발
전을 위해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더욱 치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중학교 도덕: 양성평등 단원의 교과서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도덕』 교과서는 9개의 출판사
에서 제작되었으며 단위 학교의 선택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9종의 도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교과서의 양성평등 관련 
단원의 내용은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양성평등 실현 당위성에 대한 진술
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은 각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와 자료들을 유목화하여 분류한 후 정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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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성차별적 언행 사례 ○ ○ ○ ○ ○ ○ ○ ○
성차별 근거 자료 ○ ○ ○

가정 내 성 고정관념 ○ ○ ○ ○ ○ ○
직업 세계의 성 고정관념 ○ ○ ○ ○ ○ ○ ○ ○

제도․법률․정책 자료 ○ ○ ○ ○ ○
젠더 인식 근거 자료 ○
젠더 갈등 현안 자료 ○

[표 2-1] 『도덕』 교과서의 양성평등 단원 분석

※ 각 교과서 출판사 이름은 A~I로 표기함.

9종의 『도덕』 교과서 가운데 F출판사의 교과서를 제외한 8종의 교
과서에서는 일상 속 대화나 행동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성차별경험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일상 속 성차별 사례로 등장하는 내용
은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가 울기는 왜 울어?’와 같은 
전통적인 젠더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차별적 발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다루는 성차별경험 및 고정관념의 사례들이 
오히려 기존의 젠더 규범을 강화시키는 성격을 지닌다는 데 있다. 일상
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차별의 대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서술이 부재하
면서, 학생들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도를 지니게 된다. 
교과서에서 표현하는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충실하게 학습하면서 자라온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다(배은경, 2015). 결과적으로 성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생 개인의 경험에 호소하는 『도덕』 
교과서의 서술은 성공적이지 못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최윤정 외(2020b)는 학생들이 진로 선택의 기준으로서 성별을 직접
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의 삶에 젠더의 규범이 작
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엿다.22) 따라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직업 세계와 
22) 최윤정 외(2020b: 303-304)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을 확인하면서 성별

에 상관없이 ‘개인적 관심과 흥미’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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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성차별은 은연중에 개개인의 진로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
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젠더 규범에 기초하며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출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의 『도덕』 교과서에서는 직
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의 사례를 진로 의식과 관련지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나 승무원을 여성의 직업으로, 중장비 기사나 조종사
를 남성의 직업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에 대한 서술이나 삽
화의 제시는 학생들의 비판적 인식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배은경(2015)에 따르면, 청년 세대들은 성장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충실히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그에 
기초한 근대적 성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음으로써 갈등을 겪게 된다. 
『도덕』 교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일상 속 성차별의 사례들은 현재 청
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학생들의 삶에서는 공통된 경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도덕』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공통적으로 성차별
을 경험하고 있으리라는 기대에 의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교
과서를 통해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그에 기초한 차별적인 사고와 언행들을 학습하게 된다(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젠
더 갈등의 본질은,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학습하지 않고 성장한 청년 세
대에게 근대적 젠더 역할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된다(배
은경, 2015). 가정과 학교생활, 진로 의식 전반에 걸쳐 젠더의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사회에서는 근대적 젠더 규범에 기초한 역할 수행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젠더의 
역동적인 측면은 현행 교과서의 서술 방식으로는 다루어질 수 없다. 

한편 『도덕』 교과서 가운데 젠더와 관련된 제도, 법률 및 정책의 구
체적 사례를 제시한 교과서는 총 5종이다. 선행 연구에서 김대용(2017)
은 2009 개정 도덕과 교과서가 미래에 시행해야 하는 사회적 장치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여성의 열

다음 기준으로서 ‘수입과 연봉’. ‘적성과 소질’ 등에 대한 기준에서 차이를 보이며 여성 
청소년은 고용안정성과 워라벨을, 남성 청소년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는 성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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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사회적 지위를 직시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2015 개정 『도덕』 교과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교과
서에서 제시된 사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성별 영향 분석 평가제(성별
영향평가법)’,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육아 휴직제도(부모 
육아 휴가제)’, ‘여성 공천 할당제’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양성평
등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거칠게 나열되면서, 이에 
대한 백과사전 수준의 설명이 각주(날개)로 간략하게 제시된다. 김혜진
(2018)은 현행 『도덕』 교과서의 양성평등 단원을 분석하면서 양성평
등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의 단순한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나 정책이 등장하게 된 맥락과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서술이 추가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도덕』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 개인의 경험에 따라 설득력을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기존의 고정관념에 기초한 성차별적 규범들을 재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사례가 그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서술이 부재한 
채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성차별의 현실 인식보다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지니는 가시성에 따른 오해(김보명, 2019)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한 다수의 교과서에서는 사회학적으로 구성되는 젠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적으로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사실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
는 교과서는 단 3종이었으며23),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젠더 인식과 관
련된 데이터를 제시한 교과서24)와 온라인의 젠더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
고 있는 교과서는 각각 1종에 불과하였다. 가정이나 개인의 일상에서 드
23) 교과서에 따라 유리천장지수, 여성 국회의원 수 추이 및 남성 육아 휴직자 증가 추이, 

온라인의 성차별 게시글 적발 사례 등이 제시되었다. 
24) 해당 교과서에서는 ‘직장 및 취업 문화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여성가족부, 2016)’, ‘가정 내 혹은 남녀 사이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문
한 결과(여성가족부, 2016)’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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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젠더 규범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는 사회적인 배경이나 젠더 의식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학교 도덕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의 실천과 관련된 성취기
준이 성윤리 단원과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 교
과서의 진술은 젠더의 의미를 밝히고 관련되니 주제를 다루는 데 충분한 
서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의 젠더 갈등을 중심
으로 하는 사회적 차원의 젠더 문제들이 개인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경험이나 법적․제도적 사례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며 그 사회학적 맥락과 배경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
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성평등의 실현이 지니는 정당성에 대한 당위적 
서술을 반복하며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업을 실행
하는 주체인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도덕』 교과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교사 개인이 채워야 하는 만큼, 젠더 교육의 내용과 방향은 
교사의 인식과 역량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것이며, 일관된 교육 활동으
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 중학교 도덕: 성윤리 단원의 교과서 분석

 인간의 성은 다층적으로 이해되는 동시에 윤리적 가치와 관련된다
(이윤후, 2018)는 점에서 도덕과는 다른 주제의 성교육과도 밀접한 관
련을 이루어야 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젠더의 주제를 독립적인 영역으
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앞서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교육
이 젠더의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며 다른 주제의 
성교육과 경계의 모호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세희 & 신
창호, 2020; 최윤정 외, 2021).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현행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중학교 『도덕』 과목에서는 성윤리와 관련
된 성취기준을 ‘자신․타인과의 관계’ 영역에 포함시키며 [자료 2-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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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취기준은 젠더의 문제보다는 바람직한 성의 의미,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성과 관련된 문제들과 이를 다루는 바람직한 자세, 이성 친구
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또
한 이 단원의 내용은 주로 ‘성적 욕망’으로 이해되는 성의 한 측면을 집
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 단원에서 젠더의 문제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윤리 단원에 젠더에 대한 서술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표 2-2]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 9종의 성윤리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
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A B C D E F G H I
젠더 개념 설명 ○ ○ ○ ○ ○ ○ ○ ○

성차별에 대한 진술 ○
양성평등에 대한 진술 ○ ○ ○

[표 2-2] 『도덕』 교과서의 성윤리 단원 분석

※ 각 교과서 출판사 이름은 A~I로 표기함.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단 1종의 교과서를 제외한 8종의 교과
서가 양성평등이 아닌 성윤리 단원에서 ‘젠더’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교과서는 정작 양성평등 단원에서는 젠더에 대해 간단한 설
명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4종의 교과서가 성윤리 단원에서 성차
별의 내용에 대해 다루거나, 문제 제기나 근거 없이 양성평등의 당위성

[9도02-03] 성과 사랑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청소년기의 성 문제를 도덕적 시각에
서 평가하며, 일상생활에서 이성 친구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실천 방법을 제
시할 수 있다.
① 내가 생각하는 성과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②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윤리는 무엇일까?
③ 이성 친구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료 2-3] 『도덕』의 성윤리 관련 성취기준(2015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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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성윤리 단원에서 인간의 성이 지니는 다층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젠더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의 성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로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한희정, 2021)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UNESCO의 CSE 관점은 젠더가 다른 성교육의 주제들
과 관련되면서도 ‘독립적인 주제(a stand-alone topic)’로 다루어져야 함
을 명시하고 있다(UNFPA, 2014). 따라서 양성평등 단원에서 젠더 개념
을 다루지 않고 있는 점은 젠더 교육의 학습 영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개념 간 거리를 두는 교과서의 전개는 젠더의 문제와 양성평등
이 지니는 관련성에 대해 쉽게 연결짓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성평등 단원이 독립된 단원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다수의 교과서는 젠더와 관련된 주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내용상의 공백은 실제 수업의 실천 과정에서 문제적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3)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성과 사랑의 윤리 단원 분석

고등학교의 경우,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
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5개의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모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수하게 된다. 이에 앞서 202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때 교
과는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은 18학점으로 현행보다 각각 6학점씩 
축소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학생의 자율 활동․동아리 활동․봉사 활동
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연계하여 
실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각 교과 교육
과정 성취기준에 범교과 학습 주제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구성(교육
부, 2021: 25)’될 예정이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변화가 젠더 교육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젠더 교육이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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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공통과목 내에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는 점이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의 5가지 공통과목 가운데 젠
더 교육을 다룰 수 있는 과목은 ‘사회’이며, 사회과 교과인 도덕․윤리, 일
반사회, 지리, 역사 중에서도 도덕․윤리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도덕과 교육과정만이 ‘양성평등’이라는 젠더 교육의 핵심적인 주제
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25)

둘째, 젠더 교육의 심화된 활동을 위해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과목에서 
젠더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젠더 
교육과 가장 관련이 높은 고등학교 과목은 바로 『생활과 윤리』이다. 
『생활과 윤리』는 ‘성과 사랑의 윤리’ 단원에서 양성평등을 성취기준으
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의 젠더 교육의 중심적 교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도덕과 과목은 학생의 ‘선택’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므로, 개인 및 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심화된 관심에 부
응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젠더 교육은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하
는 측면이 있으므로(이윤후, 2018; 김세희 & 신창호, 2020), 도덕과는 
젠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내용
을 발굴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교육적 전략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도덕과가 고등학교 젠더 교육의 중심적인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개
선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
과서의 서술 방식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출판사에 따라 5종이 사용되고 있다. 5종 교
과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활과 윤리』 교과서 또한 젠
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독립적인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
인 젠더 규범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이끌어내는 데 충분한 내용을 제
시하지 못하였다. 
25)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 『사회‧문화』는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 불평등의 하위 내용 

요소로 ‘성 불평등’을 제시한다(교육부, 2018: 250-251). 그러나 ‘성 불평등’은 사회적 
현상과 사실에 주목하며 젠더 관점과 평등에 대한 가치 지향이 부재한 개념으로, 본 연구
에서 주목하는 젠더 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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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성과 사랑의 윤리’ 단원에
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인 성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성의 자기 결정
권, 성 상품화의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이는 젠더의 문제를 독립적
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는 교과서 집필
이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땅한 결과이
다.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생활과 윤리』에서는 중학교 『도덕』과 달
리, 양성평등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성과 사랑의 윤리 단원에 편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젠더에 관한 
내용은 풍부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표 2-3]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5종에서 양성평등 단원에 제시된 젠더와 관련된 자료들
을 정리한 것이다.

J K L M N
성차별 근거 자료 ○ ○

제도․법률․정책 자료 ○
젠더의 개념 설명 ○ ○

[표 2-3]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성과 사랑의 윤리 단원 분석

※ 각 교과서 출판사 이름은 J~N으로 표기함.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서는 젠더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근
거, 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법률․정책 자료를 제시한 교과서는 각
각 1종에 불과하였으며, 젠더의 개념조차 설명하지 않은 교과서는 3종에 
달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오히려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적은 사례들
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생활과 윤리』의 교과 특성과 학교급
을 고려하면 다양한 사례의 탐구보다는 당위적 진술과 그 사상적인 기초
를 다루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서술 
방식은 젠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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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학교 『도덕』 교과서와 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고등학
교 도덕과 수업 또한 기존의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음을 암시한다.

성차별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부당
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주로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강한’, ‘독립적인’, ‘적극적인’ 특성을 남성다움으로 보고 남성이 
그렇지 않을 때 비난하거나, ‘연약한’, ‘의존적인’, ‘소극적인’ 특성을 여성
다움으로 보고 이를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한다(K출판사, 
2017: 72).

이처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성차별의 사례들을 나열
하면서도 그러한 젠더 규범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서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차별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개개인의 경
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 ‘여성다움’이
나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젠더 규범은 학생들이 처한 삶의 구조에 따라 
경험의 폭과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김대용(2017)은 
2009 개정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생활과 윤리』교과서가 성 차별이 
과거의 문제였으며 이미 사회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식의 서술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비판하였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2015 개정 교과서에서도 아
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뜨개질을 하거나 눈물을 쉽게 
보이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고, 반대로 여자가 겁이 없거나 세심하지 않
으면 여자답지 못하다고 한다. 이처럼 남녀의 성 역할을 규정해 놓고 이
에 부합하지 않을 때 힐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는 남성다움이나 여
성다움을 사회․문화적으로 고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L출판사, 201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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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는 양성평등의 당위적 진술이 
제시되며 그 사상적 근거로서 19세기 공리주의 철학자인 밀(J. S. Mill)
과 20세기 여성 철학자 보부아르(S. de Beauvoir), 배려윤리학자 길리건
(Gilligan, C.)과 나딩스(Noddings, N.)의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26) 이들
이 제시한 문제 의식이 ‘지금, 여기’의 사회적 현안으로서의 젠더 문제와 
결부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경험이나 차별에 의존하기보다는 젠더
와 관련된 문제들의 직접적인 제시가 요구된다. 이처럼 교과서의 진술에
서 젠더의 주제들이 풍요롭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중학교 『도
덕』 교과서에 드러난 문제점과 같지만, 고등학생들은 머지않아 직업 세
계에 진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사회인으로서 
경험하는 젠더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부재는 결국 개인으로서 양성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이루는 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이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구분에 기초한 존중
과 배려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재생산한다는 문
제는(조경원, 2006; 김대용, 2017;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아래와 같이 일부 
교과서에서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사랑과 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서술하
면서, 젠더가 지닌 사회적인 의미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갈등, 
그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를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존중
과 배려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랑과 성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양성평등은 모든 영역
에서 남녀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며, 평등한 권리와 이익
을 누려야 하는 원칙이다. 이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랑과 성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편협한 자세를 지닐 수 있으며, 한쪽 성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와 다른 성을 가진 대상을 양성평등의 관점에 따
라 바라보고 사랑과 성을 이해해야 한다(N출판사, 2017: 66).

26) 교과서에 따라 등장하는 인물에는 차이가 있으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성평등
의 사상적 근거는 이 범주 안에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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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젠더와 관련된 주제들이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
생하는 문제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성윤리와 분리된 단원으로 제
시하고 있는 중학교 『도덕』과 달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이 
모든 주제를 하나의 단원으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단원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서술 이후 ‘결혼과 가족의 윤리’가 전개
되며, 양성평등에 관한 논의를 가정의 문제와 관련시킨다.

먼저 부부는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주체성과 자유를 존중하
며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부는 삶의 동
반자로서 각자의 자아실현을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가정에서도 
서로 차이를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하며 양성평등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M출판사, 2017: 72).

부부는 양성의 동등한 대우를 중시하는 양성평등의 정신을 실천하는 
당사자이며, 가정은 그것을 실천하는 장소이다. 부부가 상호 협력과 보
완, 관용, 소통, 존중, 배려, 헌신 등의 덕목을 실천해 나가면 양성평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N출판사, 2017: 71).

이와 같은 교과서의 전개는 결과적으로 성차별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의 주제와 함께 제시되었던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가정의 문제로 축소
시킨다. 일부 교과서는 양성평등의 실천적 의미를 전통적인 부부관계의 
재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서술을 제시한다. 이는 젠더의 문제가 발
화되고 해결되는 영역을 가정으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으로서의 
젠더 문제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삶에서 젠더의 
문제는 가정의 성역할 문제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위와 같은 교과서의 진술은 오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양
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가정의 문제로 마무리지으면서도, 젠더 규범이 작
동하는 사회적인 맥락과 배경을 짚어내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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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축소시킨다. 결국 전통적인 젠더 규
범의 범위 내에서의 서술을 만복하고 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
과서만으로는 젠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이루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4)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가능성 검토

젠더의 다층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평등의 가치에 대한 실천 태도
를 함양하는 젠더 교육의 실천은 도덕과 수업을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교과 중심의 수업이 더욱 강조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 2007 개
정 교육과정 이후 양성평등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어 온 유일한 교과
로서 도덕과의 역사, 개인․타인․사회․자연 등 다양한 층위를 아우르는 도
덕과의 역동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현행 양
성평등교육이 담지하고 있는 문제와 한계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실천적 
영역에서 상당한 부분을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그러므
로 현행 도덕과 교육이 지닌 문제들을 개선하면서 더욱 내실있는 젠더 
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젠더 교육의 중핵 교과로 기
능할 도덕 교사들의 인식과 실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3 절 교사와 교육적 실천의 관계

1. 교사의 인식과 교육적 실천의 관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일반성과 객관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근대주의 
관점에서 계획된 타일러(R. Tylor)식 교육과정으로, 국가가 주도하며 과
정보다 결과가 중시된다는 특성이 있다(허창수, 2019). 그러나 2009 개
정 교육과정 이후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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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에게는 학생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
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이를 위한 수업 역량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교육 활동의 실행 주체는 교사라는 점에서,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Fullan(1993, 2003; 권순구, 2015 재인
용)은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
면 학교의 변화는 복잡하고 다면적으로 일어나고, 외부의 타인이 책임질 
수 없으며 형식적인 리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변화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 가운데 교
사의 역할 변화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 즉, 학교의 변화를 이루는 
데에는 교사의 행동, 감정, 가치 등이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교육적 변화
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Stager와 Fullan(1992)
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시할 때 도덕적 목적과 변화주도의 측면에서 교
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특히 교육 체제의 변화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문제 인식과 자발적 의지가 뒷받침된 변화를 위한 노력
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이경진 & 최진영, 2011 재인용).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육적 실천의 변화를 논의할 때에는 학교 교육 
현장의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현
행 양성평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내실있는 젠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의 주체는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젠더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범
교과 학습 주제로서의 성격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젠더 
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진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실천적 측면에서 젠더 교육의 구체적 방향성과 교수자의 역량,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조경원, 2006; 최문선, 
2011; 이윤후, 2018; 허창수, 2019; 김세희 & 신창호, 2020).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젠더 교육
의 주제들을 다루는 데 한계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현행 도덕과가 
양성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젠더의 문제를 다양한 층위에서 조망
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의 사회학적 의미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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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현안의 요청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덕』 교과서 내 
‘인권’, ‘정의’, ‘평화‘, ’다문화(다양성)‘과 같은 개념의 활용이 유의미하
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김형렬 외, 2020) 젠더 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현대의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다층적인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교
과로서 도덕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주제가 다양하게 해석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젠더가 지니는 다층성과 역동성은 도덕과 수업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젠더 교육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도덕과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진술의 한계로 인해 수업 실천의 
많은 영역을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교사 
개인으로 하여금 젠더 교육을 수행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젠더 교육의 내실있는 실천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제 교육 활동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주체로
서 교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
육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판적 검토의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시선
은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덕 교사들이 ‘젠더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였다. 현장 교사들의 시선에 기초하여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지닌 문제와 개선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효능감과 교육적 실천의 관계

1) 교사효능감에 관한 이론과 젠더 교육 

Bandura(1977)는 자기효능 이론에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특수한 과제 상
황을 전제로 형성된, 자신의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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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교사라는 대상 집단에 적용하여 개념화
한 것이 바로 ‘교사효능감(teacher self-efficacy)27)’이며, 이는 교사의 
교육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임성택, 
2011). 교사효능감 역시 교사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라기보다는 특수한 
교수 상황에서 교사가 자신의 효과성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으로 이해된
다. 교사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교사효능감은 
학습자의 성취나 결과물에 대해 교사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개인적 지각에 근거한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한다(Berman, McLaughlin, 
Bass, Pauly, & Zelleman, 1977; Tschannen-Moran & Hoy, 2001; Guskey 
& Passaro, 1994; Ashton & Webb, 1986; 김영상, 1999; 임성택, 2011).

이때 교사효능감은 교사 개인의 주관적 지각에 기초한 믿음으로, 객관
적으로 측정 가능한 ‘효과성(effectiveness)’과는 다른 개념이다. 교사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지식으로서 교사효능감은 지각적인 편향성이 있
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제 효과성에 비해 자신의 교사효능감을 낮게 
인식할 수도, 실제보다 자신의 능력을 높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인지적 기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자존감(self-esteem)이나 자아개념(self-concept)과 다르다는 점을 암
시하였다. 또한 활동 영역에 따라 다양한 수준을 보이며 같은 영역이라
도 과제의 난이도와 상황에 따라 다른 수준을 보일 수 있는 구체화된 자
기 능력에 대한 판단임을 주장하였다(임성택, 2011). 따라서 교사효능감
은 수업의 주제나 대상,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 및 맥락 등에 의해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교사효능감이 인지적 특성으로서 구체적 상황에서 
다른 수준을 보일 수 있다면, ‘젠더 교육’으로 한정된 주제에 대한 도덕 
교사들의 효능감을 분석하는 연구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점에서 개선과 보완이 논의되어야 하는지를 검토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한편 Bandura(1977)가 자기 효능감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
련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한 

27) 교사효능감은 ‘teacher self-efficacy’ 혹은 ‘teacher efficacy’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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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은 교사효능감이 교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으로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Gibson & Dembo, 1984; Ashton, 1985; 
Bandura, 1993; Tschannen-Moran & Hoy, 2001; Woolfolk Hoy & 
Davis, 2006). 특히 Ashton(1984)은 교사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개인적 성취감, 학생성취 기
대, 학습에 대한 책임, 목표달성전략, 정서, 통제감, 학생과의 관계, 의사
결정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교사효능감에 따
른 교사의 행동 특성을 [표 2-4]28)와 같이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28) 임성택(2011), 교사효능감, 강현출판사, pp.198-199, 재인용.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 교사 행동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

교수 상황에서 좌절과 절망을 자주 한다 개인적 
성취감

학생지도를 의미 있고 중요한 직무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여 노
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

학생
성취 기대

학생들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학
생들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게 한다

학습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부과하
며, 학생들이 실패하였을 경우 그 원
인을 학생 능력과 동기, 태도 및 가정
환경에서 찾는다

학습에 
대한 책임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며, 학생실패
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보다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자신의 행동을 점검한다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지 
않으며, 학생의 성취를 돕기 위해 자신
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고, 목표
에 따른 교수 전략을 계획하지 않는다

목표달성
전략

학생들의 학습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찾는다

학생, 교직, 자신에 대하여 좌절을 자
주 경험한다 정서 학생, 교직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한다

[표 2-4] 교사효능감 수준별 교사의 행동 특성 차이(Ashto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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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사효능감이 교사의 교육 활동과 동기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
으로 기능한다면,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들의 효능감은 실제 교사
의 수업 운영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삶 속에서 젠더 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 교사들이 젠더 교육의 주제들에 대해 지
니는 효능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도덕 교사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실천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적 실천
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젠더 교육에 대한 교사효능감의 측정

 1970년대 이후 교사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구가 거듭되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은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학생의 생활지도, 가정 및 지역 사회에 대
한 영향력 행사 등 광범위한 범주에서 이해되고 있어(Bandura, 2006),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을 주제로 도덕 교사들의 효능감을 분석하
고자 하는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 척도 개발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
로,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들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자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무력감을 
자주 경험한다 통제감 자신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자신과 학생들이 서로 상반된 목표와 
관심사를 가진다고 생각하여 갈등적 
관계를 조성한다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학습과 관련된 결정을 학생들의 참여 
없이 자신이 독단적으로 하여 학생들
에게 부과한다

의사결정
목표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을 적
극적으로 참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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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Rotter의 사회 학습 이론(Social Learnimg Theory)에 기반을 두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교사효능감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음으로 척도를 개
발하여 사용한 Rand재단의 연구(Armor, 1976) 이후 1980년대까지 교
사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은 Rotter의 이론에 기반을 두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는 Bandura의 사회 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적용하
여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Rose & Medway, 1981; Gibson & 
Dembo, 1984; Ashton & Webb, 1986). 이 가운데 특히 Gibson & 
Dembo(1984)가 개발한 척도는 교사효능감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었는
데, 이들은 Bandura의 효능 기대(efficacy expectation)과 결과 기대
(outcome expectation)을 활용하여 개인적 교수 효능감(personal 
teaching efficacy)과 일반적 교수 효능감(teaching efficacy)의 두 차원
으로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개인적 교수 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 효능(self-efficacy)’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사가 
‘자기 자신’의 교수 효능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의미한다. 한편 
일반적 교수 효능감은 결과 기대에 기초하며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으로 
인하여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 즉 교육의 일반적인 효
과에 대한 기대를 교사 개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일반적 교수 효능감의 개념은 교사 본인의 행
동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불특정한 교사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 기대를 
묻는 것으로 Bandura의 결과 기대 개념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Tschannen-Moran & Hoy, 2001). 또한 Bandura(2006)는 자기효
능감은 ‘본인’에 의해 지각된 능력과 관련된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척도 
개발 시에는 반드시 ‘can do’가 포함된 질문들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김연하 & 김양은, 2008). Bandura(2006)가 직접 개발한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는 모든 문항이 순전히 
응답자의 개념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
사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면서 교사 자신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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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수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즉, 도덕과 수업 일반의 효
과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교사 개인이 실행하는 도덕과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와 믿음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Bandura(2006)는 앞서 개발된 교사효능감 척도의 한계를 지적
하면서 교사들의 다양한 지식 영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그는 교과 지도나 생활지도뿐 아니라 더욱 확대된 범위에서 교사효
능감 척도를 개발하고 그 하위 요소로 ‘의사결정 참여 효능감(Efficacy 
to influence decision making)’, ‘교재교구사용 효능감(Efficacy to 
influence school resources)’, ‘교수효능감(Instructional self-efficacy)’, 
‘훈육효능감(Disciplinary self-efficacy)’, ‘가정연계(Efficacy to enlist 
parental involvement)’, ‘지역기관 연계(Efficacy to enlist community 
involvement)’,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Efficacy to create positive 
school climate)’을 제시하였다(임성택, 2011 재인용). 그러나 Bandura
의 관점을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이 지
닌 현실적 한계가 자리잡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과 수업 중심
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등학교의 현실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함
의하고 있는 교과 수업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Bandura(2006)가 제시
한 교육 활동의 범주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 참여 효능감이나 가정 및 지역 기관 연계 등의 하위 요소는 중
등학교 교과 교사의 역할 범주를 지나치게 초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에 대한 Bandura의 논의를 선택적으
로 반영하였다. 먼저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일
반적인 결과 기대가 아니라, 도덕 교사 자신의 효능감에 대해 느끼는 주
관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사 역할의 중심을 교과 수업에 두고, 도덕 교사들이 자신의 도덕과 수
업을 통한 젠더 교육에 대해 가지는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이로써 우리
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현실적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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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의 대상 및 도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이때, 연구의 대상은 중등학교의 도덕 교사로 한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과 교사에 
의한 수업이 교육과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이 지니는 실천적 특성은 중등학교에서 더욱 잘 드러날 수 있
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심화되는 젠더 갈등의 저변에
는 성별에 따라 성차별의 현실에 대한 이해의 불일치가 깔려있으며(김보
명, 2019; 류연규 & 김영미, 2019), 이들의 갈등이 점화되고 증폭되는 
온라인의 젠더 갈등은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최윤정 외, 2020b) 우리 사회 젠더 갈등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는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총 20일 
간 실시되었으며. 조사 기간 당시 정부의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모두 온
라인 설문 응답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의 표집은 전국의 도덕 
교사들이 온라인에 형성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교사 신분이 
정확하게 확인된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및 목적과 방법을 안
내 한 후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표집 방법에 따라 설문 조사에 응답한 연구 대상자 수는 총 
101명이며,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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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1)  

제 2 절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1. 조사 도구

연구 대상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 문항은 연구 문제에 따라 

변인 구분 N(%)
성별 남성 25(24.8)

여성 76(75.2)

나이
20대 22(21.8)
30대 51(50.5)
40대 21(20.8)

50대 이상 7(6.9)

교직 경력

5년 미만 33(32.7)
5년 이상 10년 미만 29(28.7)
10년 이상 15년 미만 17(16.8)
15년 이상 20년 미만 9(8.9)

20년 이상 13(12.9)

재직 
학교 
특성

학교급 중학교 57(56.4)
고등학교 44(43.6)

설립유형 공립학교 83(82.2)
사립학교 18(17.8)

학급구성
남학교 13(12.9)
여학교 11(10.9)

남녀공학 혼성학급 76(75.2)
남녀분반 1(1.0)

[표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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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필요성 및 성격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된 문항(13문항)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교
직 경력, 재직 학교의 특성)과 함께 젠더 갈등 인식과 젠더 불평등 인식
에 대한 문항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때, 젠더 갈등 인식 및 젠더 불평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은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
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
로 사용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젠더 불평등 인식의 차
이(류연규 & 김영미, 2019)가 교사 집단에서도 유효하다면, 도덕 수업
을 통한 젠더 교육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젠더 교육에 대한 교사효능감
과 관련된 문항(13문항), 젠더 교육의 실행 경험 및 연구 경험과 관련된 
문항(10문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때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문항은 
Bandura(2006)의 논의를 반영하여 교육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이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해 느끼는 효능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
었으며, 본 연구의 주제가 교과 수업 중심의 젠더 교육에 있는 만큼 교
과 수업 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 번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젠더 교육과 관련된 교직 
전문성 훈련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5문항), 젠더 교육의 활성화
를 위한 현장 교사들의 요구 사항과 관련된 문항(5문항), 젠더 교육의 
교수학습 전략과 관련된 문항(1문항)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문항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명목척도와 등간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등간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
다. 이때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한 등간척도의 단순 평균값을 산출하여 
해당 문항을 분석하였다. 척도 기준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때 ‘보통이다’를 의미하는 3점을 기준으로, 각 문항의 평균이 3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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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긍정하는 것으로, 3점 미만이면 부정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단, 젠더 갈등 인식과 젠더 불평등 인식 측정을 위한 문항의 경우 기

존 문항의 척도를 반영하여 각각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와 ‘① 전혀 불평등하
지 않다, ② 불평등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불평등하다, ⑤ 매우 불
평등하다’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제시된 설문 조사 문항은 [표 3-2]와 같다. 

분류 평가 항목 평가 
문항

일반적 
특성 배경 변인(성별, 나이, 교직 경력, 재직 학교의 특성) 명목

척도
젠더 갈등 

인식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등간
척도젠더

불평등
인식

‘가정 내 역할’의 젠더불평등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내 역할’의 젠더불평등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업 및 승진’의 젠더불평등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금수준’의 젠더불평등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젠더 
교육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목표는 무엇입니까? 

명목
척도

도덕과 교육과정에 젠더 교육적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젠더 교육 관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등간
척도

도덕과 수업에서 구체적인 젠더 이슈를 다루는 것은 필수적이다.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생물학적 성(性)의 차이에 기초한 배려
와 존중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표 3-2] 설문 조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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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불평등과 분배를 다루는 사회 정의의 관
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갈등과 소통을 다루는 평화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다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지금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
다.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룰 필요가 없다.

교사
효능감 

관련 문항

나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해 젠더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자주 다루고 
있다. 

등간
척도

나는 학생들에게 젠더와 관련된 구체적 사회 이슈를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일상 속 성차별적인 상황을 인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성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나는 젠더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구조적 맥락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젠더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대안을 탐색하려는 태
도를 갖추도록 지도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젠더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 평화적인 태도로 접근하도
록 지도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성적 불평등을 낳는 사회구조와 제도, 문화를 비판
적으로 성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
도록 지도할 수 있다. 
나는 나와 다른 성(性)의 학생들이 젠더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나는 나와 같은 성(性)의 학생들이 젠더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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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 

젠더 
교육의 
실행 
및

연구 경험 
관련 문항

양성평등과 관련된 수업을 어떤 경우에 실시하십니까? 명목
척도양성평등과 관련된 수업을 얼마나 자주 실시하십니까?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관련 연수를 받는
다. 

등간
척도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관련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탐색한다.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미디어 및 각종 통
계 자료를 탐색한다.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성차별을 양산하는 
법적․제도적 구조에 대해 연구한다.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
법을 활용한다.
나는 도덕과 수업을 통해 젠더 이슈를 다루어본 적이 있다.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도중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
응을 경험하였다.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도중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
응을 경험하였다.

교직 
전문성 

훈련 경험 
관련 문항

나는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젠더 담론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였다.

등간
척도

나는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젠더 교육을 다루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배웠다. 
나는 도덕과 교사 연수(신규 연수 및 1정 연수 포함)에서 젠더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였다. 
나는 기타 교사 연수에서 젠더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였다.
나는 젠더 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수가 실시된다면 이수할 생각이 있
다. 

젠더 
교육의 
실천을 

위한 요구 
사항 

관련 문항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해 도덕과 교육과정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등간
척도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한 교사 역량 개발이 필요하

다. 
현직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와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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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처
리하였다. 먼저 명목척도로 평가된 문항의 경우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등간척도로 평가된 문항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가 포함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사의 성별과 젠더 갈등 인식 및 젠더 불평등 
인식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하였다.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사회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수학습 
전략

관련 문항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목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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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의 인식

1. 젠더 교육의 성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양성평등
교육의 성격을 도덕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양
성평등’이 젠더 교육의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젠더 교육에 대한 교사
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성평등교육의 한계
에 대해 도덕 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를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 활용한 문항은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목
표는 무엇입니까?’이며, 선지의 내용은 도덕과 교과서의 양성평등 단원
에서 서술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도덕 
교사의 다중 응답 결과는 [표 4-1]과 같다. 

※ 복수 응답 문항

응답 결과, 현행 교육과정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목표

구분 N(%)
생물학적 성차를 이해하고 상호 간 존중․배려를 실천하는 것 36(35.6)
남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 38(37.6)
고정된 성역할 및 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나다움을 실현하는 것 66(65.3)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 50(49.5)

계 155(100.0)

[표 4-1] 현행 양성평등교육의 교육목표에 대한 다중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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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정된 성역할 및 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나다움을 실현하는 것
(63.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의 문제
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49.5%)’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들은 제시된 선지 가운데 생물학적 성(sex)보다는 
사회적인 성으로서의 젠더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수의 도덕 교
사들이 양성평등을 젠더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현행 도덕과 교과서가 젠더 규범이 등장하게 되
는 사회학적인 맥락을 짚어내지 못하면서 젠더의 의미를 밝히는 데 보완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표 4-1]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다수의 교사들은 양성평등의 의미를 젠더의 관점에서 인식하
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교과서가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육목표에 부합
하지 못하고 있으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교사들은 양성평등의 주
제를 젠더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지만, 현행 도덕과 교과서는 이러한 
인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생물학적 성차를 이해하고 상호 간 존중․배려를 실천
하는 것(35.6%)’과 ‘남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화적 의사소통 능력
을 기르는 것(37.6%)’이라는 응답 또한 적지 않게 확인되었다. 물론 양
성평등은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덕목의 문제와 완전히 분리
될 수는 없다. UNFPA(2014)에 의하면, 젠더는 인간의 성․생식 보건과
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동시에 젠더의 독자적
인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UNFPA, 2014: 11).

그렇다면, 도덕 교사들은 도덕과 수업을 통해 젠더의 주제들을 다루는 
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은 교사들이 생각하는 젠더 교육의 성격을 드러낼 것이
다.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항목에 
해당하는 도덕 교사들의 각 문항별 응답 결과는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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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1)

[표 4-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96.0%의 응답자가 긍정하였다.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와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
차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0
(0.0%)

1
(1.0%)

3
(3.0%)

28
(27.7%)

69
(68.3%) 4.63 .595

도덕과 수업에서 구체적인 
젠더 이슈를 다루는 것은 

필수적이다.
1

(1.0%)
1

(1.0%)
12

(11.9%)
27

(26.7%)
60

(59.4%) 4.43 .817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생물학적 성(性)의 차이에 

기초한 배려와 존중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
(1.0%)

16
(15.8%)

14
(13.9%)

32
(31.7%)

38
(37.6%) 3.89 1.113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0

(0.0%)
0

(0.0%)
2

(2.0%)
22

(21.8%)
77

(76.2%) 4.74 .483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불평등과 분배를 다루는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
(1.0%)

4
(4.0%)

5
(5.0%)

34
(33.7%)

57
(56.4%) 4.41 .839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갈등과 소통을 다루는

평화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

(1.0%)
1

(1.0%)
6

(5.9%)
27

(26.7%)
66

(65.3%) 4.54 .742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다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2

(2.0%)
4

(4.0%)
19

(18.8%)
27

(26.7%)
49

(48.5%) 4.16 .997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8

(7.9%)
22

(21.8%)
32

(31.7%)
20

(19.8%)
19

(18.8%) 3.20 1.208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은 
지금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2

(2.0%)
6

(5.9%)
16

(15.8%)
37

(36.6%)
40

(39.6%) 4.06 .988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룰 필요가 없다.

64
(63.4%)

16
(15.8%)

5
(5.0%)

5
(5.0%)

11
(10.9%) 1.84 1.36186

[표 4-2] 젠더 교육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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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이슈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응답 또한 86.1%
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압도적인 긍정은, 도덕 교사
들이 젠더 교육의 핵심적인 실행 주체로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젠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
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이 도덕과의 교과적 성격과 더불어 
그 실행 주체인 현장 교사들의 인식의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실천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을 다루는 관점에 대해서는 ‘인간 존
엄성과 인권(평균 4.74)의 관점’, ‘평화의 관점(평균 4.54)’, ‘사회 정의
의 관점(평균 4.41)’, ‘다문화(다양성)의 관점(평균 4.16)’의 순으로 긍
정적인 응답이 확인되었다. 특히 ‘생물학적 성(性)의 차이에 기초한 배
려와 존중의 관점(평균 3.83)’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으면
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편차를 보이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간극
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났다. 특히 ‘생물학적 성(性)의 차이에 기초한 
배려와 존중의 관점(평균 3.83)’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게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양성평등에 관한 논의가 생물학적 성차의 이해
와 개인적 차원의 덕목 실천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사회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다수의 교사들에게 현행 
도덕과 교과서는 수업의 자료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이 지금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76.2%로 과반을 넘었으며,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문항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79.2%를 기록하며 도덕 교사들이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필요
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과 수업
에서 젠더 교육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평균 3.20)’는 문
항에 대한 응답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도덕 교사들이 젠더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젠더 교육이 독립
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낮은 수준의 긍정을 보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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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무엇일까? 해당 문항의 결과는 응답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도덕과 수업에서 ‘독립적
인 영역’으로서의 젠더 교육에 대해 도덕과 교육과정 내 독립된 주제와 
단원으로 제시되는 방안을 떠올릴 수도 있고, 도덕과 수업 외적으로 부
과되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되는 방안을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또는 젠더 교육이 ‘도덕과 수업으로부터’ 독립적인 교과로 제시되는 
방안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다음 문항은 ‘선생님께서는 도덕과 교육과
정에 젠더 교육적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더 명
확한 형태의 범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응답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에서 보듯이, 앞으로 도덕과에 젠더와 관련된 담론이 강화되
어야 한다는 응답은 78.2%로,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으로도 충분하다
(21.8%)’는 응답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행 교육
과정이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효과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는 도덕 교사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도덕과 교육과정에 젠더 
담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젠더와 관련된 교육적 접근을 실천함
에 있어 도덕과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의 한계뿐만 아니라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
육의 필요성을 도덕 교사들이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 

구분 N(%)
잘 모르겠다. 0(0.0)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으로도 충분하다. 22(21.8)
개정 교육과정에 젠더와 관련된 담론이 강화되어야 한다. 79(78.2)

계 101(100.0)

[표 4-3] 도덕과의 젠더 교육 요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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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젠더 교육의 핵심적인 실천 교과로서 도덕과가 지니는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젠더 교육의 주체로서 도덕과에 
잠재된 실천적 가능성을 드러내며,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이 적
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토양으로서 도덕과의 교육과정과 그에 기초한 
교과서의 개선을 요청한다. 

그렇다면 도덕과 교육과정이 보완해나가야 할 젠더 교육적 요소는 어
떤 범주에서 이해되고 있을까? [표 4-4]는 ‘도덕과 교육과정에 젠더 교
육적 요소가 강화된다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에 해당하는 도덕 교사들의 다중 응답 결과이다. 

※ 복수 응답 문항

‘성적 불평등을 낳는 사회구조, 제도,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60.4%)’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
의 젠더 이슈들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 기르기(57.4%)’, ‘젠
더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57.4%)’, ‘성차별과 성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나다움 실현하기(47.5%)’
의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제출되었다. 네 가지 선지 모두 젠더 교육의 
주제들이지만. 그 가운데 특히 ‘사회구조․제도․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이에 대

구분 N(%)
성차별과 성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나다움 실현하기 48(47.5)

사회의 젠더 이슈들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 기르기 58(57.4)
성적 불평등을 낳는 사회구조․제도․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61(60.4)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58(57.4)
계 225(100.0)

[표 4-4] 도덕과에서 강화해야 할 젠더 교육의 주제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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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풍요로운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앞서 도
덕과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젠더의 사회학적 의미를 밝히는 서술이나 
젠더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들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
다. [표 4-4]의 응답 결과는 도덕 교사들 또한 현행 도덕과의 교육 내
용에서 젠더 교육의 요소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젠더와 직접적
인 관련을 맺는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
합하는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교사의 성별에 따른 젠더 인식의 차이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젠더의 문제를 교사
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도덕과 수
업에서 젠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에 비해,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그
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덕과 수
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많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젠더 문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수업의 실천에 영향력
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도 성별에 따라 젠더 불평등 인식에 차이를 보이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
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류연규 & 김영미, 2019; 김보명, 2019). 이
에 따라 도덕 교사 역시 젠더의 당사자로서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
이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류연규와 김영미(2019)의 연
구에서 활용된 젠더 갈등 인식과 젠더 불평등 인식 문항을 제시하여 이
에 대한 응답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4-5] 및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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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1)

(N=101)

내용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보통
이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평균 표준
편차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0.0%)

2
(2.0%)

12
(11.9%)

67
(66.3%)

20
(19,8%) 4.04 0.631

[표 4-5] 도덕 교사의 젠더 갈등 인식

내용
전혀 

불평등하지 
않다

불평등하지 
않다

보통
이다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평균 표준
편차

‘가정 내 역할’의 
젠더불평등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1.0%)

9
(8.9%)

20
(19.8%)

58
(57.4%)

13
(12.9%) 3.72 0.838

‘회사 내 역할’의 
젠더불평등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0.0%)

7
(6.9%)

12
(11.9%)

72
(71.3%)

10
(9.9%) 3.84 0.689

‘취업 및 승진’의 
젠더불평등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3.0%)

7
(6.9%)

7
(6.9%)

51
(50.5%)

33
(32.7%) 4.03 0.974

‘임금수준’의 
젠더불평등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5.0%)

9
(8.9%)

17
(16.8%)

54
(53.5%)

16
(15.8%) 3.66 1.013

[표 4-6] 도덕 교사의 젠더 불평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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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에 드러난 바와 같이 도덕 교사들은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
성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젠더 갈등이 혐오표현으로 
가시화되는 가운데 청소년기 학생들이 이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최윤
정 외, 2020b)은 현장 교사들 또한 학교에서 그러한 갈등의 심화 가능
성을 목격하고 있으리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교사들 또
한 젠더 갈등의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의 젠더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다. 

한편 도덕 교사들의 젠더 불평등 인식은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승진’의 젠더 불평등을 가장 크게 인
식(평균 4.03)하는 반면, ‘임금 수준’의 젠더 불평등을 가장 낮게 인식하
는 점(평균 3.66)은, 응답자들이 교사라는 단일한 직업을 배경적 특성으
로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제 도덕 교사들의 젠더 갈등 인식과 젠더 불평등 인식이 성별에 따
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 과정은 류연규와 김영
미(2019)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성별
에 따라 상이한 젠더 불평등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젠더 
갈등 인식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조절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표 4-7]과 [표 4-8]은 성별을 독립변수로, 젠더 갈등 인식과 
젠더 불평등 인식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구 분
젠더 갈등 인식

t()N 평균(M) 표준편차(SD)

성별
남성 25 4.08 .640

0.367(0.714)
여성 76 4.03 .632

[표 4-7] 도덕 교사의 성별에 따른 젠더 갈등 인식의 차이

(N=101)                                       *<.05,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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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검정 결과, 도덕 교사의 성별에 따른 젠더 갈등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0.714). 도덕 교사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우
리 사회의 젠더 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대체로 높았다. 그
리고 도덕 교사들은 이처럼 높은 젠더 갈등 인식을 바탕으로 젠더 교육
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젠더 갈
등이 심화될수록, 교육적 처방에 대한 요청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류영규 김영미(2019)가 우리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도덕 교사라는 단일한 직업 집단 내에서도 젠더 불평
등 인식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구 분
젠더 불평등 인식

t()N 평균(M) 표준편차(SD)

성별
남성 25 3.3400 .80000

3.630(0.001)***
여성 76 3.9704 .58874

[표 4-8] 도덕 교사의 성별에 따른 젠더 불평등 인식의 차이

(N=101)                                       *<.05, **<.01, ***<.001

[표 4-8]과 같이 도덕 교사의 성별에 따른 젠더 불평등 인식의 차이
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가정 내 역할’, ‘회사 내 역할’, ‘취업 
및 승진’, ‘임금수준’의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남성 도덕 교사는 여
성 도덕 교사에 비해 젠더 불평등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류연규와 김영미(2019)의 분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젠더 불평등 인식의 수
준이 높다는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젠더 인식을 분석하면서 성별에 따
라 젠더 갈등 인식이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젠더 불평등 인식과 성차별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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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여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들은 
젠더 불평등 인식이나 성차별경험과 무관한 연령대나 학력과 같은 특성
이 젠더 갈등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과 
남성의 젠더 갈등 인식이 서로 다른 요소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성별에 따라 젠더 이슈를 이해하고 담론을 구성해나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 결과, 도덕 교사의 젠더 인식 또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
인된다. 즉 도덕 교사 또한 젠더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성별에 따라 젠더 불평등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덕 교사의 젠더 갈등 인식이 성별에 따라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이한 인식이 도
덕과 수업에 반영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이 충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평등의 주제가 수업을 통해 전개된다면 교사 개
인의 젠더 관점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도덕 교사 역시 젠더 갈등의 당사자이며, 우리 
사회 젠더 갈등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동시에 젠
더와 관련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함에 있어 도덕 교사가 제3자의 ‘공정
한’ 관점을 바탕에 둘 수 없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따라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젠더 교육의 접근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
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가 요청된다. 

제 2 절 학교 현장의 젠더 교육 실태

1. 젠더 교육의 실시 빈도 및 배경

현행 교육과정 안에서 제시된 젠더 교육의 주제는 ‘양성평등’이며, 도
덕과는 이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김혜진, 2018). 따라서 도덕과
는 젠더 교육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교과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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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 2018; 김세희 & 신창호, 2020; 정창우, 2017; 김형렬, 2021). 그
러나 동시에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지니는 한계는 도덕과 수
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태를 진단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젠더 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검
토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젠더 교육을 실시되는 빈도와 배경은 
어떠할까? 먼저 양성평등과 관련된 수업의 실시 빈도에 대한 도덕 교사
의 응답 결과는 [표 4-9]와 같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수업을 ‘학기당 2~4회’ 실시한다는 응답이 49.5%
로 가장 높았으며 ‘학기당 0~1회’29) 실시한다는 응답이 44.6%로 그 뒤
를 이었다. ‘학기당 5회 이상’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가장 적었으나, 
양성평등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0명으로, 도덕과 수업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이 최소한 연간 1~2회 정도 시행되는 것으로 드러났
다. 학교급에 따른 수업 빈도를 분석하면 [표 4-10]과 같다.

29) 우리나라 중등학교는 1년에 2개의 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기당 0~1회’는 ‘연간 
1~2회’와 같다.

구분 N(%)
실시하지 않음 0(0.0)
학기당 0~1회 45(44.6)
학기당 2~4회 50(49.5)

학기당 5회 이상 6(5.9)
계 101(100.0)

[표 4-9] 양성평등과 관련된 수업의 실시 빈도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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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1)  

위와 같이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수업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
인된다. 중학교의 경우 ‘학기당 2~4회’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
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기당 0~1회’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3년간 학생들이 이수하는 도덕 수업의 시수가 
17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30), 학기당 2~4회의 수업의 빈도가 높다
고 보기 어렵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도덕』이 편성된 학년에는 
보통 학기당 34~51시간 정도의 수업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생활과 윤리』가 편성된 학년에서는 보통 학기당 3단위(51
시간)가 운영되는데31) 이에 비하면 학기당 1차시에 불과한 수업의 빈도
는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도덕 교사들이 느끼는 필요성
에 비하여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관련 주제가 다루어지는 빈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30)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13: 6)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학교의 ‘사회(역사 
포함)/도덕’의 시간 배당 기준은 510시간이다.

31)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13)에서는 ‘일반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
며, 각 과목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13: 
13).’고 명시하고 있다. 일선의 학교에서는 수업 및 평가의 운영을 위해 일
반선택과목을 학기당 3단위(연간 6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실시하지 않음 0(0.0%) 0(0.0%)
학기당 0~1회 18(31.6%) 27(61.4%)
학기당 2~4회 33(57.9%) 17(38.6%)

학기당 5회 이상 6(10.5%) 0(0.0%)
계 57(100.0%) 44(100.0%)

[표 4-10] 양성평등 관련 수업 빈도에 대한 학교급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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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응답 문항

한편, [표 4-11]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과 수업에서 양성평등과 관
련된 주제를 실시하는 배경으로는 ‘교육과정상 관련 내용 요소가 있는 
경우(96.0%)’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
서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도덕과 교육과정에 젠더 교육과 관련된 내용 요소가 강화될 때, 비로소 
도덕과 수업을 통한 내실 있는 젠더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32.7%)’에 젠
더 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 또한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 현안으로서의 젠더 갈등에 대해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덕 교
사들의 실천적 노력으로 풀이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내 문제가 발
생하는 경우(18.8%)’에 젠더 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의 경우에는 그 빈
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젠더 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실제 수업 실행의 빈도에는 교사 개인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다수의 도덕 교사
들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수업의 실행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구분 N(%)
전혀 실시하지 않음 0(0.0)

교육과정상 관련 내용 요소가 있는 경우 97(96.0)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19(18.8)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33(32.7)
계 149(100.0)

[표 4-11] 양성평등 관련 수업 실시 배경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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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더 교육에 대한 교사효능감

우리는 앞선 논의에서 교사효능감이 수업 활동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
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교사효능감 측정을 위해서는 ‘can do’를 
중심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Bandura(2006)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젠더 교육에 대한 교사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
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2]와 같다.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
차

나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해 
젠더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자주 다루고 있다. 
2

(2.0%)
14

(13.9%)
37

(36.6%)
38

(37.6%)
10

(9.9%) 3.40 .917

나는 학생들에게 젠더와 
관련된 구체적 사회 이슈를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다. 

0
(0.0%)

8
(7.9%)

22
(21.8%)

57
(56.4%)

14
(13.9%) 3.76 .789

나는 학생들이 일상 속 
성차별적인 상황을 

인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0

(0.0%)
0

(0.0%)
15

(14.9%)
61

(60.4%)
25

(24.8%) 4.10 .625

나는 학생들이
성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0
(0.0%)

0
(0.0%)

12
(11.9%)

61
(60.4%)

28
(27.7%) 4.16 .612

나는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0
(0.0%)

2
(2.0%)

17
(16.8%)

62
(61.4%)

20
(19.8%) 3.99 .671

나는 젠더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구조적 맥락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1

(1.0%)
5

(5.0%)
25

(24.8%)
49

(48.5%)
21

(20.8%) 3.83 .849

나는 학생들이 젠더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대안을 
탐색하려는 태도를 갖추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1.0%)

2
(2.0%)

27
(26.7%)

57
(56.4%)

14
(13.9%) 3.80 .735

[표 4-12] 젠더 교육과 관련된 교사효능감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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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1)

도덕 교사들은 젠더 교육의 실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수준의 교
사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주제와 내
용,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2]에 드러난 바와 
같이, ‘일상 속 성차별적인 상황을 인지하도록 지도하는 것(평균 4.10)’, 
‘성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지도하는 것(평균 4.16)’에 비해서 
‘젠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평균 3.76)’, ‘학생
들이 젠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탐색하려는 태도를 갖추도록 
지도하는 것(평균 3.80)’, ‘젠더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구조적 맥락을 
설명하는 것(평균 3.83)’에 대한 교사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나는 학생들이 젠더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 평화적인 

태도로 접근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0
(0.0%)

1
(1.0%)

19
(18.8%)

57
(56.4%)

24
(23.8%) 4.03 .685

나는 학생들이 성적 
불평등을 낳는 사회구조와 
제도,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1.0%)

1
(1.0%)

12
(11.9%)

67
(66.3%)

20
(19.8%) 4.03 .670

나는 학생들이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0
(0.0%)

1
(1.0%)

15
(14.9%)

60
(59.4%)

25
(24.8%) 4.08 .659

나는 나와 다른 성(性)의 
학생들이 젠더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1.0%)

5
(5.0%)

27
(26.7%)

56
(55.4%)

12
(11.9%) 3.72 .776

나는 나와 같은 성(性)의 
학생들이 젠더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0
(0.0%)

0
(0.0%)

14
(13.9%)

60
(59.4%)

27
(26.7%) 4.13 .627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 
4

(4.0%)
23

(22.8%)
34

(33.7%)
33

(32.7%)
7

(6.9%) 3.16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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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도덕 교사들은 도덕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일상 속 성차별이나 성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교육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제시되고 있는 젠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
는 교육 활동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덕과 수업에
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해 특히 낮은 수준의 효능감(평균 3.16)
만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젠더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가 자신과 같은 성별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평균 4.13)에 비해 자
신과 다른 성별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평균 3.72)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젠더의 당사자인 교사가 또 다른 젠더의 당사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
차

나는 도덕과 수업을 통해 
젠더 이슈를 

다루어본 적이 있다. 
2

(2.0%)
6

(5.9%)
12

(11.9%)
46

(45.5%)
35

(34.7%) 4.05 .942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도중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하였다.

3
(3.0%)

9
(8.9%)

20
(19.8%)

48
(47.5%)

21
(20.8%) 3.74 .986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도중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였다.

5
(5.0%)

19
(18.8%)

26
(25.7%)

35
(34.7%)

16
(15.8%) 3.38 1.112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관련 

연수를 받는다. 
21

(20.8%)
28

(27.7%)
28

(27.7%)
17

(16.8%)
7

(6.9%) 2.61 1.191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관련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탐색한다. 

22
(21.8%)

30
(29.7%)

26
(25.7%)

18
(17.8%)

5
(5.0%) 2.54 1.162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미디어 

및 각종 통계 자료를 
탐색한다. 

3
(3.0%)

6
(5.9%)

15
(14.9%)

41
(40.6%)

36
(35.6%) 4.00 1.010

[표 4-13] 젠더 교육과 관련된 수업 및 연구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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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1)

‘도덕과 수업을 통해 젠더 이슈를 다루어 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
한 응답은 평균 4.05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이었으나, 이를 위해 관련된 
연수를 받거나(평균 2.61),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탐색하거나(평균 
2.54), 성차별을 양상하는 법적․제도적 구조에 대해 연구(평균 2.95)한
다는 응답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해 ‘미디어 및 각종 통계 자료를 탐색(평균 
4.00)’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평균 3.52점을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제출한 도덕 교사는 15명에 달
하였다. 또한,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룰 때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교사는 69명이었으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교사 또한 
51명으로 과반을 초과하였다. 젠더 이슈를 다루는 수업에서 학생들로부
터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교사의 수가 과반을 차지한 만큼, 젠더 교육
과 관련된 수업 활동을 실행하는 데 도덕 교사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
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이 교
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업이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젠더 교육이 충분한 교육적 숙고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성차별을 양산하는 
법적․제도적 구조에 대해 

연구한다.

7
(6.9%)

26
(25.7%)

37
(36.6%)

27
(26.7%)

4
(4.0%) 2.95 .984

나는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다.

7
(6.9%)

8
(7.9%)

28
(27.7%)

41
(40.6%)

17
(16.8%) 3.52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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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젠더 교육의 개선 방향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14]와 같다.

※ 복수 응답 문항

‘사회 현안 활용(77.2%)’과 ‘미디어 활용(69.3%)’, ‘토의․토론
(65.3%)’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내러티브 활용
(41.6%)’, ‘학생 자율 탐구(39.6%)’, ‘사회 참여(23.8%)’, ‘강의
(20.8%)’ 순의 응답이 제출되었다. 특히 강의식 수업에 대한 긍정 응답
이 낮은 것은 젠더 개념이 지니는 다층성과 역동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반대로 사회 현안이나 미디어의 활용, 토의․토론의 방법에 대
한 응답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은 교사가 특히 ‘안
내자’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과연, 교사들은 
젠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충분히 훈련받았
을까? [표 4-15]는 젠더 교육과 관련된 교사 전문성 훈련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구분 N(%)
강의 21(20.8)

토의․토론 66(65.3)
학생 자율 탐구 40(39.6)
내러티브 활용 42(41.6)
사회 현안 활용 78(77.2)

미디어 활용 70(69.3)
사회 참여 24(23.8)

계 341(100.0)

[표 4-14] 젠더 교육의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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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1)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젠더 담론과 관련된 강의의 수강 경험에 대한 
문항에 ‘그렇지 않다(20.8%)’와 ‘전혀 그렇지 않다(36.6%)’라는 부정적
인 응답을 제출한 도덕 교사는 101명 중 58명(57.4%)에 달하였다. 대
학 교육에서도 젠더와 관련된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한희정, 2021), 교사들 또한 젠더 교육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젠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교육 경험에 대한 문항에 ‘그렇다(5.0%)’와 ‘매우 그렇다
(3.0%)’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제출한 도덕 교사는 8명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대학교 교육과정이 젠더 교육의 실천
을 위한 전문성 신장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장 교사로서 참여한 젠더 교육과 관련된 연수 경험에 대한 문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
차

나는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젠더 담론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였다.
37

(36.6%)
21

(20.8%)
11

(10.9%)
19

(18.8%)
13

(12.9%) 2.50 1.467

나는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젠더 교육을 다루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배웠다. 

47
(46.5%)

31
(30.7%)

15
(14.9%)

5
(5.0%)

3
(3.0%) 1.87 1.036

나는 도덕과 교사 연수
(신규 연수 및 1정 연수 포함)에서

젠더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였다. 

42
(41.6%)

35
(34.7%)

13
(12.9%)

8
(7.9%)

3
(3.0%) 1.96 1.067

나는 기타 교사 연수에서 
젠더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였다.
23

(22.8%)
19

(18.8%)
19

(18.8%)
26

(25.7%)
14

(13.9%) 2.89 1.385

나는 젠더 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수가 실시된다면 

이수할 생각이 있다. 
2

(2.0%)
5

(5.0%)
8

(7.9%)
37

(36.6%)
49

(48.5%) 4.25 .942

[표 4-15] 젠더 교육의 전문성 훈련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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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도덕과 교사 
연수, 혹은 기타 교사 연수에서 젠더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이수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각각의 문항에서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수가 운영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는 문항에는 무려 86명의 교사가 긍정적인 응답을 제출하
며, 젠더 교육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갈증을 드러냈다. 이러한 응답 결
과는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 교육 관련 연수의 부족을 보여준
다.

한편으로, 도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 젠더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였다는 응답(10.9%)에 비해, 기타 교사 연수에서 젠더 교
육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였다는 응답(29.6%)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
는 것은 젠더 교육에서 도덕과가 지니는 핵심적인 지위나 교사가 인식하
는 필요성에 비해 관련된 연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기타 
교사 연수에서 다루어지는 젠더와 관련된 내용들은 교과 수업의 실천적 
방법을 다루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응답 결과는 도덕
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천과 관련된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
차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해 도덕과 

교육과정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2
(2.0%)

4
(4.0%)

14
(13.9%)

47
(46.5%)

34
(33.7%) 4.06 .904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한 교사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0

(0.0%)
2

(2.0%)
6

(5.9%)
39

(38.6%)
54

(53.6%) 4.44 .699

현직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와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0
(0.0%)

3
(3.0%)

9
(8.9%)

40
(39.6%)

49
(48.5%) 4.34 .765

[표 4-16] 젠더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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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1)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교
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평균 4.51)과 교사 역량 개발(평균 4.44), 
사회적․행정적 지원(평균 4.43),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와 그에 대한 지원
(평균 4.34), 교육과정의 수정 및 보완(평균 4.06) 순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이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현장 교사의 
관점에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
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현행 도덕 교과서가 젠더의 주제를 다루
는 데 양적․질적으로 풍요로운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반
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0
(0.0%)

0
(0.0%)

9
(8.9%)

31
(30.7%)

61
(60.4%) 4.51 .657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사회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1
(1.0%)

1
(1.0%)

12
(11.9%)

27
(26.7%)

60
(59.4%) 4.43 .817



- 91 -

제 5 장 연구 논의

제 1 절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적 접근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
육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젠더 교육의 주제인 
‘양성평등’을 직접적인 성취기준으로 제시하는 교과는 도덕과뿐이라는 
점과, 개인․사회·문화·정치 등 다양한 층위를 아우르는 젠더 개념의 역동
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과 또한 도덕과라는 점에서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덕과 교육과정은 양성평등
교육이 함의하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공유하며 젠더 교육의 핵심적인 교
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천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젠더 교육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과 실태를 확인하여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천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과 보
완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설문 조사를 통해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도덕 교사들은 현재의 양성평등교육 체제 하에서도 도덕과 수업
의 교육목표를 젠더 교육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
나 동시에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존중과 배려의 문제로 보
거나,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 역량을 증대시켜야 할 문제로 보는 관점 
또한 확인되었다. 교육 목표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현행 교육과정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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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는 경계의 모호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젠더 교육의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다수의 도덕 교사들이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도덕과에 젠더 교육과 관련된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행 도덕과 교과서가 양성평등이
라는 당위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이해되어야 하는 젠더 문제들에 대한 
서술에 소극적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들의 강한 필요성의 인식은 젠더 교육의 핵심적인 교과로
서 도덕과가 지닌 가능성을 드러낸다. 교육 활동의 실행 주체인 교사가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적 실천에 긍정
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도덕 교사들은 도덕과 수업에서 구체적인 젠더 이슈들이 다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때 젠더 교육의 실천은 다양한 관점에서 전
개될 수 있으나 특히 배려와 존중의 실천보다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사
회 정의, 평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먼저 젠더를 주제로 하는 수업이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젠더 교육의 실행 주체로서 도덕과의 가능성을 증대시
킨다. 젠더는 그 자체로 다층성과 역동성을 지닌 개념으로서 사회적 현
안들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며 변주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도
덕 교사의 성별에 따른 젠더 불평등 인식의 차이는 교사 역시 젠더 갈등
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시선으로부터 공평한 관점을 취하기 어렵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교사들은 젠더를 주제로 하는 수업 활동을 전개
함에 있어서 동성 학생에 비해 이성 학생의 지도에 대한 효능감을 더 낮
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젠더 교육의 활동이 교사 및 학생의 
성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주제보다도 젠더를 주제로 
하는 수업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적 숙고를 요청한다. 

또한 도덕 교사들이 젠더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에 비해 실제 수업의 실행 빈도는 높지 않으며 학교급 및 교사 개인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젠더와 관련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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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함에 있어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면 젠더 교육의 실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사의 전문성 훈련 경험과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수업을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 도덕 교사들은 양성평등과 관련
된 교내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고 
응답하면서 도덕과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 요소가 제시될 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경
험과 사회적 현안에 따라 다양한 수업의 전개가 가능한 도덕과의 역동성
은, 젠더 교육이 다양한 층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행 방법에 대해 도덕 교사들은 강
의식 수업보다는 사회적 현안과 미디어의 활용, 토의·토론 등 학생 중심
의 활동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의식 수업에 대한 낮
은 응답률은, 하나의 지식 체계로서 젠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들로 하여금 젠더의 당사자로서 주체적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인
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젠더와 관련
된 주제를 교사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나가는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젠더 교육에 대한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문항의 결과는 다수의 도덕 
교사들이 도덕과 교과서에서 풍요롭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젠더와 관
련된 주제들과 사회적 현안으로서 젠더 이슈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에 부
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수의 교사들이 젠더와 관련된 주
제들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미디어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과 교과서의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들이 법적․제도적 구조에 대한 연구보다 미디어
의 활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정화되지 못
한 채 그대로 수업에 투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도덕 교사들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이 활성화되
기 위해서 도덕과 교육과정의 수정 및 보완, 교사의 역량 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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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 사회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제출하였다. 특히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
급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며 젠더 교육의 실천을 위해 
현행 도덕과 교과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도덕 교사들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
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젠더 교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도덕 교사들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원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젠더 교육의 목표
와 성격에 대한 교육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교사의 성별
에 따라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학생의 성별에 따른 교사효능
감의 차이가 확인되면서,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육적 숙고를 요청한다. 

제 2 절 도덕 교육적 함의
본 연구는 양성평등교육 및 현행 도덕과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초석으로서,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들의 인식과 실태에 대
해 조사하였다. 도덕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연구 결과, 도덕과 수
업을 통한 젠더 교육은 그 필요성에 비해 교육적 숙고가 부족하다는 점
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도덕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도덕과 교육에서의 젠더 관련 내용 요소의 강화 필요성
 
젠더는 자주 거론되는 어휘이지만, 국립국어원에서 젠더의 사전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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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개념이기도 하
다.32) 개인의 삶에서도 생물학적인 성으로서의 섹스(sex)와 사회문화적 
성으로서의 젠더(gender),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교차하면서 젠더
정체성이 구성된다(배은경, 2016)는 점을 고려하면 젠더는 하나의 고정
된 의미로 전수되기 어렵다.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양성평
등’이라는 용어는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의 번역어이다(배은경, 
2016). 그런데 양성은 생물학적인 차이에 기초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젠더’의 의미를 곡해시킨다(배은경, 2016; 허창수, 2019). 따라
서 ‘양성평등’의 개념은 ‘gender equality’의 개념을 충실하게 대변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대용(2017)은 생물학적인 차이가 반영된 ‘섹
스(sex)’의 사용을 대체하기 위해 합의된 ‘젠더’의 개념을 도덕과 교육이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젠더
가 함의하는 다층성과 교차성을 설명할만한 단어가 없다(배은경, 2016). 
그러므로 ‘양성평등교육’은 용어상의 한계를 가지며, 교육목표와 반대로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차에 기초한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실천적으로는 다른 주제의 성교육들과 모호한 경계를 이루며 
‘젠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UN은 SDGs에서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크로스 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로 강조하고 있다(장은하 외, 2018). 젠더가 지니는 교차성(배은
경, 2016)에 의해 젠더는 삶의 다양한 영역의 주제들을 포괄하며 전개
된다. 그러나, 우리 삶의 다양한 이슈에 젠더의 문제가 투영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젠더의 독립적인 주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
다. UNFPA(2018)는 CSE의 실행을 위한 하위 요소로서 ‘젠더 이해
(understanding gender)를 제시하고 있으며, UNFPA(2014: 11)는 ‘젠
더’는 CSE의 다른 주제들과 관련되는 동시에 ‘독립적인 주제(a 
stand-alone topic)’이며 CSE의 영역 밖에서도 다루어져야 함을 명시하
3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젠더’를 검색하면 중국 저장성 중서부 도시를 소개하

고 있다(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검색어: ‘젠더’, 검색일: 2022
년 6월 3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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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김세희와 신창호(2020)는 젠더 불평등 문제 자체를 다루
는 사회학적 논의와 젠더를 ‘교육’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다르다는 점에
서 다른 성교육과 구분되는 젠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은 젠더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드러내
고 있다. 젠더와 관련된 담론이 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차별의 현실 인식에서도 공유된 관점이 부재하고 있다는 점(김
보명, 2019; 류연규 & 김영미, 2019; 허창수, 2019), 그리고 특히 청소
년들이 온라인의 혐오표현에 노출되며 성별에 따라 젠더 문제에 대해 서
로 다른 이해를 구성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최윤정 외, 2020b) 학교 
교육을 통한 젠더 교육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젠더 교육의 중심적 교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도덕과는 
젠더 교육의 실행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이 젠더의 문제를 충실
히 다루지 못하면서 전통적인 젠더 규범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문
제점(민무숙, 2002; 손흥숙, 2004; 조경원, 2006; 배유경, 2015;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창수, 2019)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실제 수업이 실시되는 빈도가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도덕 교사들은 도덕과 교
육과정에 젠더 교육과 관련된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며 젠더 
교육의 주체로서 강한 책임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다수의 도덕 교사들은 젠더 교육의 접근이 
인간 존엄성과 인권, 사회 정의, 평화, 다문화(다양성) 등 다양한 관점에
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생물학적인 성(性)의 차이에 기
초한 배려와 존중의 관점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
적인 응답이 확인되면서 도덕과 교육을 통해 젠더 개념이 다양한 주제들
과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젠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룰 때 젠더 갈등과 그에 대한 해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은 젠더윤리
에 대한 교육과 관련되므로(김세희 & 신창호, 2020), 도덕과 교육은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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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교육의 담당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도덕과 교육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 젠더의 주제들은 무엇

인가? UNFPA(2018: 49-52)는 ‘젠더의 사회적 구조와 젠더 규범(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Gender Norms)’, ‘젠더 평등, 고정
관념과 편견(Gender Equality, Stereotypes and Bias)’, ‘젠더 기반 폭력
(Gender-based Violence, 이하 GBV)’을 젠더 이해를 위한 교육의 하위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성교육의 주제들과 관련되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내용 요소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들이다. [자료 5-1]
은 UNFPA(2018: 48-50)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Key Ide
a)33)를 정리한 것이다. 

33) UNESCO(2018)는 젠더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Key Idea’를 지식(knowledge), 태
도(attitudinal), 역량(skill)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용어로 ‘교육목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1 젠더의 사회적 구조와 젠더 규범(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Gender Norms)

12-15 
years

❶ 성역할과 젠더 규범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Gender 
roles and gender norms influence people’s lives).

❷ 연애는 성역할과 성 고정관념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Romantic relationships can be negatively affected by 
gender roles and gender stereotypes).

15-18 
years

❶ 자신과 타인의 성 편견에 도전하는 것은 중요하다(It is 
important to challenge one’s own and others’ gender 
biases).

❷ 동성애혐오증이나 트랜스포비아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이다(Homophobia and 
transphobia are harmful to people of divers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자료 5-1] ‘젠더 이해’ 교육의 핵심 아이디어(UNFPA, 2018: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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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젠더 평등, 고정관념과 편견(Gender Equality, Stereotypes and Bias)

12-15 
years

❶ 성 고정관념과 평견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다양한 성적 지향을 
자신 사람들에 대한 대우와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Gender stereotypes and bias impact how men, 
women, and people of divers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treated and the choices they can make).

❷ 젠더 평등은 성적 행동과 인생 계획에 동등한 의사 결정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Gender equality can 
promote equal decision-making about sexual behaviour and 
life planning)

15-18 
years

❶ 젠더 불평등, 사회적 규범과 권력의 차이는 성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성적 강요나 학대, 젠더 기반 폭력(GBV)의 위험을 증
가시킬 수 있다(Gender inequality, social norms and power 
differences influence sexual behaviour and may increase the 
risk of sexual coercion, abuse and GBV).

3.3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12-15 
years

❶ 성인, 청소년 및 권위 있는 위치의 사람들에 의한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GBV)은 인권 침해이다(All forms of GBV by 
adults, young people and people in positions of authority are 
a violation of human rights).

15-18 
years

❶ 친밀한 상대로부터의 폭력은 해로운 것이며 이를 경험한 사람
들을 위한 지원이 존재한다(Intimate partner violence is 
harmful, and support exists for those who experience it).

❷ 모든 사람은 젠더 평등을 옹호하고 성적 학대, 유해한 관행 및 
다른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GBV)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책임을 가진다(Everyone has a responsibility to 
advocate for gender equality and speak out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sexual abuse, harmful practices and 
other forms of G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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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1]에서 제시하고 있는 젠더 교육에 대한 UNESCO의 제안에 
기초하여, 도덕과 교육과정에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젠더 관련 요소
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젠더 불평등에 대한 탐구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성윤리 단원과 연계되는 젠더의 주제로서 
젠더 기반 폭력(GBV)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젠더와 관련된 주
제들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과정의 설계를 이루어 사회적 현안
으로서 다양한 젠더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젠더 불평등

먼저 ‘젠더 불평등’에 대한 탐구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성차
별에 대한 상이한 인식이 지니는 위험성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
서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젠더 불평등에 대해 
상이한 인식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갈등의 심화 요인이 될 수 있음
을 살펴보았다(류연규 & 김영미, 2019).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실시
한 설문 조사 결과, ‘도덕 교사’라는 직업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안에서도 성별에 따라 젠더 불평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 젠더 불평등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의 여성
은 약자인가?’라는 질문과 동일시되며 세대와 성별 간 상이한 이해와 그
에 기초한 갈등을 발생시킨다. 특히 청년 세대의 남성들은 우리 사회에
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불평등 현상은 공정한 결과이므
로,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
이라는 논리에 공감하고 있다(김보명, 2019). 그리고 여기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외면하고 있으며 남성들의 경험을 젠더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34) 문제가 있다. 

그러나 UNFPA(2018: 45)는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권력의 차이가 
가족, 친구, 커뮤니티와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다

34) 예를 들면 남성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젠더’에 기반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공정성’의 문
제로 다루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배은경, 2015; 김보명, 2019).



- 100 -

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자료 5-1]에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은, 학생들로 하
여금 젠더가 인간의 다양한 삶의 측면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
면서 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실천적인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2-15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의 
핵심 아이디어로 젠더에 기반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
향력을 행사하며, 그 영향력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대우뿐만 아니라 스스
로의 삶에서 선택을 이루는 과정에까지 관여함을 이해하는 것이 제시되
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젠더는 특정한 집단에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 전 구성원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해
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도덕과 교과서는 젠더 불평등의 문제
를 개인의 일상적 차원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루며 사회적 차원의 문제 
인식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과정은 젠
더 불평등에 대한 탐구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젠더 불평등과 관련된 일
상의 경험의 공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을 조
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과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임금 격
차, 고용, 인식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는 역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회
적 현안의 탐구를 안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젠더 불평등이 여성의 사
회적 삶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사회적 삶에도 작동할 수 있
다는 유연한 관점을 취해야 한다. 

젠더 불평등은 인간의 삶에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인 영향력을 행사
한다. 그리고 이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그 영향력은 특정한 성(性)만을 
겨냥하지 않으므로, 젠더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 속한 모든 개인은 
젠더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젠더 불평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개개인의 삶에 작동하고 있는 젠더에 대한 실존적 자각과 그에 기
초한 젠더 평등의 지향을 이루는 데 도덕과 교육이 중심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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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더 기반 폭력(GBV)

[자료 5-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UNFPA(2018: 48-50)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와 그로 인한 권력의 관계가 인간의 성적 활동
에서 폭력으로 발화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전개되어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GBV)이란 ‘젠더에 대한 차별, 
역할 기대 및 고정관념, 또는 신체적․성적․심리적 피해나 고통을 초래하
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성별과 관련된 차등 권력 상태에 근거한 폭
력’을 의미한다(UNFPA, 2018: 112). 이러한 UN의 관점은 폭력의 원인
이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성, 남성성과 같은 젠더와 성역할로부터 비롯
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김대군, 2018). 김대군(2018)은 젠더 기반 폭
력은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드러나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장
애인, 이주자, 계급이 낮은 남성, 성 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특성을 ‘여성성’에 포괄시켜 이에 대한 지배와 통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은 폭력의 원인이 ‘젠더’라는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 부
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성평등교육’ 체제 하에서 법적의무교육으로서
의 지위를 지니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
육’, ‘성폭력예방교육’은 젠더의 요소를 유의미하게 다루지 못하고,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는 교육 활동으로 전개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최
윤정 외, 2021). 또한 젠더 기반 폭력의 문제는 폭력의 원인이 사회적으
로 구성되는 젠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그 풀이와 이해는 사회적 차원
의 윤리 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대군(2018)은 
폭력 남성이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각과 책임감을 느끼는 ‘이야기’의 활
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폭력 남성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가부장적 가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서 성평등한 내러티브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윤리교육이 도
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의 개념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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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윤리 단원에서는 ‘이성 교제’에 대해 다
루고 있으면서도 성적 욕구에 대한 절제,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한 이성 
친구에 대한 배려의 실천을 강조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젠더’에 
기초한 폭력은 물리적인 차원으로만이 아니라, 지배와 통제의 형식으로
도 발화된다. 젠더가 양산하는 위계적인 권력의 관계와 그에 기초한 폭
력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인권에 대한 침해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UNFPA, 2018).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시민으로
서의 실천 의식이 고양되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덕과 교육
의 역할 수행이 요청된다. 

3) 젠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

우리 사회의 젠더 문제는 2015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화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이 그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허창수(2019)는 젠더 갈등이 발전적 논의를 이루지 못
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발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김보명
(2019)은 사회에 실재하는 성차별의 현실을 외면한 청년 세대 남성들의 
역차별 담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배은경
(2015)는 특히 청년 세대 남성들이 대안의 남성성을 경험할 기회가 없
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발화되고 있는 젠더 갈등은 다양한 젠더 문제를 
함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은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갈등의 전개 과정에서 생산되는 혐오표현들은 청
소년의 삶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최윤정 외, 2020b), 이
에 대한 교육적인 해법의 마련과 실천은 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현행 중학교 『도덕』교과서 가운데 사회
적 현안으로서 젠더 갈등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9종 가운데 단 1종뿐
임을 확인하았다. 그러나 젠더 교육에서 도덕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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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대해 고려한다면(최문선, 2011; 정창우, 2017; 이윤후, 2018; 김
세희 & 신창호, 2020; 김형렬, 2021) 이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내용 요소의 
강화와 탐구 기회의 부여가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덕과 교육과정이 취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용어는 
‘젠더평등’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젠더(gender)’를 
‘양성평등’이라는 번역어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문제
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성별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채택
된 ‘젠더’라는 개념을 ‘양성평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에 기초한 
용어로 대체함에 따라 양성평등교육은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조경원, 2006; 김대용, 2017; 엄혜진 & 신그리나, 2019; 허
창수, 2019)이 바로 그것이다. 배은경(2016)은 ‘젠더’의 의미를 완벽히 
담아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언어가 부재함으로 인해 정책과 제도적 측면
에서 다양한 번역어를 사용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됨을 지적하고 있다. 따
라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양성평등’이 아닌 ‘젠더평등’의 용어를 취
해야 한다. 

또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젠더평등’은 독립된 단원의 형태로 제시되
어야 한다. ‘젠더평등’이 독립된 성취기준으로 제시될 때 우리 사회의 젠
더 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현안으로서 젠더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도
덕』의 ‘양성평등’ 단원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 포함시켜 인권, 
공정, 사회 정의 등의 내용과 같은 층위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양성평등’을 ‘(2) 타인과의 관계’에 포함시키
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교육부, 2022: 82). 그러나 이는 개인의 성별뿐
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학적 정체성과 교차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젠더의 성격(배은경, 2016)과 일치하지 
않는 관점이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덕스러운 행위의 실천을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이다.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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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와 관련된 주제를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 배치한다면 젠더와 관련된 
문제들을 생물학적 성의 차이에 기초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축소시키
는 양성평등교육의 한계가 반복될 수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은 ‘양성평등’을 ‘젠더평등’으로 대체하고 독립된 단원
으로서 다루되, 그것이 사회 윤리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임을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젠더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젠
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는 젠더 교육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2. 젠더의 주제를 다루는 도덕 교육적 관점과 전략

본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를 통해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과 그에 기초
한 도덕과 교과서는 사회적 현안으로서 젠더 갈등이 내포하고 있는 젠더
의 문제를 밝히는 서술에 양적․질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조사 결과 도덕 교사들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긍정하고 
있었다. 이는 젠더 교육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는 도덕과의 교과적 성격
을 고려한다면(최문선, 2011; 정창우, 2017; 김혜진, 2018; 이윤후, 
2018; 김세희 & 신창호, 2020; 김형렬, 2021)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도덕 교사들이 젠더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이유는 
도덕과가 지니는 교과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안으로서 젠더 갈등
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롯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 교사들이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 수준을 높게 인
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도덕 교사들의 젠더 불
평등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함께 확인하였다. 류연규와 김
영미(2019)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젠더 갈등 인식은 성별에 따른 차
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젠더 불평등 인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도덕 교사 역시 성별
에 따라 젠더 불평등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류연규와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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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2019)는 이와 관련된 심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젠더 갈등의 인식이 
성별에 따라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에 의하
면 여성의 젠더 갈등 인식은 성차별의 경험과 높은 수준의 젠더 불평등 
인식에 기초하지만, 남성의 젠더 갈등 인식은 이와 무관한 요인들35)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젠더 불평등의 구조와 차별의 현실에 대한 
상이한 인식이 그 자체로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의 기저에는 성차별의 현
실 인식에 대한 불일치의 문제가 깔려있으며, 그러한 불일치는 특히 ‘우
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로 드러
난다(류연규 & 김영미, 2019; 김보명, 2019). 이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
인가’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도 관련된다. 김대용(2017)은 2009 개정 교
육과정의 『도덕』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총 6종의 교과서 가운데 3종 
교과서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3종의 교과서
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혜진(2018)
은 현행 『도덕』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9종의 교고서 가운데 2종만이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김대용(2017)
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김혜진(2018)은 
사회적 약자로 ‘여성’을 언급하는 것보다 ‘성별’을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같이 도덕 교육 연구의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바
라보는 이해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젠더가 지니는 다층성
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 교사 또한 성
별에 따라 젠더 불평등 인식의 수준에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면
서, 도덕 교사 또한 젠더의 당사자로 이해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이처
럼 도덕 교사 또한 젠더의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의 문제로
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육적 관점이 치
밀하게 구성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35) 류연규와 김영미(2019)은 젠더 불평등 인식이 젠더 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조절되고 있다. 여성은 성차별 경험이 많고 젠더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젠더 갈
등을 높게 인식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다르다. 20대, 대졸 이상, 보수적 정치 성향, 평등
한 성역할 태도를 지닌 남성일수록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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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젠더 교육에서 도덕 교사의 역할

그렇다면 젠더의 영역에 대한 도덕 교육의 접근은 어떤 관점에서 이
루어져야 하는가? ‘젠더’의 역동성과 다층성을 고려한다면 도덕과 수업
을 통한 젠더 교육은 지속적인 탐구와 함께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태
도의 함양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젠더 교육에서 도
덕 교사의 역할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 교사는 젠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삶에서 경
험하는 젠더의 문제를 직접 탐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차별의 사례들이 학생
들의 경험과 간극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전통적인 젠더 규
범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젠더는 시대와 흐름에 따라 다양
하게 전개되는 역동성을 지니며,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와 교차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으로 구성되므로(배은경, 2016), 고정된 지식의 산
물로서 제시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성세대가 아닌 학생들의 경
험에 주목해야 한다. UNFPA(2018: 50)은 중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젠
더 역할과 규범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Gender roles and gender 
norms influence people’s lives)’는 점을 핵심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젠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학생들 개인의 일상적 경험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젠더의 문제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
들은 학생 개인의 삶에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윤정, 
2020b).

둘째, 도덕 교사는 젠더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윤리적 가치를 지향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과 그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들을 교사들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성별에 따라 젠더 불평등
에 대해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도덕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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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도 드러나고 있다. 젠더의 문제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그 자체로 
갈등을 함의하고 있다(류연규 & 김영미, 2019)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다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관점으로 수렴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젠더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회 경
제적 특성들과 교차하며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으로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배은경, 2016)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 교사들은 수업
의 전개 과정에서 젠더의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젠더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공유되는 가운데 윤리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의 응답 결과, 도덕 교사
들은 젠더 교육이 인권과 인간존엄성, 정의, 평화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는 데 긍정적인 응답을 제출하였다. 이는 젠더에 대한 도덕과 수
업은 윤리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김세희와 신창호(2020)는 젠더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의 문제들을 논의
하는 것은 결국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생들은 도덕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젠더 교육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
는 젠더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성별과 세대, 또 다른 집단이 
경험하는 젠더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도덕 교사는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적인 역량이 증진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젠더의 주제를 다루
는 도덕과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실천적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젠더는 삶의 전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되므
로, 비판적인 문제 인식과 대안 탐구 능력에 기초한 실천적인 역량의 개
발이 필요하다. 한희정(2021)은 젠더 갈등에 대응하는 대학 교육의 방
법으로 젠더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제시하면서, 풍부한 사례를 활용하여 
문화 속의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를 통해 젠더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과 수업 또한 
젠더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젠더의 문제를 인
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108 -

2) ‘논쟁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

젠더 교육의 실천에서 도덕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현안으로서 젠더의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고, 젠더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을 포용하는 가운데 평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를 위한 실천적 역량이 증진될 수 있는 경험을 제공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젠더 
교육의 전략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교육의 전략으로서 
‘논쟁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이며, 그러한 논쟁을 
다루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과정의 일부이다(CoE, 2016: 35). 도
덕과 수업을 통해 논쟁적 이슈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현안
에 대한 탐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젠더와 관련된 사회
적 문제들은 그 자체로 논쟁적이다.36) 논쟁이 논쟁적인 성격을 유지한 
채로 수업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Beutelsbacher Konsens)’에 기초하고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당시 정치적 갈등이 극심했던 독일 사회에서 다
양한 정치적 관점을 지닌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된 정치교육
의 대원칙이다(Wehling, H. G., 2016).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골자는 학
습자 의견에 대한 강압을 금지하고, 논쟁적인 이슈는 수업에서도 논쟁적
으로 재현되어야 하며, 국가나 교사의 이익이 아닌 학습자의 이익을 추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특히 ‘논쟁 재현’의 원칙
(Wehling, H. G., 2016: 24)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김윤경과 박균열(2019: 165)은 ‘논쟁’은 특히 도덕과 교육에서 유효
한 교육적 전략으로, 특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과목이 그 자체로 
‘논쟁 수업을 위한 교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과 윤리』의 교육과

36) 예를 들면, 성별과 세대에 따라 젠더 불평등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젠더 불평등이 존재하는가?’는 논쟁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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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현대 사회의 윤리적 쟁점들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들은 지식학습 위주의 민주주의 교육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
지 않으며, 학생들이 논쟁적인 이슈를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함
을 강조하였다. 또한 Noddings와 Brooks(2018)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는 교실에서도 논쟁적이어야 한다’는 논쟁 재현의 원칙(Wehling, H. 
G., 2016: 24)에 기초하여 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밝히면서, 
젠더와 관련된 질문들을 이에 포함시켰다. 이들에 따르면, 특히 젠더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의 주체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젠더과 관련된 논
쟁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Noddings & Brooks, 2018: 169). 이들은 젠더와 관련하여 ‘남성성과 
여성성’, ‘성 고정관념’, ‘성차별’과 같은 이슈들이 구체적인 사건과 자료
와 관련되며 논쟁적 토론의 주제로 제시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37)

한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15)는 교실 환경의 다양성은 
교사가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활용한 논쟁 수업을 전개하도록 요청한다
고 보면서, 이를 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였
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안을 [자료 5-2]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37) 부분적인 예를 들면 남성성과 여성성과 관련된 논쟁을 전개할 때 ‘1909년에 출간된 
『인격교본』에 제시된 272명의 사람들 중 여성은 21명뿐’이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논쟁을 전개할 때 ‘상위 대학의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점수 
하락 원인으로 여성의 적성을 제시한 과학자의 발언’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Noddings & Brooks, 2018: 165-187). 따라서 논쟁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행을 
위해 도덕과 교과서는 풍요로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개인적 인식 및 자기 반성(Teacher personal awareness and

self-reflection)

•논쟁적 이슈의 본질과 그들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the nature of controversial issues and the challenges they pose)

•학급 및 학교 환경의 구성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the make-up of

the class and school environment)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능력(Ability to use and apply a

[자료 5-2] 논쟁수업을 위한 교육적 방법과 전략(CoE, 20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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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2]의 제안들은 논쟁수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
야 할 전문적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이다. 젠더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 자체로 논쟁적이며, 교사와 학생을 포
함한 사회의 모든 개인들은 젠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문제의 당사자
이다(Fiske & Stevens, 1993). 논쟁수업에서 교사는 ‘지식있는 전문가
(knowledgeable expert)’의 역할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도록 교육하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토론에 참여하는 방법들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하
생들에게 특정한 젠더의 관점을 강요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교사 
또한 특정한 관점에서 나름의 젠더 전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와 관련된 질문에 ‘공정한’ 답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젠더의 담론은 
역동적으로 전개되며 ‘지금, 여기’의 관점으로 다룰 수 없는 새로운 문제
로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논쟁수업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답은 젠더와 관련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
며, 그 논의의 과정은 언제나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세희

range of teaching styles)

•적절한 교실 분위기 조성 및 민주적인 학교문화 지원(Creation of an

appropriate classroom atmosphere and supporting democratic school

culture)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뼈대와 (토론의) 참여

전략을 소개하는 것(Introducing students to frameworks and strategies)

•‘지식 있는 전문가’의 역할 피하기(Eschewing the role of ‘knowledgeable

expert’)

•학생들이 편견을 인식하도록 교육(Training students to identify bias)

•효율적인 토론의 계획 및 실행(Ability to plan and manage discussion

effectively)

•다양한 전문 교육 기법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능력(Ability to use and

apply a range of specialised teaching techniques)

•다른 이해관계자와 교사의 참여(Involving other stakeholders an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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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창호(2020)는 젠더 교육을 통해 ‘나의 정체성, 나의 젠더, 젠더의 
본질, 사회적 관계와 역사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의미들과 고정관념들, 
기존의 전통적 고정관념이나 관행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페미니즘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주체로서, 
단단하게 스스로 선택하고 진위를 가려낼 줄 아는 비판적 인식(2000: 
295)’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Noddings와 Brooks(2018: 177)는 학생들이 적어도 “남성의 종
교적 전통이 ‘악과 여성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주장
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실재하며, 이
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지금, 여기’ 남성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차별의 극복을 위한 제
도 및 정책적 노력이 다른 또 다른 역차별을 낳는다는 청년 세대 남성들
의 담론(김보명, 2019)은 그 자체로 오류가 아닌 논쟁적 이슈로 수업에 
포함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실재한다는 사실과 별개로 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정당성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Noddings와 Brooks(2018: 190-191)는 차별철폐 조치를 둘러싼 
논쟁은 수업과 토론을 위해 가치 있는 주제라고 보면서, 교사가 역차별
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차별철폐 조치가 학교와 직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성(성)과 여성(성)의 특성을 구분하면서 그 차이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교육은 젠더의 문제를 남성과 여성 주체 사이 갈등의 프레임으
로 조망한다(한희정, 2021). 그러나 논쟁의 주체가 되어 젠더와 관련된 
논쟁적 이슈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실재
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가운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젠더와 관련된 논쟁적 이슈들은 남성과 여성 가운데 어
느 한 주체가 승리해야 하는 투쟁이 아니라, 젠더 젠더 규범에 기초한 
불평등한 질서와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논쟁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은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가운데 구성원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하며, 도덕 
교사는 이를 위한 교육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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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 교사의 젠더 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과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

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사회적 현안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
는 젠더 교육의 필요성은 도덕과에게 주도적인 역할의 수행을 요청한다. 
본연구의 조사 결과 도덕 교사들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필
요성을 강하게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도덕과가 젠더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과적인 성격에서 지니는 당위성과 실행 주체인 교사의 필요성 인식은 
젠더 교육의 실행 주체로서 도덕과가 지닌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이
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지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
고 보완되는 한편, 교사의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활성화된다
면 현장에서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천이 유의미하게 전개되
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교원연수기관 및 교원양성기관에 젠더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확
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덕 교사
들은 젠더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관련된 교육 전
문성 신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덕 교사들
의 의지를 지원할만한 교육 전문성 훈련의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범대학의 교육과정뿐만 아니
라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리고 이때 ‘젠더와 관련된 교육과정’이란 젠더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 강
화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과 함께 교사의 젠더 관점을 구성하는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의 교사와 예비 교사 또한 젠더의 영향을 받는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젠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허창수(2006)는 
교사가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함을 강조한
다. 교사가 자신의 젠더를 탐구하고 젠더 관점을 구성함으로써 젠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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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성과 복합성을 경험할 때,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수업에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앞서 제시한 사회적 현안의 탐구, 토론과 논쟁을 
통한 대안의 탐구, 이야기와 질문의 활용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장 교사에 대한 지원책이 다방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 사회적․행정적 차원의 보호가 요청된
다. UNFPA(2018: 85)는 전문성을 갖추고(Well-trained), 지원받으며
(supported) 의지가 강한(motivated) 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 활동
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교사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성을 다루는 교육 활동은 때로 교사
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도
덕 교사들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덕 교사들이 젠더의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다루
는 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사효능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도덕 교사들이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 주로 단편적인 사례 조사나 미디어 활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젠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부족을 암시한다. 도덕과 
수업에서는 젠더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요소들
을 발굴하고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도덕과 수업에서 젠더의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

식하에,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들의 인식과 실태에 대하여 설문 연
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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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설문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101명의 

연구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 문항을 활용한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집한 101명의 응답자 수는 도덕 교육과 관련된 타 연구에 
비하면 적은 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젠더 교육’이라는,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 교육적 숙고와 합의가 요청되는 역동적인 주제를 다
루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적 연구의 접근이 
젠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용이하였으나, 
교사의 응답 배경이 지니는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부족
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 교사의 성별에 따른 젠더 불평등 인식
의 차이가 젠더 갈등 인식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탐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구체적인 
성격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덕 교사 대상의 심층 면
접, 델파이 조사와 같은 질적 연구의 접근이 함께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는 도덕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젠더 교
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한정적 영역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
나 젠더의 개념이 도덕과 교육과정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과 관
련되어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양성평등 단원뿐만 아니
라 도덕 교과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젠더 교육적 검토가 요청된다. 정
진리(2019)는 도덕적 모범으로 제시되는 인물의 성별을 기준으로 『도
덕』 교과서 전반을 분석하면서,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도덕적 모범이 남
성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도덕 교과서에 제시된 도덕적 
모범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7.6%에 불과하다(Han, Park, Kim, 
Jeong, Kunii, & Kim, 2018; 정진리, 2019 재인용). 이 연구들은 교과
서 전체에 걸쳐 검토를 이루었으나 기준이 도덕적 인물의 성별에 한정되
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도덕과 교과서 전반에 걸쳐 인물의 성별
뿐만 아니라 삽화나 사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성차별의 
암묵적 용인 혹은 젠더 규범의 재생산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젠더 
교육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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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도덕 교육에서 젠더의 주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도덕 교사의 인식과 도
덕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여 젠더 교육의 실행 주체로서 도덕과의 주도적
인 역할 수행의 타당성을 밝히고 젠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덕과 교
육의 개선의 방향을 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현장 연구 결과, 도덕 
교사들은 젠더 교육과 관련된 수업 실천의 빈도, 교수효능감의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면서도 젠더 교육의 실행 주체로서 도덕 교사가 지니는 높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의 주제을 다루는 도덕 
교육의 접근 방향을 비판적 재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나, 실천
적 차원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후속 연구 및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연구
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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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젠더의 개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성을 지
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젠더 갈등의 문제를 분
석하였다. 2015년 이후 우리 사회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혐오 
담론을 바탕으로 소모적인 젠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젠더 의식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성차별의 현실 
인식과 공정성에 대한 감각을 왜곡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또한 온
라인의 혐오표현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젠더 갈등의 심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시대적 요청과 함께 교과 수업 중심의 교육으로 변모하는 학교 현장
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의 실행 주체는 도
덕과가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은 양성평등교육이 
지닌 문제와 한계를 공유하고 있어, 사회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도덕과 교과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젠더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을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젠더 교육의 실행 과정에서 많은 부분
에 대한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
는 실제 수업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덕 교사를 대상으로 젠더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를 조사하였다.

중등학교 도덕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덕 교사들
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
고 있으며, 도덕과 교육과정에 젠더와 관련된 담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
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덕 교사들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실제 수업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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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덕 교사들은 젠더 교육에 대해 평균 
이상의 교사효능감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주제와 내용, 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젠더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젠더의 사회구
조적인 측면을 다루는 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사효능감을 보이고, 
수업 연구 과정에서 단편적인 사례 조사나 미디어 활용에 의존하는 것으
로 확인되어, 도덕 교사의 젠더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
의 연구가 요청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젠더 교육을 위한 전문성 훈련의 경험이 없으면서
도 젠더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수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 교사들은 성별에 따라 젠더 불평등 인식의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세대별․성별에 따라 상이한 젠더 이해에 기초하여 심화되고 있음
을 고려한다면, 도덕 교사들이 젠더 교육 활동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도덕 교육적 숙고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재구성주의의 관점
에 기초한 제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외에도 젠더의 주제에 접근할 수 있
는 도덕 교육적 관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덕과 수업을 통한 젠더 교육에 대한 도덕 교사들의 높은 필요
성 인식과 책임 의식은 젠더 교육의 실행 주체로서 도덕과가 지니는 잠
재성을 보여준다. 특히 젠더 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수가 진행된다면 참
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을 제출한 교사가 전체의 응답자 가운데 85.1%
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도덕 교사들의 젠더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적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개선, 교수학습 자료 및 연수 과정의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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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ers' Perception and Actual 
Conditions of Gender Education 

through Moral Classes
JO HEE JEONG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iscusses practical methods of gender education. 
Korean society is suffering from the influence of gender conflicts 
developed online. The gender conflict in Korea is especially 
unfolding around the youth generation and is also exerting influence 
on students. Therefore, an educational approach to this is inevitable.
  However, there is a disadvantage in that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Korea, which is compose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s 
difficult to practice as a practical educational activity. In addition, 
school changes scheduled for after 2025 suggest that value delivery 
should be made through moral class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gender education 
through moral classes through a survey of moral teachers in Korea. 
Moral teachers formed a consensus that gender education through 
moral class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y felt a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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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as the execution entity of gender education. However, 
on the one h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various support measures 
to revitalize gender education through moral classes. In this study, it 
is argued that the curriculum should be improved, moral education 
strategies should be considered, and administrative support should be 
provided.

keywords : gender education, gender equality education, gender 
conflict in Korea, moral teacher, expertise of gend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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