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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남성과 여성의 차별,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의 차별, 일반인과 장애인의 차별을 최
소화하기 위한 양성평등 교육은, 일반아동 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초등학교 시
기가 최적기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삽화에 등장하는 남녀의 행동 양식 모방 가능성이
크고, 성인 직업인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 직업의 세계를 넓혀 나간다. 따라서 삽화는 특
수교육대상자의 양성평등 의식에 관여하는 바가 크다.
연구 대상은 2011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교과용 도서 1∼2학
년군 ㉮/㉯, 3∼4학년군 ㉮/㉯, 5∼6학년군 ㉮/㉯와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
정 과학교과용 도서 단계별 Ⅰ․Ⅱ․Ⅲ이다. 분석 도구는 2종으로, 분석 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과 인물 분석지이다 . 과학 교과는 실제 사실을 다루기에 객관성을 중시하므
로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로 현행 도서와 기존 도서의 아동과 성인을 포함한 남녀 등장 수는
양성이 동등하였는데 현행 교과서에는 여성이, 기존 교과서에서는 남성이 더 많이 등
장하였다. 둘째로 현행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에 비해 성인 직업면에서 남성형과 여성
형 직업으로 뚜렷하게 양분되었다. 셋째로 장애인 등장 면에서 현행 교과서는 기존 교
과서에 비해 장애의 종류와 장애를 가진 인물의 등장 수가 적었다. 종합하여 볼 때, 현
행 교과서는 양성의 등장 수를 고려한 점을 알 수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양성의 직업
을 구분 짓고 장애 인물 묘사에 둔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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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우리 사회는 높은 교육열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민주주의의 이념이
사화 정의로 구현되고, 선진국 대열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보건, 복지의 수준도
매우 향상되었다. 그러나 딸을 딸답게, 아들을 아들답게 키우려는 가정 내 성역
할에 대한 고정 인식이 남아 있으며, 직업 선택 역시 고정관념이 있어 남아가
선호하는 소방관, 군인, 파일럿 등의 직종은 마치 금여의 구역으로, 여아가 선호
하는 간호사, 조리종사원, 플라워아티스트는 금남의 구역으로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여성채용목표제의 실지, 군 가산점 폐지 등 제도에 힘입어 여성의 공직 진출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나 고위직 여성공무원은 여전히 낮은 비율이며 대부분 하
위직에 집중배치 되어있으며(김순옥, 2002), 실제로 소득에 대한 성별불평등이
존재하고, 상용정규직 여성의 평균소득은 남성의 약 67%수준으로서 불균형적으
로 임금분포 하위그룹을 차지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3). 여성장애인이 비
장애인뿐만 아니라 같은 장애인 내에서도 차별을 받는다(정한나, 2010). 성과 관
련된 문제는 전통적으로 성에 대해 터부시해오던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이들이 갖는 어려움을 핑계로 특수교육에서는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수학교교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새로이 관심을 가
지고는 있으나 담당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성 관련 문제들에 대해
서는 일반학교교사들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김자경,
2004).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일반 초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
음을 알려주는 연구들이 있다.
유치원 교사의 전통적 성 역할 인식이 양성평등교육 의지와는 다르게 교수태도
에 반영 되고(이정화, 2002),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초등교사는 고연령, 고경력,
고직급일수록, 여교사가 보다 양성평등 의식과 행위가 높았다(이규락, 2003), 대
부분의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박혜진, 2012).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 교육은 평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존엄한 인간이기에 양성평등의 가치를 내면화하
고 그들의 삶에 녹아들게 하여 개인의 성취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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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시켜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준은 신체와 지적 능력에 따라 다양하
며 그들의 형편과 요구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본질이
다. 동종의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그들의 성별에 따라 학습목표가 바뀌
지 않아야하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감 또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양성평등
교육을 경험한 아동은 선천적으로 결정된 성보다 개인 능력이 우선됨을 알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도 고정적 성 역할을 학습한다. 인간의 발달에서 성 역할이나 성
의식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가 대체로 많은 연구에서 초등학교 시기라고 말한
다(정해숙·구정화·최윤정, 2010). 특수아동들도 가정, 또래, 학교로부터 고정 성
역할을 학습하므로 어른들은 평등한 관점의 성 역할의 가치관을 함양한 모델을
보여 주어야하고 이를 전수할 의무가 있다. 교사 역시 양성평등의 가치를 외현
화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특수아동의 성 역할 내재화에 도움을 주
어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지닌 특
수교육대상자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남성형 직업으
로 알려진 경찰관·소방관·집배원·과학자·국회의원도 여자가 할 수 있음을, 여성
형 직업으로 알려진 미용사·간호사·조리종사원·교사도 남자가 할 수 있음을 가
르친다면 특수아동의 직업 탐색을 공고히 할 수 있고, 이는 훌륭한 전환교육으
로 이어질 수 있다. 김영순(2003)은 정신지체 특수학교 초등부 교과서의 직업 유
형을 분석하면서 특수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직업군의 종류와 직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서로 구현되며,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서
의 삽화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가장 설득력 있는 매개이다.
Piaget의 구체적 형식물과 Bruner의 영상적 표현 양식이 이를 뒷받침한다.
Piaget의 인지발달 시기의 계열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이 특정 시기에 도달하는
연령은 개인과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Piaget는 초등학교 시
기는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나, 다만 학
생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김정민, 2009). Bruner는 어떤 교
과든지 지적으로 정직한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
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송군희, 2009).
특히 특수교육 초등학교 기본 교육과정에서 과학 교과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교과는 객관성과 과학성, 정확성을 기반으로 탐
구하는 교과이므로 교과서 삽화는 타 교과에 비해 양성평등 요소가 가장 뚜렷하
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재림·정해숙(2002)은 양성평등 관점의 7차 교
육과정 교과서 분석에서 학문세계의 기초 지식을 다루는 초등학교 수학과·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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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과서는 사회적 관념이나 인식이 침투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만을 다루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쉽다고 하였다. 둘째, 국제 비교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수
학과 과학 성적에서 성별 간 격차가 큰 나라로 확인된 사례(노국향, 2001)와 같
은 흐름이 현재 과학과 교과서에서 개선되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과학 수업은 과학실이라는 일정한 공간에 물리적 통합을 기본으로 특수교육대상
자 일반 아동과 함께 남녀의 구분 없이 다양한 활동과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
과학교과용 도서에 나타난 삽화가 양성 평등한 관점에서 그려졌다면, 사전에 같
은 배경지식을 갖는다는 면에서 통합교육의 기본이 되면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넷째, 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 있는 교과는 초등
1,2학년의 경우는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과 같은 통합교과이며, 3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사회과, 실과, 도덕과, 체육과 등이 해당되어(박혜진, 2012), 과학 교과
의 양성평등 연구는 과거 중요시 되었던 몇몇 주지 교과목에 비해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의 개관은 다음과 같다. 2011년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은 공통 교
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을 참여하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5개 학년군으로 나
누고, 교육내용의 범위와 수준, 성취 기준,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규
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러한 2011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근
거하여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국립특수
교육원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6책 11종(국어, 사회, 수학, 과학/실과, 체육,
음악, 미술)의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였다(국립특수교육원, 2014).
초등 특수교육에서의 삽화의 기능 및 영향력은 매우 크다. 최지혜(2009)는 문자
를 통한 개념습득이 어려운 발달지체 장애학생들의 학습자 특성상 학습과자의
성격과 어울려서 교과서의 삽화를 통한 표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초등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과학교과용 도서에 실린 인물 등
장 삽화를 분석해 양성평등 실태 및 성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이
를 통하여 양성평등의 가치가 구현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8년 개정(기존)과 2011년 개정 교육과정 아래
개발된 과학교과용 도서(현행)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비교․대조하는 것을 중
요하게 생각하였다. 과거에 비해 현재에 양성평등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는지 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연구문제

첫째, 현행 교과서와 기존 교과서 인물 삽화 중 성인과 아동을 포함한 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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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등장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현행 교과서와 기존 교과서 인물 삽화 중 성인 직업인의 등장 빈도와 직
업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현행 교과서와 기존 교과서 인물 삽화 중 장애인의 등장빈도는 어떠하며
장애영역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분석 자료는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과학교과용 도서 단계별
Ⅰ․Ⅱ․Ⅲ과 2011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교과용 도서 1
∼2학년군 ㉮/㉯, 3∼4학년군 ㉮/㉯, 5∼6학년군 ㉮/㉯이다. 지도서를 참고하여
인물삽화 중 사진․그림․만화 장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과학교과용 도서 단계별 Ⅰ․Ⅱ․Ⅲ은
2009년 1, 2학년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3, 4학년과 2011년에는 5, 6학년까지 확
대되어 적용되었다. 2011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교과용
도서 1∼2학년군 ㉮/㉯는 2013년에, 3∼4학년군 ㉮/㉯는 2014년에, 5∼6학년군
㉮/㉯는 2015년에 적용되었다.

2. 연구 절차
초등교사 12명(A), 특수교사 12명(B), 교육대학원 초등 특수교육전공에 재학 중
인 대학원생 12명(C), 교육대학원의 기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12명(D)을
연구 참여자로 삼아, 각 집단의 총 48명에게 설문지를 사전(2015년 5월)과 중간
(2015년 6월) 총 2회 배부/회수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분석 틀 마련 과정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다. 2014년 8월 14일, 사전 설문지는
지도교수,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현직 초등 특수교사, 교육대학원 초등
특수교육전공에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 대학원생, 총 4명과 춘천교육대학교에서
1차 협의 후 연구자가 작성하였는데, 분석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을 묻는 1종(분
석 대상 선정/제외 기준)과 인물의 성별, 연령, 직업 유무 등을 묻는 2종(삽화
등장인물 및 성인 직업 분석지)으로 구성하였다. 2015년 5월 6일, 중간 설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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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2명(A), 특수교사 2명(B), 교육대학원 초등 특수교육전공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2명(C), 교육대학원 기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2명(D), 각 집단 8
명에게 총 2종의 설문지를 배부/회수(～5월 29일)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타
당성 있는 모든 분석 기준을 수용하였다. 2015년 6월 8일, 분석 기준표의 문장구
성 보완을 위해 A,B,C,D 각 그룹에 10명씩 40명에게 기준표를 제공하여 그 중
에서 반복적으로 채택된 문항을 기준으로 분석 기준을 확정하였다(～6월 30일).

2. 분석 도구
1)분석 대상 선정 도구
분석 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은 <표Ⅰ-1 >, <표 Ⅰ-2>와 같다. 내용에 따라
각 출현 빈도수는 1회로 산출하였다.
<표 Ⅱ-1> 분석 대상 선정 기준
내용
실험이나 활동을 주도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같은 쪽에 같은 인물이 등장하되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신체 일부가 가려져 있으나 옷, 머리 모양 등으로 성별을 알
수 있는 경우
실험/활동 과정에 번호를 붙였을 경우
만화에서 내용이 이어지는 경우

교과서 예시
1∼2학년군㉮ 46쪽
3∼4학년군㉯ 177쪽
1∼2학년군㉯ 215쪽
과학 Ⅲ 217쪽
5∼6학년군㉮ 111쪽

<표 Ⅱ-2> 분석 대상 제외 기준
내용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얼굴이 나와 있지 않거나 가려진 경우
다른 쪽에 등장하되 같은 삽화로 등장하는 경우
(상기, 종합)
단원 마무리(복습)
대단원 표지 차시 안내
영아, 유아
10명 이상의 군중
삽화 속의 삽화(액자형)
학습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로 반복하여 등장
우리나라의 조상 및 서양의 과거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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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Ⅲ 26쪽
과학 Ⅰ 26쪽
3∼4학년군㉮ 42쪽
3∼4학년군㉯ 32쪽
과학 Ⅲ 56쪽
과학 Ⅱ 91쪽
과학 Ⅱ 55쪽
과학 Ⅲ 94쪽
5∼6학년군㉯ 106쪽
과학 Ⅲ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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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 직업 분석 도구
(1) 성인 직업인
오재림·정해숙(2002)의 연구에서 삽화 번호와 등장인물 번호를, 김경희(2008)의
연구에서 성별 판단 기준(생김새, 신체적 특징, 머리 모양, 옷, 장신구 및 소지품
등)을 차용하였다.
성인 직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직업을 알 수 있는 경우, 직업과 관련된 의
상 및 소품을 착용한 경우,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경우이
며, 전업주부는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을 하거나 시장바구니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였다. 생업과 취미에서는 소품, 주변인과의 관계, 배경을 파악하여 경계를
두었다.
기초조사로써 분석 자료 총 9권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직업을 살펴보았는데,
경찰관, 소방관, 군인, 운전사, 건축가, 의사, 과학자, 기술자, 전업주부, 미용사,
간호사, 교사, 승무원, 기상캐스터, 조리종사원이 나타났다. 여기에 전업 남편, 여
성 군인(군무원) 등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겨난 직업도 포함하였다.
(2)성별 대표 직업
성인 직업 양상 분석을 위해서 분석 자료에 나타난 직업이 남성형 직업과 여성
형 직업으로 양분되는지 알아보고자 성별 대표 직업을 분류해보았다.
어윤경(2008) 연구의 성적 고정관념 검사에서 사용된 직업 명칭 중에서 국회의
원, 비행기 조종사, 사업가, 비서, 디자이너, 무용가, 아나운서를 차용하였다,
사전과 중간 배부를 통해 연구 참여자로부터 타당성 있는 새로운 종류의 직업
을 수용하였으며, <표 Ⅱ-3>는 성별 대표 직업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Ⅱ-3> 성별 대표 직업
남성형 직업군
국회의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전사, 건축가, 비행기조종사, 의사,
과학자, 사업가, 기술자, 노무자

여성형 직업군
운

전업주부, 미용사, 간호사, 기상캐스터
승무원, 디자이너, 아나운서, 조리종사원,
교사, 비사, 무용가, 특수교육 실무사
*참고 : 기술자(technician)

3) 장애 유형 분석 도구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 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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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
체, 기타 등의 11가지 장애 외에 2개 이상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를 추가하였
다.

Ⅲ. 연구 결과
1. 인물의 성별 등장 빈도
현행 과학교과용 도서에 인물은 총 1,656명 등장하였는데, 남성 741명(44.7%),
여성 847명(51.1%), 구별불가 68명(4.1%)으로 남성이 더 많이 등장하였다.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에 인물은 총 2,277명 등장하였는데, 남성 1,161명(51.1%), 여성
1,061명(46.6%), 구별불가 55명(2.4%)으로 여성이 더 많이 등장하였다. 요약하자
면 상반된 결과로 현행 과학교과용 도서에는 여성이,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에는
남성이 더 많이 등장하였다.
두 교육과정 간 성별에 따른 등장 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시
행하여 <Ⅲ-1>로 나타내었다. 두 교과용 도서의 성별 간 정확한 비료를 위하여
구별불가에 해당하는 68명(현행), 55명(기존)을 통계처리에서 제외하였다.
<표 Ⅲ-1>교육과정별 성별 인물 등장
교과서군
(현행) 2011 개정
과학교과용 도서
(기존) 2008 개정
과학교과용 도서

***p<0.001

명(%)

성별
남성

여성

741(46.7)

847(53.3)

1,161(52.3)

1,061(47.7)

총계

Z

x²

1,588
(100)
2,222
(100)

-3.401***

11.567***

분석결과, 현행 과학교과용 도서의 성별 인물 등장을 보면 총 1,588명 중 남자
741명(46.7%), 여자 847명(53.3%)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여성의 등장 빈도는 남
성에 비해 106명(6.6%)이 많았다.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의 성별 인물 등장을 보
면 총 2,222명 중 남자 1,161명(52.3%), 여자 1,061명(47.7%)으로 각각 나타났으
며, 남성의 등장 빈도는 여성에 비해 100명(4.6%)이 많았다.
다음 두 교육과정별 과학 교과용 도서의 성별 인물 등장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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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3.401, x제곱=11.365,
p<0.01). 따라서 교육과정별 성별 인물 등장에는 차이가 있었다.
현행 및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의 성별 등장 수는 <Ⅲ-2>, <Ⅲ-3>과 같다.
<표 Ⅲ-2> (현행)2011년 개정 과학 교과용 도서별 성별 인물 등장
교과서군

성별

명(%)

여성
187(52.2)

총계

x²

1∼2학년군 ㉮

남성
171(47.8)

358(100)

0.715

1∼2학년군 ㉯

98(46.9)

111(53.1)

209(100)

0.809

3∼4학년군 ㉮

98(42.4)

133(57.6)

231(100)

5.303*

3∼4학년군 ㉯

98(45.8)

116(54.2)

214(100)

1.514

5∼6학년군 ㉮

151(52.2)

138(47.8)

289(100)

0.585

5∼6학년군 ㉯

125(43.6)

162(56.4)

287(100)

4.770*

합계

741(46.7)

847(53.3)

1,588(100)

6.650

*p<0.05
분석결과, 현행 과학교과용 모든 도서에서 조금씩 상이하게 여성의 등장 빈도
가 높았다. 특히 1～2학년군 ㉮, 5～6학년 ㉮, 1～2학년 ㉯, 3～4학년 ㉯, 5～6학
년군 ㉯, 3～4학년군 ㉮순으로 양성 등장 빈도가 비슷했고, 특히 1～2학년군 ㉮
에서 양성 등장 빈도가 가장 대등하였다. 특히 3∼4학년 군 ㉮와 5∼6학년군 ㉯
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표 Ⅲ-3> 2008년 개정 과학 교과용 도서별 성별 인물 등장
교과서군

성별

명(%)
총계

x²

422(47.7)

884(100)

1.810

360(52.5)

326(47.5)

686(100)

1.685

339(52.0)
1,161

313(48.0)
1,061

652(100)
2,222

1.037
0.320

남성

여성

과학 Ⅰ

462(52.3)

과학 Ⅱ
과학 Ⅲ
합계

분석결과,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의 모든 도서에서 조금씩 상이하게 남성의 등
장 빈도가 높았다. 과학Ⅲ·과학Ⅰ·과학Ⅱ 순으로 양성 등장 비율이 대등하였다.
모든 교과서에서 성별에 따른 인물 등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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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 직업인 등장 및 양상
현행 과학교과용 도서의 성별 직업인 등장을 보면 총 1,656명 중 직업 무 1,454
명(87.8%), 직업 유 71명(4.3%), 가족(으로) 묘사 38명(2.3%), 구별 불가 93명
(5.6%)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의 성별 직업인 등장을 보면
총 2,277명 중 직업 무 1,675(73.6%), 직업 유 291명(12.8%), 가족(으로) 묘사 146
명(6.4%), 구별 불가 93명(7.2%)으로 각각 나타났다<표 Ⅲ-4>.
두 교육과정별 남녀 성인 직업인에 따른 등장 빈도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시행하여 <표 Ⅲ-5>로 나타내었다. 교육과정별 직업인 등장의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가족(으로)묘사, 구별 불가에 해당하는 131명(현행), 311명(기존)
을 통계처리에서 제외하였다.
<표 Ⅲ-4> 교육과정별 성인 직업인 등장
교과서군
2011 개정
과학교과용 도서
2008 개정
과학교과용 도서

***p<0.001

명(%)
직업

유

가족묘사

구별불가

1,454(87.8)

71(4.3)

38(2.3)

93(5.6)

1,656(100)

1,675(73.6)

291(12.8)

146(6.4)

165(7.2)

2,277(100)

<표 Ⅲ-5> 교육과정별 성인 직업인 등장 비교
교과서군
2011 개정
과학교과용 도서
2008 개정
과학교과용 도서

***p<0.001

총계

무

직업
무

유

1,454(95.3)

71(4.7)

1,675(85.2)

291(14.8)

명(%)
총계

Z

x²

-9.753

95.119***

1,525(100)
1,966(100)

분석결과, 현행 및 기존 과학교과용도서 성인 직업인 등장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z= -9.753, x²=95.119, p<0.001). 따라서 교육과정
별 성인 직업인 등장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직업의 종류와 직
업인의 수를 <표 Ⅲ-6>, <표 Ⅲ-7>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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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2011년 개정, 과학교과용 도서 성인 성별 직업

명

직업

남자

여자

직업

남자

농축수산업 종사자

2

1

전업남편
전업주부

1

소방관
경찰관
고고학자
의사
우체부
노무자
기수
과학자
운동선수
사무직근로자

5
3
3
2
2
2
1
1
1
1

0
1
2
2
0
0
0
0
0
0

교사
조리종사원
기상캐스터
요리/제빵사
음식점종업원
미용사
잠수부
상인
사공
마술사

1
0
0
2
0
1
1
1
1
1

남: 32

여: 33

*참고 : 성별 또는 연령 구별불가 6명 제외

여자
3
6
6
3
2
1
2
2
2
0
0

계: 65

현행 도서에 등장하는 직업인 남성은 32명, 여성은 33명으로 성인 직업인의 등
장 횟수가 비교적 대등하였다. 직업의 종류는 22가지로, 남성의 경우 소방관·경
찰관·고고학자·농축수산업 종사자·노무자·의사·우체부·요리/제빵사·기수·과학자·
상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교사·조리종사원·전업주부·기상캐스터·
요리/제빵사·미용사·상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7> 2008년 개정, 과학교과용 도서 성인 성별 직업
직업

직업

명

남자

여자

농축수산업
종사자

19

6

전업남편
전업주부

2

노무자

13

1

교사

15

28

의사

14

1

운동선수

6

6

예술가

5

8

간호사

0

2

목공업 종사자

7

0

약사

0

2

상인

8

2

판매원

2

6

군인

6

0

배달원

1

0

경찰관

3

0

미용사

1

2

과학자

2

0

조리종사원

0

3

응급요원

3

1

원예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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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2

0

미싱사

0

2

요리사

2

0

사회복지사

2

3

소방관

1

0

잠수부

1

0

경비원

2

0

승무원

2

2

사무직근로자

4

2

기상캐스터

0

1

운전사

3

0

건축가

1

0

사범

3

0

은행원

0

1

대장장이

2

0

공예/도예가

7

1

방적/방직사

2

0

기술자

1

0

사진사

1

0

기타

3

0

정비사

1

0

수선공

1

0

특수교육 실무사
(활동보조원)

1

0

남: 151

여: 124

계: 275

*참고 : 성별 또는 연령 구별불가 16회 제외
*기타 : 고택관리사, 방역사 등

기존 도서에서 직업의 종류는 43가지로 다양하였다. 남성 직업인(151명)이 여성
직업인(124명) 보다 많이 등장하였지만 그 차이(27명)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남
성의 경우, 농축수산업 종사자·교사·의사·노무자·상인·목공업 종사자·공예/도예
가·군인·운동선수 등의 순으로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교사·예술가·농축수산업 종
사자·운동선수·판매원·조리종사원·사회복지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직업에 성별 고정관념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성별에 따라 남성형과 여성형 직업군으로 양분되는지 알아보고
자 사전에 완성한 7쪽의 <Ⅱ-3> 성별 대표 직업을 적용하여 <표 Ⅲ-8>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표 Ⅲ-8> 직업군에 따른 성별 등장 빈도 비교

명

남성형 직업군
2011 개정

남

여

과학교과용 도서

33

2008 개정

남

과학교과용 도서

24

4

여성형 직업군
남

여

1

3

20

여

남

여

3

22

*남성형 : 국회의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운전사, 건축가, 비행기조종사, 의사,
과학자, 사업가, 기술자, 노무자
*여성형 : 전업주부, 미용사, 간호사, 교사, 승무원, 비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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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가, 아나운서, 조리종사원, 기상캐스터, 특수교육 실무사

두 교육과정아래 개발된 과학교과용 도서에서 공통적으로 남성형 직업군에서는
남성이, 여성형 직업군에서는 여성이 더 많이 등장하였다. 두 교육과정에 공통적
으로 등장한 소방관·과학자 등이 남성으로 한정되었고 의사·노무자는 남성의 등
장 비율이 높았다. 기존 도서 등장한 우체부와 현행 도서에 등장한 미화원·경비
원은 남성으로만, 반대로 전업주부의 등장 빈도가 높았으며 교사의 경우 여성이
더 많았다. 두 교육과정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조리종사원·간호사·기상캐스터는
여성으로만 묘사되었다. 종합하여 볼 때, 현행 도서와 기존 도서에는 성별에 따
른 직업 고정관념이 짙게 나타났다.

3. 장애인 등장 및 장애영역
분석결과, 2011년 개정 과학교과용 도서 장애인 등장을 보면 총 1,656명 중 장
애 없음 1,654명(99.9%), 장애 있음 2명(0.1%)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2008년 개정
과학교과용 도서 장애인 등장을 보면 총 2277명 중 장애 없음 2,244명(98.6%),
장애 있음 33명(1.4%)로 각각 파악되었다.
2011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교과용 도서 1～2학년군 ㉯
에 남성 지체 장애인 1명, 3～4학년군 ㉯에 여성 지체 장애인 1명이 등장하여
장애인의 수는 2명에 그쳤고, 장애 영역도 지체 장애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에 반해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과학교과용 도서 단계별 Ⅰ·Ⅱ·Ⅲ
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수는 33명으로 그 영역으로는 지체 장애 27명, 지적 장애
4명, 시각 장애 2명의 순서대로 나타나 장애인 묘사에 비교적 바람직한 기술을
보였다. 두 교육과정 간의 장애인 묘사에 차이가 있는지 <표 Ⅲ-9>와 같이 알
아보았다.
<표 Ⅲ-9> 성별 장애 등장
교과서군

명(%)
장애
없음

있음

2011 개정
과학교과용 도서

1,654(99.
9)

2(0.1)

2008 개정
과학교과용 도서

2,244(98.
6)

33(1.4)

총계

z

x²

4.380***

19.185***

1,656(100)
2,277(1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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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성별 장애 등장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 결과, 두 교육과정간 성별 장애
등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z= 4.380, x²=19.185,
p<0.001) 따라서 성별 장애 등장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1) 인물의 성별 등장 빈도
(1)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과학교과서와 현행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교
육과정 과학교과용 도서의 비교
일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남학생의 등장 빈도가 다소 우세했던 6,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서(노태희·최용남, 1997)의 결과와 같이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4.6%차이로 많이 등장하였다. 오재림·
정해숙(2002)의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연구와 비교하면, 현행 특수학교 과학교과
용 도서는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등장한 점이 같았다. 둘째, 양성의 등
장 비율 차이는 7차 교과서보다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아동과 성인이기 때문에, 아동만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수치로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다. 공영주(2004)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
교 과학교과서를 분석 연구와 비교하면, 현행 특수학교 과학교과용 도서는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등장한 점이 같았다. 둘째, 양성의 등장 비율 차이는
현행 과학교과용 도서(4.6%)에서 더 작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보다 성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8년 개정 특수 기본 교육과정 과학교과용 도서는 남성의 등장 빈도
가 우세했던 7차 일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등장이 여성보다
많았고 그 차이는 작은 편이여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개발된 교과서라 할 수 있
다.
(2)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기존 2011년 개정 특수 기본 교육과정
*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2011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보다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
육과정과 시기적으로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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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비교
여학생이 제시된 횟수가 남학생에 비해 19회(2.0%)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유지연·이지현·노태희, 2011).
여학생의 등장 횟수(1.8%)가 높은 것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특징이다(2013, 이지현). 선행연구(유지연·이
지현·노태희, 이지현)에서 남녀 학생의 등장 빈도 차이를 본 연구의 현행 과학교
과용 도서에서 남녀의 등장의 차이 6.6%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다소 나지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아동과 성인이었기에 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의 삽화 분석의 결과와 수치로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다.
(3) 특수교육 교육과정 간 비교
가장 큰 차이는 현행 과학교과용 도서에서는 남성이,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
에서는 여성이 더 많이 등장한 점이다. 2011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교과용 도서
집필 시 양성의 출현을 고려하여 양성의 등장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간 뒤쳐졌던 여성의 등장 빈도에 집중하여 성별 출현 횟수가 역전됐으
리라 추정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녀 등장인물의 주도와 보조의 관계, 적극성과
수동성의 관계 등, 내용의 평등을 맞추는 것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되었을 것이고
실천에도 용이 했을 것이다.
양성의 등장 비율 차이는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에서 4.6%, 현행 과학교과용
도서에서 6.6%로, 비교하자면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가 현행 과학교과용 도서에
비해 보다 성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도서가 기존 도서에 비해 양성 등장
비율의 차이가 높은 것은 다소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이다. 기존 도서에서 양성
등장 비율의 격차를 줄였던 우수한 점을 이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2)성인 직업인 등장 및 양상
노태희·차정호·왕혜남(2004)의 연구에서 7차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남성이 여
성보다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3배 정도 많았다. 이지현(2013)의 연구의
직업 활동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7배 이상 많이 묘사되어, 2007년 개정 교
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서는 직업 활동을 남성의 영역으로 한정시

·

·

**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2007년 2009년 2011년)과 학년별 단계적 적용으로 현행 초등
학교 교육과정과 특수 초등학교 기본 교육과정과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어 2007년 개정 교육과
정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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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노태희·차정호·왕혜남, 이지현)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의 현행 및 기존
과학 교과용 도서 성인 직업인 등장에서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아다. 따라서 성
인 직업의 내용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등장 빈도로 비교하며 양성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직업 양상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 성별에 따라 직업이 고정화 되
는 양상을 보였다. 두 교육과정 모두 남성의 직업은 농축수산업 종사자·노무자·
기술자·소방관·경찰관·의사 등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직업은 전업주부·교사·조리
종사원·기상캐스터·판매원 등으로 나타나, 사전에 정한 남성과 여성의 대표 직업
12개에 따라 양분되는 바, 직업 묘사에 성별 고정관념이 짙게 나타났다.
노태희·차정호·왕혜남(2004)의 연구에서 남성의 직업으로는 교사, 농부, 건설 노
동자, 과학자 등이 많았고, 고고학자, 연예인, 건 설계사, 도예가 등도 낮은 빈도
로 나타났다. 여성의 직업은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종류가 교사, 농부,
의사, 과학자 등으로 적었다. 김경희(2008)의 연구에서 남자 직종이 15개, 여자
직종이 7개로 여자의 직동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으며 교사와 예술가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남자 직업인이 더 많이 등장하
고 있었다. 이지현(2013)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과학자, 운동선수 등 총 20가
지로 묘사되어 있었지만 여성은 과학자, 안전요원, 간호사, 아나운서로만 묘사되
어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과 공통적으로 본 연구의 2011년 특수 기본 교육과정에서도 고정
된 성 역할에 따른 직업을 제시하는 경향이 짙었다.
3)장애인 등장 및 장애영역
7차 교과서 1∼6학년의 장애 관련 내용을 분석한 김미영(2009)는 슬기로운 생
활, 과학, 실험관찰에 등장하는 장애 관련 내용은 총 6편으로 현행 과학교과용
도서의 장애인 등장 삽화 33편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의 장애인 등장 삽화 2편과 비교해 보면 높은 수치이다.
초등학교 2007년 개정 교과서 1∼4학년의 장애 관련 내용을 분석한 김근진
(2011)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실험관찰 교과서에 장애 관련 내용은 전혀 등장하
지 않았다. 표현하기가 어렵고 저·중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신지체,
정서·행동, 자폐성, 의사소통, 학습장애는 표현되지 않고 있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 5·6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을 분석한 이지
현(2011)의 연구에서 과학과에서는 1차례 장애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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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기존 과학교과용 도서 삽화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수는 7차 교육과정
과학과의 장애 관련 내용 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교과서 장애관련 내
용 보다 많았다. 그러나 현행 과학교과용 도서 삽화에 등장하는 장애인 수는 2
명에 불과했다.
현행 2011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교과용 도서는 시기상으로 더 최신의 것이지만
양성평등 관점의 교과서 개발에 둔감한 모습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2008년 개
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과학교과용 도서 단계별 Ⅰ·Ⅱ·Ⅲ에 지적 장애 영역
의 다운증후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삽화가 있었다는 점으로 향후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장애를 다룰 필요가 있다.

2. 결론
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교육은 학생들을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차
원에서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성 가치관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다(김자경, 2004). 일반 초등학생 뿐 아니라 초등 특수교육대상자도 교과서의 삽
화를 통해 성 관련 지식을 습득한다. 과학교과는 실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
루는 교과이므로, 양성평등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서 연구를 출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
교 과학교과용 도서에 등장하는 여성의 빈도가 남성보다 높은 반면에,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과학교과용 도서에 등장하는 남성의 등장 빈도가
여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그 차이는 크지 않아 두 교육과정 과학
교과용 도서의 성별에 따른 등장 면에서 양성평등하다. 둘째, 2008년 개정 특수
학교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교과용 도서에 등장하는 직업인의 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하여, 현행 2011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의 성인 직업인 묘
사는 퇴행하였다. 두 경우 모두 남성형 직업과 여성형 직업으로 양분되는 모습
을 보여 직업인 묘사에서 양성평등하지 않다. 셋째,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과학교과용도서의 장애인 묘사가 비교적 바람직하였다. 이에 반해
2011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교과용 도서는 장애인 등장
수와 종류에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성인의 성
별 등장 빈도수를 대등하게 제시하는 현재의 흐름을 이어서 과학교과용 도서의
성별에 따른 등장 면에서 양성 평등한 관점을 유지해야한다. 둘째, 특수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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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 역할 고정관념은 교과서의 삽화로도 답습되므로 향후 특수교육 기본 교
육과정 과학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때, 남성을 전업남편·기상캐스터·미용사·교사
로, 여성도 노무자·소방관·경찰관·우체부 등의 직업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특
히 전업남편이 증가하고 일부 여자대학교에 ROTC가 창설되는 등의 사회적 흐
름에 따라서 전업남편과 여군(군무원)의 직업을 필수록 넣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 여자 과학자가 전무하여 성별을 고려한 과학자 및 과학 분야 종사
가의 삽화제시가 요구된다. 셋째, 특수학교 과학교과용 도서에 등장하는 장애인
의 수를 늘리고 그 종류도 다양화해야 한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
자도 교실의 구성원임을 알리는 삽화, 현행 지체 장애로 한정되어 있는 장애영
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시 하는 삽화를 넣
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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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in the Illustrations of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for Handicapped Developed Under the Basic National Curriculum
- From Gender Equality View PointJung-Hee Ha* · Yeon-Gu Chu**
Gender equality education reduces the distinction between males and
females, normal and handicapped, male handicapped and female handicapped.
The elementary period is the best time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not
only for normal students but also for handicapped students. The handicapped
have more possibilities to copy the both gender behaviors and they expand
their future job world wider through the figure of adults who have job.
Therefore the illustrations represent a strong impact about the gender
equality sense developed in handicapped students. The science textbooks used
in our study were chosen because they deal with objective facts.
The objects are science textbooks Ⅰ․Ⅱ․Ⅲ developed by 2008 reversed
basic curriculum for handicapped and science textbooks 1∼2 grades ㉮/㉯, 3
∼4 grades ㉮/㉯, 5∼6 grades ㉮/㉯ developed by 2011 reversed basic
curriculum for handicapped. The tools are the selection standard for target
person and analysis sheet for each person.
The result, firstly, the number of appearances of both gender were similar
between current books and previous books but, there were more female in
current books, more male in previous books. Secondly, adult job aspects, it
shows men were doing typical male jobs, women were doing typical female
* Sang-pyeong elementary School
** Corresponding autho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chustu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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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 this trend was heavier in current books than in previous books.
Thirdly, the current books have a less number of handicapped people
represented than in the previous books. Collectively, the current books do
consider both genders but still maintain a strong job stereotype by gender.
The description of handicapped was limited and insensitive.
<Key Words> Equality of Gender, Science Textbooks, Textbook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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