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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시설 및 교원조직 운영 실태: 공학과 별학 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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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남녀공학 교육형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 나라 공학 교육은 실질적인 양성 평등
교육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확대․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학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성별 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 운영상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의 학교 운영 실태 및 시설현황을 분석해 본다. 연구 방법은 서
울, 대구, 경기, 전북, 제주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2차의 수정작업을 거쳐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결정직의 구조에서 상위직의 여성의 비율이 남녀
공학과 남학교에 비해 여학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열별 주요 교과 교사의 성
별 분포에서는 인문계 교과에서 여교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문계 영역
의 여성의 편중 현상은 인문계 계통의 대학에 여학생의 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에서도 보여
지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교복 착용이나 교훈 등에서 여학생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시설물도 부족하게 제공받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학교의 운영체계는
학생들에게 역학 모델로서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 교육형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남녀공학이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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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양성평등교육에 공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
택되어 우리 나라에는 1985년에 발효된 여성차별 철폐조약에서 남녀간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
여 남녀공학을 장려함에 따라 꾸준히 남녀공학의 비율은 증가되어 왔다. 즉, 1985년에 중학교의
52.3%, 고등학교의 33.9%이었던 남녀공학의 비율은 1998년 현재 중학교 59.3%, 고등학교 47.7%로 특
히 고등학교의 공학비율 증가율이 현저하다(한국교육개발원, 1998). 그러나 남녀공학 확대의 당위성
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학교육이 오히려 성 정형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성 평등 교육을 위해 공학교육이 확대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사회적 상황적 요인
에 따른 경제적 방편으로 이용되었던 측면이 강하다. 1960년대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농어촌 지
역에는 학생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 남녀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교를 만들기보다는 공학
학교로 통합할 경제적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도시지역의 경우도 1974년 이후 계속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근거리 위주의 학군별 남녀학생 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수급상
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재정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공학고의 신설이 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우리 나라의 공학 교육은 실질적인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확대되고 있으
므로, 공학의 실질적인 운영실태와 양성평등 실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한 실정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학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크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현재의 남녀공학은 대부분 남학교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고 학교시설과 교육은 남학생 중
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설과 설비 면에서 여학생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다. 남녀공학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공학과 여학교, 남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 실태 및 시설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성별 학교 유형
에 따른 학교 운영상의 차이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남녀공학 고등학교 시설현황을 조사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조사를 한다. 공학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부분들이 완비
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공학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 설비
적인 면들이 제대로 구비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여학생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학교 운영 면에서는 교내의 의사결정 조직 및 중요 교과 교사의 성별 분포를 비롯해서 학생들의
계열별 성별 분포, 학생회 조직현황, 진학 현황, 특별활동, 교훈 및 교육목표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
으며, 학교 시설 면에서는 화장실 시설과 교실 외 시설 현황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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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남녀공학에 대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 측면에서 행하여져 왔다. 즉, 성적 정체
감과 강점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공학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이다. 몇몇 경
험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녀공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적응과 학교 생활면에서 남녀공학의 장점을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Dale, 1971;
Atherton, 1973; Harris, 1986) 이성과의 원만한 관계를 확립하고, 학교생활에 보다 흥미를 갖도록 하
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남녀공학이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학업에의 관심 및 학업성취 면에서 남녀별학의 장점을 제시하는 연구자들은(Coleman, 1961;
Feather, 1974; Lee & Bryk, 1986; Riordan, 1990) 남녀공학과 별학의 학생들간 학업성취도에서 별학
의 학생들이 우세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성간의 조화로운 발달과 기타 학업 외의 활동에 대하여
남녀공학 학생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반면, 학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어 성취도에서
별학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견지하고 있다.
셋째, 여성주의적 접근에서 남녀공학은 여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시키고 있는가
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남녀공학은 성 정형화된 사회적응을 촉진시키고 있으므로 오히
려 여학생에게 양성평등한 입장의 잠재력 개발 면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Arnot, 1983; Byrne, 1978; Deem, 1978, Mahony, 1985; Marland, 1983).
남녀공학의 운영 특성과 성별관계, 그리고 정책과제를 연결시킨 국내의 연구는 서구의 연구에 비
하여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단계이다. 그 중에도 여성주의 시각에서 남녀공학을 비판적으로 본
연구로는 정세화, 조경원(1989), 김영화(1990), 민무숙(1992), 정해숙, 정경아(1995), 강보길(1997) 등이
있다.
가장 최근에 포괄적으로 남녀공학 실태조사를 한 정해숙, 정경아의 남녀고등학교의 운영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남녀공학에서의 여교장, 여교감, 여교사 등의 역할모델이 여학교에 비해 더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교과영역에서의 성 전형적 선택, 진학과 직업선택에서의 성전형성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교사에 의한 양성에 대한 다른 대우, 여성 비하적 발언과 교
내 성희롱의 경험 등은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연구지역이 서
울에 국한되어 있고, 조사대상의 공학이 모두 성별분리학급이라는 점은 급증하고 있는 공학의 전국
적 현상과 혼성반의 증가와 관련하여서는 전체적인 경향을 읽는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민무숙(1992)은 성별 유형의 학교가 학생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공학과 별학을 비
교하였다. 민무숙은 남녀공학과 별학이 각각 학생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관점이 부
족하다고 보고, 전통적인 관점과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경험적인 자료들을 사용해 검증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녀공학의 긍정성은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녀의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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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와 동등한 교육환경을 추구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여학교가 보다 긍정적인 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남녀학생 모두에게 정의적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공정
한 태도와 공정한 관심도에 있어 교사들의 영향력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여학생의 입
장에서 여학교가 갖는 장점을 남녀공학과 비교하여 성찰하게 함으로 우리 나라의 남녀공학의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보인다.
김영화(1989)의 경우는 한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남녀공학체제가 성적 차별의식의 감소에 기여
하는가에 관해 연구를 전개했다. 김영화 역시 한국사회에서 남녀공학이 성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일
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녀혼성 상황에서 오히려 남성지배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서 여학생이 과업수행에 유능하다고 기대되도록 집단의 상황을 변화시
킬 때 남성지배현상이 사라짐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단지 기존에 남녀공학을 정의하는 방식으로서
동일교실, 동일효과, 동일교수방법 및 동일 교재만으로는 성평등을 성취하기 어려우며, 성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함을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김영화의 연구는 남녀
학생의 물리적인 통합만으로 공학 내에서의 성평등의 성취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제언한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강보길(1997)은 남녀공학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나, 교육현장에서의 성별담론이 학생의 정
체성 구성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의 성취지향성을 저하시킨다고 보고 있다. 강보길
은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의 연구를 통해 학교의 교육목표, 교육이념, 교사의 가치관에 의해 성 역할의
사회화, 성별 노동의 재생산 그리고 학생들의 인격, 태도, 행위를 통제함을 밝혀내었다. 결론적으로
강보길은 여성성/남성성의 이분법에 근거한 교사들의 성 고정관념과 성 편견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
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학생의 권력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
은 강보길의 연구결과는 비단 여학교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이며,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의 정체
성 구성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의 인성발달이나 성취력 향상에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강보길의 문제제기는 남녀공학에서도 연구되어져
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공학을 성별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모두 남녀공학이라는 형식 그
자체가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가져온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남녀공학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현시
점에서 과도기적으로 공학보다는 여학교에서 여학생을 위한 역할 모델이나, 다양한 활동 및 참여의
기회, 상대적으로 낮은 성전형성을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역으로 여학교가
여학생의 학습과 생활, 성취감 향상을 위해서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남녀공학의 확대를 부정적
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은 역으로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남녀공학에서의 개선점들이 많이 나타나
고 있음을 뜻한다. 선행연구들이 남녀공학이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의 장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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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조건과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는 데 의미 있는 교육체제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점들은 남녀공학의 개선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매우 유의미한 연구
들이라고 볼 수 있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남녀공학 운영실태 및 내실화 방안에 관한 본 연구는 조사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고등학교이며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개발은 연구진
의 수 차례에 걸친 집중 협의회를 통하여 제 1차 개발되었고, 전문가와 교사, 학교행정가 및 교육부
관계 인사와의 워크숍을 개최한 후 수정 보완되었다. 제 1 차 설문지 검토와 수정은 학교 교사와 행정
가들의 입장에서 용어의 선택이나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개
발된 학생용, 교사용 설문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교사들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제 2 차 수정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설문지의 주요 내용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설문지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용 설문의 주요 내용은 학교내의 의사 결정직 성별분포, 담당 교과 교원수, 계열별 학생수, 총
학생회 조직, 교복착용 현황, 진학현황, 특별활동, 학교별 교훈 및 교육목표, 그리고 학교시설 등이다.
설문지 조사 방법은 교육부의 협조 공문을 첨부하여 표집 학교에 설문지를 우송하여 각 학교에서
1부씩 작성한 것을 반송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절차
연구대상 학교로는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1,149개교 중 5%에 해당되는 53개교를 서울, 대구, 경기,
전북, 제주에서 표집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중에서 설문지를 회수한 학교는 남녀공학 18개교,
여학교 12개교, 남학교 13개교로 회수율은 81.1%이며, 분석대상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나누어 보면<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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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 대상 학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학교수
20개교 (서울시 14개교, 대구시 6개교 )
20개교 (경기도 13개교, 전북 5개교, 제주시 2개교)
3개교 (제주시 1개교, 전북 2개교)
43개교
III. 학교 유형별 시설 및 운영실태

1. 학교내의 의사결정직 성별분포
표 2>는 학교에서 실천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교장 및 교감, 부장교사들의 성별 분포와 전체
교사의 성별 분포를 학교 유형별로 나타내고 있다.
<

<표 2> 학교유형․성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분포

전체교사

남녀공학
(18개교)
여학교
(12개교)
남학교
(13개교)
계

여
373
(35.8)
239
(38.4)
82
(9.6)
694
(27.5)

남
669
(64.2)
384
(61.6)
773
(90.4)
1826
(72.5)

여
2
(11.1)
4
(33.3)
0
(0)
6
(14)

교장

남
16
(88.9)
8
(66.7)
13
(100)
37
(86)

여
0
(0)
0
(0)
0
(0)
0
(0)

교감

남
18
(100)
12
(100)
13
(100)
43
(100)

단위 : 명(%)
부장교사
여
남
24
163
(12.8) (87.2)
22
106
(17.2) (82.8)
5
138
(3.5) (96.5)
51
407
(11.1) (88.9)

저, 남녀공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녀공학에는 전체 교사 중 여교사가 35.8%이고 이에 비해 부
장교사의 비율은 12.8%에 불과하며 교감은 1명도 없고 교장 역시 2명으로 11.1%에 불과하다. 여학교
는 여교장의 수가 4명으로 33.3%이고 부장 교사도 17.2%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공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학교는 전체 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이 9.6%인데 교장, 교감 모두가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부장 교사도 5명으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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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로 나타나 남학교에서 여교사 임용을 꺼려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위직 의사결정에의 여교사
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지에 의하면 부장 교사의 경우에도 교무부
장, 연구부장, 생활지도부장과 같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은 대부분이 남교사이고 여교
사의 수는 남녀공학 1명, 남학교 0명, 여학교 3명으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교사는 남교사에
의해 독점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교사의 비율을 보면 여자 27.5%, 남자 72.5%인데 교장, 교감,
부장 교사의 경우 여교사의 비율은 각각 14%, 0%, 11.1%로 여교사의 비율이 전체 여교사의 반 이상
임을 나타내고 있다.

2. 담당교과(교원 수)
표 3>은 인문계 주요과목의 성별 교사 분포를, <표 4>는 자연계 주요과목의 성별 교사 분포를
학교 유형별로 나타내고 있다.
<

<표 3> 학교 유형․ 성별 교사 분포(인문계)

국어
과목
학교
여
남
66
94
남녀공학 (41.3)
(58.7)
38
69
여학교 (35.5)
(64.5)
10
118
남학교 (7.8) (92.2)
114
281
계 (28.9)
(71.1)

여
66
(45.2)
26
(28.9)
13
(10.8)
105
(29.5)

영어

남
80
(54.8)
64
(71.1)
107
(89.2)
251
(70.5)

여
44
(27.8)
25
(25.8)
11
(9.6)
80
(21.7)

사회

남
114
(72.2)
72
(74.2)
103
(90.4)
289
(78.3)

<표 4> 학교 유형․성별 교사 분포(자연계)

수학
과목
학교
여
남
남녀공학 29(21.0) 109(79.0)
여 학 교 15( 18.1) 68(81.9)
남학교
3( 2.4) 120(97.6)
계
47(13.7) 297(86.3)

여
40(31.3)
23(31.5)
9( 7.6)
72(22.6)

과학

남
88(68.7)
50(68.5)
109(92.4)
247(77.4)

단위 : 명(%)
계
여
남
176
288
(37.9) (62.1)
89
205
(30.3) (69.7)
34
328
(9.4) (90.6)
299
821
(26.7) (73.3)

단위 : 명(%)
합계
여
남
69(25.9) 197(74.1)
38(24.4) 118(75.6)
12( 5.0) 229(95.0)
119(17.9) 54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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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학과 여학교에서의 인문계 교과(국어, 영어, 사회)의 여교사 비율을 보면 각각 37.9%, 30.3%
로 남학교의 인문계 교과의 여교사 비율 9.4%에 비해 훨씬 높다. 전체적으로 인문계 과목의 여교사의
비율은 26.7%, 남교사의 비율은 73.3%인데 이것은 <표 Ⅰ>의 전체교사 수에서 여교사 27.5%, 남교
사 72.5%과 비슷하다. 또한 남녀공학과 여학교에서의 자연계 교과(수학, 과학)의 여교사 비율을 보면
25.9%, 24.4%로 남학교에서 자연계 교과의 여교사 비율 5.0%에 비해 훨씬 높다. 전체적으로 자연계
과목의 여교사의 비율은 17.9%, 남교사 82.1%인데 이 비율은 인문계 과목과는 달리 전체 여교사 수
의 비율의 1/2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여교사의 자연계 비율이 전체 교사 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여교사의 비율은 자연계에 비해서 인문계
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3. 계열별 학생 수
표 5>는 계열별 성별 학생 분포를 학교 유형별로 나타내고 있다

<

단위 : 명(%)
2학년
3학년
총학생수
여
남
여
남
여
남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남녀 1327 2798 2541 1833 1279 2663 2546 1624 2606 5461 5087 3457
공학 (32.2) (67.80) (58.1) (41.9) (32.4) (67.6) (61.1) (38.9) (32.3) (67.7) (59.5) (40.5)
1799 3723 - - 1868 3738 - - 3667 7461 - 여학교 (32.6)
(67.4)
(33.3) (66.7)
(33) (67)
4123 2474 - - 4319 2548 - - 8442 5022
남학교 - - (62.5)
(37.5)
(62.9) (37.1)
(62.7) (37.3)
3126 6521 6664 4307 3147 6401 6865 4172 6273 12922 13529 8479
계 (32.4)
(67.6) (60.7) (39.3) (33) (67) (62.2) (37.8) (32.7) (67.3) (61.5) (38.5)
<표 5> 계열에 따른 성별 학생분포

남학생들의 경우 남녀 공학에서는 인문계가 40.5%, 자연계 59.5%이고, 남학교에서는 인문계가
37.3%, 자연계는 62.7%로 남학교 학생들의 인문계 비율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낮고 자연계 비율은 공
학보다 다소 높다. 여학생들의 경우 남녀 공학에서는 인문계가 67.6%, 자연계가 32.3%이고 여학교에
서는 인문계가 67%, 자연계는 33%로 여학교 학생들의 인문계 비율은 남녀공학과 여학교 모두에서
별 차이 없이 인문계를 훨씬 선호하고 있다. 남학생들의 인문계와 자연계의 비율 차이는 20%정도인
반면 여학생들의 인문계와 자연계의 비율의 차이는 35%로 남학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1.5배 이상의

고등학교의 시설 및 교원조직 운영 실태: 공학과 별학 간의 비교 95

차이가 나는데 이를 통해 여학생들이 도구적 교과를 많이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학교 유형에 따른 계열 분포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남학생들의 자연계, 여학생들의 인문계
편중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후에 이 학생들이 진로선택을 할 때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

4. 수학과 여교사의 담당학년, 계열별 분석
학교별 전체 교사의 담당학년과 계열별 분석에 관한 설문지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수가 아주
적고, 기재된 내용도 잘못된 것이 많은 관계로 타 과목들을 제외한 수학과 여교사의 담당학년과 계열
별 분석만을 <표 7>과 같이 나타내었다.
각

<표 6> 조사대상학교․수학과 여교사가 있는 학교 수 분석표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조사대상학교
14(100)
12(100)
13(100)

수학과 여교사가 없는
학교 수
4(28.6)
5(41.7)
10(76.9)

단위 : 개교(%)
수학과 여교사가 있는
학교수
10(71.4)
7(58.3)
3(23.1)

<표 7> 수학과 여교사의 학년․담당계열 분석표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1학년
7(70 )
6(85.7)
3(100)

단위 : 개교(%)
2학년 인문계 2학년 자연계 3학년 인문계 3학년 자연계
6(60 )
5(50 )
5(50 )
4(40 )
4(57.1)
3(42.9)
3(42.9)
4(57.1)
1(33.3)
2(66.7)
1(33.3)

표 6>은 조사대상학교 중 수학 교과에 여교사가 있는 학교 수를 학교 유형별로 조사한 것이다.
남녀공학과 여학교의 경우 각각 71.4%, 58.3%의 학교에 여교사가 존재하지만 남학교에서는 23.1%로
여교사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7>은 여교사가 주로 가르치는 학년은 몇 학년인지, 그리고 주로 어떤 계열을 가르치는 지 학
교 유형별로 조사한 것이다. 먼저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7>에서 남녀공학 학교의 수학과 여교
사의 학년별 분포를 보면 여교사는 1학년에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고 2학년, 3학년 순으로 많이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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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여학교와 남학교의 경우도 1학년에 85.7%, 100%로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고 2학년, 3학년
순으로 배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시에 상대적으로 덜 부담을 느끼는 1학년에 여교사를 배정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계열별로 여교사의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공학의 경우에 2학년과 3
학년 모두 자연계보다 인문계에 더 많이 배정되어 있고 여학교의 경우에도 2학년과 3학년 모두 자연
계보다 인문계에 더 많이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교의 경우는 인문계보다 자연계에 여교사
가 더 많이 배정되어 있다.

5. 총학생회 조직(남녀공학의 경우)
<표 8> 남녀공학의 총학생회 임원분포

전체 임원수
회장 수
부회장 수
각 부서 부장
각 부서 차장

여
166(45.9)
2(11.1)
17(54.8)
46(33.3)
83(42.8)

남
196(54.1)
16(88.9)
14(45.2)
92(66.7)
62(57.2)

단위 : 명(%)

표 8>은 남녀공학의 총학생회 임원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임원 수를 보면 남학생 54.1%, 여
학생 45.9%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회장의 경우 여학생의 수의 비율은 11.1%로 거의 대부
분 남학생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부회장의 여학생 비율은 54.8%로 남학생 45.2%보다 수치적으로는
약간 높다. 하지만 이것은 대표는 남자, 부대표는 여자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서 부장 역시 여학생의 수의 비율은 33.3%에 불과하다. 이 현상은 남녀 공학에서 나타
나는 성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분포가 학교라는 조직을 이끌고 의사결정의 경험과 함께 리더
쉽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학생 자치 조직인 총학생회 조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학생회의 조
직활동이 남성중심의 지도력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

6. 교복착용 현황
조사대상 학교 43개교는 모두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남녀공학과 여학교의 경우 여학생들이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아래 <표 9>와 같이 실시하였다.

고등학교의 시설 및 교원조직 운영 실태: 공학과 별학 간의 비교 97

<표 9>여학생들의 교복착용에 있어서 스커트와 바지선택착용에 관한 조사

단위 : 개교(%)
스커트 고정착용
16(88.8)
12(100)
28(93.3)

선택착용
2(11.1)
0( 0 )
2( 6.6)

남녀공학
여학교
계

표 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학생이 있는 학교의 약 93.3%가 스커트를 고정적으로 착용하도
록 하고 있으며, 여학교에서는 100%가 스커트를 입게 되어있다. 특히 남학생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
는 남녀공학에서도 여학생들이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하여 입을 수 있는 학교가 2개교에 불과한 상태
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스커트를 입어
야 한다는 학교나 사회의 선입관 때문에 모두 다 스커트를 입도록 권유받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

7. 진학현황
표 10>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진학 현황으로써 여기서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 모두를
포함시켰다.
<

<표 10> 졸업생 중 남녀 대학 진학현황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계

여
2056(68.2)
4483(79.9)
-

6539(75.8)

진학

남
2561(71.7)
-

5750(83.4)
8311(79.4)

여
956(31.7)
1129(20.1)
-

2085(24.1)

비진학

남
1009(28.2)
-

1147(16.6)
2156(20.5)

단위 : 명(%)
총학생수
여
남
3012 3570
5612
6897
8624 10467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약 68.2%이고 남학생의 진학률은 약 71.7%로 그 차가 약
3.5%로 나타났으며, 여학교의 경우 진학률이 약 79.9%이고 남학교의 진학률은 약 83.4%로 두 학교의
진학률 차이를 보게 되면 남학교가 약 3.5% 정도 더 진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공학과 분리학교의 남녀 진학률의 차이는 모두 3.5% 정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진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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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공학의 남학생들과 남학교의 남학생들과의 진학률을 비교해 보면, 남녀
공학이 약 71.7%, 남학교가 약 83.4%로 남학교의 남학생들이 약 11.7% 정도 더 많이 진학을 하였고
남녀공학의 여학생과 여학교의 여학생 진학률을 비교해 보면 남녀공학이 약 68.2%, 여학교가 79.9%로
여학교의 여학생들이 약 11.7% 정도 더 많이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녀공학의 전체진
학률이 분리 학교의 남녀학생들보다 약 11.7% 정도 적게 진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11>은 졸업생 중 4년제 대학 진학 학생들의 전공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자연계, 인문계, 예체
능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11> 4년제 대학 진학생의 전공분포

단위 : 명(%)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총학생수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남녀 550(33.4) 1257(76.5) 965(58.7) 902(39.4) 128(7.7) 126(5.5) 1643 2285
공학
여학교 1558(34.7) - 2580(57.4)
355(7.9) - 4493 남학교 - 3433(61.8) 1883(33.9) - 241(8.3) - 5557
계 2108(34.4) 4690(59.8) 3545(57.7) 2785(35.5) 483(7.9) 367(4.7) 6136 7842

남녀공학의 경우 자연계로 진학한 여학생이 약 33.4%, 인문계로 진학한 여학생이 약 58.7%로 약
25.3%가 더 많이 인문계로 진학하였다.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 약 76.5%가 자연계로 진학하였고
39.4%만이 인문계로 진학하여 여학생과는 반대로 남학생은 약 37.1% 더 많이 자연계로 진학하였다.
이 현상은 여학교와 남학교에도 그대로 이어져 여학교의 경우 인문계로 진학한 여학생이 약 57.4%,
자연계로 진학한 여학생이 약 34.7%로 나타나 그 차가 약 22.7%였으며, 남학교는 자연계로 진학한
남학생이 약 61.8%, 인문계로 진학한 남학생이 약 33.9%로 여학교와는 반대로 약 27.9%정도 자연계
로 더 많이 진학하였다. 다음으로 남녀공학과 남학교, 남녀공학과 여학교의 진학생 전공분포를 비교
해 보면, 남녀공학의 남학생들이 남학교의 남학생들보다 약 14.7%정도 더 많이 자연계로 진학하였으
며, 여학생은 여학교의 여학생이 남녀공학의 여학생들보다 약 1.3% 더 많이 자연계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녀공학의 여학생들이 여학교의 여학생들보다 인문계에 더 많이 진학한다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남녀공학의 전공 편중현상이 더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예체능계는 여학생은
약 7.9%, 남학생은 약 4.7%로 전체 진학률에 비해 그 진학률이 아주 적으며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남
녀 모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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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 유형별 교훈 및 교육목표
학교별 교훈 및 교육목표를 살펴봄으로써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에 강조하는 덕목에 어떤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 12>와 같이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의 교훈 및 교육목표를 조사해 보았다.
<표 12> 각 학교별 교훈 및 교육목표

남
녀
공
학

여
학
교

교훈
지혜의 눈, 진리의 길, 창조의 눈
성실하고 아름답고 근면하자.
자율, 협동, 성실
너희는 세계의 빛이다.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
바르고 힘차게 나래를 펴자
성실하고 창조적인 인간
성실하고 봉사하는 창조인
박애, 지성
지성, 협동
성실하고 유능한 인간
봉사의 정신을 품어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 실천하는 인물이 되자.
성실하고 슬기롭게
성실, 정의, 창조
긍지, 자율, 실천
건강하고 성실한 지성인이 되자.
면학, 협동, 창조
경건한 여성이 되자. 작은 일에 충실
하자. 부덕 높이자.
참다운, 깨끗한, 씩씩한, 부지런한,
믿음직한 여성이 되자.
슬기롭고 아름답고 참되어라.
자유, 사랑, 평화
믿음으로 살자. 제 할 일을 다하자.
서로 돕고 섬기자.
성실, 협조, 순결
아름답고 성실한 여성이 되라.
슬기롭고 상냥한 여성이 되자.
참되게 살자. 부지런히 배우자. 은혜
에 보답하자.
맑고 곱게, 부지런히, 튼튼하게

교육목표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슬기로운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지덕체기예가 조화된 인간교육,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
간교육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민주시민 육성
애국생활, 과학생활, 민주생활, 면학생활, 건강생활
입주, 자아실현
사랑으로 봉사하는 민주시민을 기른다. 창의적인 실력인을 기른
다.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실력인을 기른다.
책임감과 창의력으로 21세기를 열어가는 심원인
자주인, 교양인, 학습인, 건강인, 협동인
건강인, 자주인, 창조인, 도덕인, 애국인
탐구하는 창조인 계발, 극복하는 의지인 육성, 봉사하는 사회인
배출
창의성, 조화로운 인격, 건강한 체력, 민주시민의 태도를 기른다.
예의바르고 학업에 열중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인
봉사적 인물, 지도자적 인물, 민주시민, 인격자, 창의적인 인물
새 세기의 주역양성
학생주도 학습태도의 정착,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애국인, 자주인, 창조인, 도덕인, 건강인
국가생활, 사회생활, 탐구생활, 과학생활, 보건생활.
건강한 심신, 자주적 능력, 창의적인 사고력, 도덕성
봉사, 애국, 자주, 실력 있는 건강한 여성
정직하고 예절바르고, 창조적, 자율적이고 건강한 사람
기독교 신앙 위에서 인격완성하고 봉사하는 성실 유능한 여성
미래 사회를 선도할 능력 있는 여성지도자를 기른다
지혜롭고 정서적인 교양인,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인, 조화롭고
건전한 문화인
민족주체성이 뚜렷한 여성상 확립,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
의 단련
생활의 과학화와 창조의 개척정신 함양, 근면 자조정신의 생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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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정의, 협동, 창조
어질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멋있게 살아가자.
성실, 창의, 자주
순간적인 감정에 살지 말고 큰 흐
름에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니라.
나를 알며 참에 살고 공부하며 일
하자.
빛

자율, 협동, 봉사
개척, 협동, 봉사
사랑, 정성, 존경
성실, 근면, 봉사
창의, 성실, 협동
자율, 자립
남 자강,
학 참되게 살자.
교

교육목표
창조적이고 협동하는 한국인 육성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창조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식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멋을 아는 사람
주체의식 강한 민주시민, 인간성 함양의 도덕인, 봉사하는 협동인.
특기적성을 개발하는 생산인, 심력과 체력이 강인한 건강인
심신이 건전한 사람, 인성이 바른 사람, 생활능력 있는 사람을 기
르자.
애국애족하는 정신함양, 창조개척하는 학습지도, 사회봉사하는 생
활실천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창의적, 도덕적인 자
율적인 육성
자율, 협동, 봉사정신을 갖춘 유능한 민주적 한국인 육성
빛의 직분을 다하는 인간육성
교육보국의 이념으로 지적인 면에만 치우치지 않고 인성교육에
노력하여 올바른 민족사관에 투철한 한국인 학생으로 가치관을
갖고 가정, 사회,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
아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을 기
른다.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으로 새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 인간을 기른
다.
적성과 능력에 따르는 인성교육으로 창의력과 사고력을 지닌 인
재육성
풍부한 정서와 체력을 갖춘 조화로운 인격을 도야한다.
예의바르고 실력있는 인재, 세계화에 대처하는 창의적인 역군
민주사회를 이끄는 자주적인 시민, 심신이 건전한 건강인을 기른
다.
꿈과 사랑을 심어주고 대화가 있는 학교
어질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학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가르치고 존경받는 교사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자아의식이 투철한 사람을 기른다.
능동적으로 미래사회를 개척해 나아가는 개성 있고 창의성이 풍
부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협동 봉사하는 사람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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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교훈을 살펴보게 되면 남학교에서는 자율성, 지도력, 극기 등을 강조하는 교훈이 대부분
이며, 여학교의 교훈은 여성스러움과 여성으로써의 자세와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거의 50%에 해당된
다. 특히 이 중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교훈에 포함시킨 학교가 41.6%에 해당되는데 남
학교에서는 ‘남성’이라는 단어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남녀공학의 교훈은 남학교의 교훈과 비슷
한 게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성실성을 강조하는 교훈이 50%에 해당되었다.
또한 각 학교별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남학교의 교육목표는 국가적 사명감과 책임감, 지도력, 추진
력 등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학생들을 지칭 할 때도 사람, 민주시민, 인간
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비해서 여학교의 교육목표를 보게되면 여성이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
고 있다. 남녀공학의 교육목표는 남학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자주인, 창조
인, 건강인, 도덕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학교가 많았다.
각

9. 화장실 및 교실 외 학교시설 현황
표 13>은 조사 대상 학교의 화장실 시설을 조사한 것으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화장실 변기 수를
나타내고 있다. 남학교인 경우에는 소변기와 좌변기 수를 합쳐서 변기수로 계산하였다.
<

<표 13> 화장실 시설 현황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여
12160명

학생수

16371명
19651명

남
12919명

여
0.05개

1인당 변기수
0.052개
0.1개

남
0.09개

남녀공학의 화장실 변기 수를 살펴보면 남녀 학생 수는 비슷한데 변기 수는 남학생용이 1인당 0.09
개, 여학생용이 0.05개로 여학생용이 남학생용 보다 거의 1/2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분리
학교에서도 여학교가 남학교보다 1인당 변기수가 1/2정도 더 적다는 것을 <표 13>을 통해 알 수 있
다. 전체적으로는 1인당 변기수가 0.1개가 있으며, 남녀공학이나 남녀 분리학교 모두 여학생의 1인당
변기수가 남학생에 비해 1/2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여학생의 화장실
시설이 남학생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에서 두 배 이상 시간을 쓴다"라는 결과가 나와 이와 같은 사실을 화장실
시설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1999년 11월 10일). 또한 Banks(1991)는 화장실 평등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건축비용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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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진정한 평등의 의미는 비용의 평등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이 2.3배정도 더 길기 때문에
같은 사람수라 하더라도 똑같은 화장실 사용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가 남자
화장실의 변기수보다 15～20%정도 더 많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위의 분석 결과를 살
펴보게 되면, 우리 나라 학교의 화장실 시설은 여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는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실 외 시설 수를 조사한 것이다.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모두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그 수를 표로써 나타내었으며, 체육시설은 따로 학교 수를
조사하지 않고 그 종류와 개수만을 기재하였다. 단, 여기서 남녀공학은 여학생을 위한 시설만을 조사
한 것이다.
<표 14> 교실 외 학교시설 보유 현황

남녀공학
평균면적(m2)
여학교
평균면적(m2)
남학교
평균면적(m2)

단위 : 개교(%)
탈의실이 있는 휴게실이 있는 생활관이 있는
총
체육시설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용실 10개
11(61.1)
3(16.7)
3(16.7) 여학생시설: 무샤워
18
실 2개
64.90
88.25
523
91.4
체육실 4개, 무용실 6개
1(0.08)
1(8.3)
6(50)
12
탁구실 1개
17.6
58
386
1504
체육단련실 2개
체육관2개, 체육시설4개
2(15.4)
2(15.4)
2(15.4) 강당 3개, 실내코트 1개
13
태권도실1개, 체조실1개
유도실 3개
8
187.5
771
1704

표 14>를 살펴보면, 여학교 중 탈의실이 있는 학교는 1개교로 그 면적이 17.6m2 이고, 휴게실이
있는 학교가 1개교에 면적이 58m2, 생활관이 있는 학교수가 6개교로 평균면적이 386m2 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학교는 탈의실이 있는 학교가 2개교로 평균면적이 8m2 이고 휴게실이 있는 학교가 2개교,
생활관이 있는 학교가 2개교로 그 평균면적이 각각, 187.5m2, 771m2 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탈
의실을 제외한, 휴게실, 생활관은 남학교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면적에서도 여학교보다 훨씬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면에서도 남학교가 여학교에 비해 시설물이 다양하
고 평균면적도 넓게 나타났다. 한편, 남녀공학의 여학생을 위한 시설은 여학교에 비해서는 더 많이
갖추고 있으나, 평균면적으로 보면, 남학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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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논의

1. 결론
학교시설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고등 학교 중 18개의 남녀공학 고등학교, 12개
의 여학교, 13개의 남학교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직 및 주요교과 교사의 성별 분포, 학생들의 계열별
성별 분포, 학생 조직, 교복착용 현황, 진학현황, 특별활동, 학교별 교훈 및 교육목표, 화장실 및 교실
외 학교시설 보유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고등학교의 여교장, 여교감, 여교사 비율은 각각 2.8%, 1.6%, 31.0%로 99년 9월
1일 기준 우리 나라 전체 여교장, 교감, 교사 총괄표에 따르면 중학교의 여교장, 여교감, 여교사 비율
은 각각 9.2%, 10.5%, 62.3%이므로 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여성 희소 현상이 두드러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지배 현상은 여러 교육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남녀공학의 총학생회 임원
조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힘과 결정권을 갖는 상위직에는 남학생이, 보조적인 역할에는 여학생이
위치하는 현상이 이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직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여학교의 경우 여교장, 여교감, 여부장 교사들의 비율이 33.3%, 0%, 17.2%로 그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정해숙, 정경아(1995)의 학교 내에서의 의사 결정직 성별 분포를 보면 남녀공학과 남학교
에서의 의사결정구조는 상위직에 있는 여성이 과소평가 되는 성별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조
적으로 여학교에서는 여성들이 의사결정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과 동일하다.
둘째, 계열별 주요 교과 교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인문계 교과의 여교사 비율(26.7%)이 전체 여교
사의 비율(27.5%)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자연계 교과의 여교사 비율 17.9%는 전체 여교사
비율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교사는 남녀학생들에게 역할모델을 제공하는데 수학과 과학교과에서
의 여교사의 낮은 비율은 남녀학생 모두에게 수학은 남성적 영역이며 수학, 과학 관련 직업은 남성을
위한 직업이라는 사고를 은연중에 하게 되고 이는 여학생들의 계열선택과 진로선택, 나아가서는 여
성의 낮은 취업률에까지 잠재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96년 통계연보에 따
르면 여학생과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53.1%와 56.6%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각각, 79.4% 75.8%로 그 비율이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조사 모두 다
남녀간의 진학률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공학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별학인 여학교, 남학교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성별 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인문계에 67.3%, 자연계에 32.7%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남학생은 인문계에 38.5%, 자연계에 61.5%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여학생은 인문계에 남학생
은 자연계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남녀공학이나 남녀별학 간에 차이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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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계열 선택 양상 및 계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한 권오남ㆍ박경미ㆍ
임형ㆍ허라금(1999)의 연구에 의하면 계열을 선택할 때, 고등학교의 계열 선택에서부터 대학의 교육
과정이 직업과 연결되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직업관, 장래 취업 및 대학 진학 등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다고 한다. 반면, 직업과 연결되기 힘든 현실로 인해, 여학생들은 계열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
성’ 내지는 ‘부모님의 기대’ 라는 개인적이고 가족적 차원에 더 의존한다고 한다. 따라서 계열 선택에
있어서 남녀 불균형 문제의 핵심은 학교 내부의 교육문제일 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 문화, 가부장적
제도와 함께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때의 이런 계열별 편중 현상은 대학 진학시 전공선
택에도 이어져 여학생들은 인문계열의 전공을 선호하며, 남학생들은 자연계 계통의 전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는 심각한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직업세계에
서 여성들의 저조한 참여율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선호되고 있는 직종 대부분이 남성들이 편중되어
있는 자연계열과 관련이 깊은데 비해 대학 진학 시 여학생들은 인문계 계통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열 선택에 있어서 남녀 불균형 문제의 핵심은 학교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 성별 불균형 문제와도 연결이 깊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열 선택에 있어서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복착용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여학생들의 스커트 고정 착용의 비율이 93.3%로 자신
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에서 정해 놓은 대로 스커트를 착용해야 하는 학교가 많았다. 이는 여자들
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통념이 교복 착용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성들의 활동 범위가 과거
에 비해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진 지금, 여성 의복에 대한 선입관은 더 적극적인 여성 활동을 위해 사
라져야 할 한 요소로 생각된다.
다섯째, 학교별 교훈과 교육목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여학교의 교훈이나 교육목표는 여성의 덕목
과 자세, 태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으며, 특히 직접적으로 ‘여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학교의 교훈 및 교육목표는 자율성, 지도력, 극기 등을 강조하는 교훈이 많
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인간’이라 함은 남성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인간
을 지칭할 필요가 없고 여학생인 경우는 인간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 번째, 화장실을 비롯한 교실 외 학교 시설물을 조사해 본 결과 여학생의 1인당 변기수가 남학
생의 1인당 변기 수 보다 1/2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화장실에서 두 배
이상의 시간을 쓴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아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여
학생들의 화장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그밖에 학교 시설물을 조사
해 본 결과 여학생을 위한 시설이 남학생을 위한 시설보다 그 평균면적에서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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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체육시설 면에서는 여학교가 남학교나 남녀공학의 여학생을 위한 체육시설에 비해 그 종
류가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통하여 최근 들어 공학화가 되어가고 있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별 학
교유형에 따른 학교 운영 체계와 시설 현황이 남녀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장, 교감, 주임교사 등 학교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 참여가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의사결정직
에서의 이러한 성별 구조는 여러 교육적 문제를 초래한다. 상위직에의 남성 지배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성 차별적 교육경험이나 성 정형화된 태도나 의식들을 당연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의사
결정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학교 내에서의 직급별 성별 위계구조는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로서 작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이끌어 가는 단체활동에서도 똑같
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즉, 힘과 권위를 갖는 상위직에서는 남성이, 보조적인 역할은 여성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여학교의 경우는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의
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학생들에게 역할 모델로서 작용
할 만큼 충분한 수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의사결정직에
의 낮은 여성비율은 국가의 교육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더욱이 앞으로 공학이 더욱 확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결정직에의 여성 과소대
표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정 비율의 여성을 교장이나 교감으로 임명하기 위한 목표
를 연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 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담당교과 분석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전체
여교사 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문계 교과 담당 여교사의 비율은 전체 여교사의 비율과 거의 일치하
지만 자연계 교과 담당 여교사의 비율은 남교사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학생들의
계열선택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여학생들은 인문계 계열에, 남학생들은 자연계 계열에 편중되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여성은 언어영역에 남성은
수리영역에 강하다는 잘못된 통념과 사회적 남성 우월사상이 교사와 부모, 학생들 자신에게까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부터 여교사가 수학, 과학과 같은 자연계 과목을
지금보다 더 많이 담당하도록 하여 남녀학생들에게 성 차별적 고착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좋은 역할
모델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교사들을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서 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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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여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는 것
도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남학생들을 위한 시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화장실 시설 면에서 여학생들의 1인당 변기수가 남학생의 1인당 변기수의 1/2
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에서 두 배 이상 시간을 쓴다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설
문조사 결과와 그에 따라 현실적 대처를 해나가는 해외의 일반적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나라
학교현장에서는 여학생들의 생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설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교실 외 시설을 보더라도 여학교에는 ‘무용실’과 같이 일률적인 체육시설이 있을 뿐, 남
학교의 다양한 체육시설과는 대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평균면적도 여학교가 남학교나 공학에 비
해 더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학교의 교훈과 남학교의 교훈을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듯
이 여학교에서는 암묵적으로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하며, 여성으로써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학교시설에도 이러한 고정된 관념이 적용되어 여학생들에게는 그다지 많은 체육시설
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 면에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
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들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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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study on facilities and organization of teachers in
co-educational and single-sex high schools
Kwon, Oh-Nam․Kwak, Sam-Geun․Im, Hyung․Huh, Ra-Keum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co-educational and single-sex Korean high schools in terms
of their facilities for each gender and organization of teachers for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3 high schools in Seoul, Daegu, Kyonggi, Chonbuck, and
Cheju areas. Data were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 which includes questions on gender
distribution of teachers for decision making processes, educational golas, school facilities for
each gender, and others. The percentage of male teachers involving decision-making processe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teachers in both co-educational high schools and single-sex
high schools. Further, this study revealed that girls were lacking for school facilities such as
playground, toile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eachers, educators, policy makers should aware
of these facts in order to achieve gender equity and equality in high sch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