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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

(Sexism)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행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의 서술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서에 성 편향적이고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표현 및 서술이 왜 바람직하지 못한지를 논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속 

성차별적인 사례와 관련된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재현들이 현실 속 불평등을 얼마나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어떤 부분

에서 잘못 된 것인지를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교과서 내용 서술이 

재현하고 있는 성차별주의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 

재현된 성차별주의는 단순히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주된 문제 

중 한 가지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계속된 

수정 권고와 비판하는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성

차별적인 교과서 속 재현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한다. 우리 교과서가 보다 성 

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의 지리 영역 부분(1~7단원)이며, 

해당 부분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및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여 교과서의 성 편향

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종의 

교과서로 하였다. 

교과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성별 

편향성이 나타나는가? 이 때,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속 등장인물의 활동과 역할 및 태도, 

직업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셋째, 사진과 삽화 속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석결과 첫째, 교과서 속 사진과 삽화, 텍스트 속 인물은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의 40~43%의 밖에 출현하지 않아, 모두 남성편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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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 역시 남성 중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개 

남성 인물이 상황을 주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사진과 삽화 속 등장인물의 활동은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에 비해 소극적

이고, 보다 적은 활동을 하며(여성의 활동 개수는 남성 활동의 1/3이다), 그나

마도 성역할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남성 인물이 스키를 타고, 암벽 등반을 하며, 용암 사진을 찍고, 일광욕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 여성 인물은 아이를 안고 있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등의 

일을 한다. 이는 직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여성의 직업으로 재현되고 있는 

직업의 종류는 남성의 것으로 제시되는 것의 1/3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은 

주로 ‘간호사, 영양사, 교사, 기상캐스터, 은행원’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이거나 ‘돌봄 노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재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교과서 속 인물들의 역할 및 태도는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에 

비해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재현

되고 있었다.

셋째, 인물들의 활동을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라는 공간 스케일(Scale)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되는 활동의 특성을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세계 스케일(Scale)에서 여성은 총 9회 

재현되어 24%의 비율을 보였고, 남성은 총 28회 재현되어 76%의 비율로 재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 인물이 재현된 9차례 중에서 여성이 혼자서 세계 스케일

(Scale)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그 한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8차례의 경우에는 여성 인물은 모두 남성 인물과 동행하는 것으

로만 재현되고 있었다. 반면, 남성 인물은 여성 인물 없이도 다양한 활동을 즐

기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는데, 여성 인물과 동행하지 않고 남성 인물만 세계 

스케일(Scale)의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20차례 재현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간 

활용의 범위에 있어서도 성차별적인 재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성인,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전개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교과서 속 다양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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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내재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우리 사회의 

기준(성인,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을 벗어나는 인물들, 즉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인물들이 ‘비가시화’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장애

인은 분석의 대상이었던 3종의 교과서 중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하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표준 체격을 벗어나는 몸을 가진 인물 또한 거의 재현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 속 모든 사례는 이성애를 기본 전제로 한 사례였으며, 

단 한 차례도 성 소수자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여성의 나이듦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젊고 예쁘고 날씬한’ 
획일적인 이미지의 여성 인물들만이 재현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여성들의 경력

단절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담지한 재현들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점들이 왜 부적절한 지를 밝혔다.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내재한 재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과서 개발에 참여

하는 모든 주체들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 개발 주체들은 각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서 집필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속 삽화를 그리고 구성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교과서의 편찬 

과정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 담당자 등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또한,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필수적으로 성 평등 관련 교육을 

이수 받도록 해야 하며, 이 교육은 성차별적인 교과서 집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포함한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등장 수를 맞추고, 

주방에 여성 인물만을 그려 넣지 않는다’와 같은 엉성한 사례 제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차별적인 재현인지, 그리고 현실의 어떤 문제들과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삽화나 사진 속 인물의 

묘사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사례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성 평등을 위한 기계적 대응이 아니라, 공감

에서 비롯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사례 제시를 포함한, 성 

평등 교과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지리학, 재현, 성차별주의, 성역할 고정관념, 교과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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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그거슨 녯날 말이야요. 지금은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 사람인 이상에는 못할 

거시 업다고 해요. 사내와 갓히 돈도 버를 수 잇고 사내와 갓히 벼슬도 할 수 잇

셔요. 사내 하난거슨 무어시든지 하난 세상이야요.”(나혜석기념사업회, 2013)

                  

오늘날 일반적으로 분홍은 여성의 색깔, 파랑은 남성의 색깔로 여겨지곤 한

다. 하지만 1918년 미국에서 발행된 어린이 패션 잡지 <Earnshaw’s Infants’ 

Department>에는 “일반적으로 분홍색은 남자 아이에게 어울리고, 파랑색은 여자 

아이에게 어울리는 색깔이다. 확실하고 더 힘찬 색깔로 여겨지는 분홍이 남자 

아이에게 더 잘 어울리고, 여자 아이들은 연약하고 앙증맞은 색깔인 파랑을 입

었을 때 더 예뻐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글이 실려 있다. 또한, 1927년 타임지

에 실린 기사에는 미국 내 많은 지역의 백화점에서 남자 아이에게 권하는 옷의 

색깔로 분홍을 이야기하고 있다(Paoletti, 2012). 이처럼 1940년대 이전까지는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에게 맞는 색깔, 옷차림에 대해 현재와는 상반되는 인식

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자전거가 보급되고 여성들이 처음 자전거를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에 대해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 자전거는 여성들에게 자유와 기동성을 

제공했는데, 이에 대해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힘들어하는 표정이 예쁘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또한 자전거 

타기는 여성의 성욕을 증가시키고, 성 정체성을 손상시켜서 레즈비언이 되게 하는 

등 여성의 성적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는데, 자전거 전문가들은 ‘자전거 타기가 여성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어서, 집안일에 보다 적합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Ellen Gruber 

Garvey, 1995). 두 가지 맥락의 의견 모두, 자전거 타기를 여성 개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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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나 건강 증진,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진 않았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절대적인 것, 당연한 것이란 

없다’는 것이다. 여자 아이가 파랑색과 로봇 장난감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 

아이가 분홍색과 인형을 좋아할 수도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각 ‘개인의 성향’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누구나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단지 자전거를 

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성애자였던 여성이 동성애자로 전향하지는 않을 것이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단지 타고난 성(sex) 때문에 

특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은 비(非)인권적인 행위이다. 어떤 

‘성(sex)’으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별로 기대되는 역할을 정한 후 그것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예컨대, 사회는 여성적인 것은 ‘육체적 

약함, 감상적, 부드러움, 헌신, 가정적인’ 등의 특성으로, 남성적인 것은 ‘육체

적 강함, 이성적, 합리적, 공격성, 성욕, 진취적’ 등의 특성으로 나누고, 구성원들

에게 각각의 성(sex)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화된 여성

성과 남성성은 각 개인의 사고와 행동, 더 나아가 자아실현과 능력발휘에 영

향을 미치며, 특히나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경

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Serbin, 1978; Whyte, 1983; Reay, 1990; 

Ortner and Sieverding, 2008; Hoffman et al, 2011; Zhang et al, 2013).  

본 연구는 사회 전체의 인식 혹은 통념에 ‘당연한 것,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회가 변하면 사회가 원하는 진리도 변한다.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절대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이지도 

않은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은 해체되어야 하며, 사실상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 또한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 혹은 ‘남성’이 아니라, 

그저 다 같이 존엄한 ‘인간’일 뿐이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별’을 먼저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똑같은 ‘인간’으로 보고 대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성 편향적인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

으로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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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에서는 성차별적인 모습들이 발견된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

되어 온 고정관념과 문화 및 제도, 관습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성 평등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는 교육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성 편향적이고 성차별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학교 교육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백난희, 1997; 이재혁,1997; 범윤경, 1998),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인식은 성

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과정은 그 자체로 재현1)이다. 교육과정은 지식 전수의 거처가 아니다. 

실재를 투명하게 나르는 수단도 아니다. 다른 장소에서 생산된 기호들이 순환되는 

거처이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기호가 생산되는 장소이다(Silva, 1999; 류현

종, 2005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는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재현물인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교과서는 단순히 ‘사실’의 ‘전달체계’가 아니다. 교과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 및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교과서는 내용과 형식을 통해 

실재를 구성하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능한 지식을 선별하고 조직

하는 독특한 방식도 드러낸다(박부권 외 역,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

으로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다양한 시각자료 및 텍스트 자료는 가치중

립적이지 않다고 보며, 교과서를 특정 집단의 이해(利害)를 대변하는 ‘재현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교과서는 여전히 중요한 학습매체이다. 비록 오늘날의 교육이 교과서를 

성전(聖典)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교과서는 

기초적인 교수․학습 자료로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 과정을 설계

할 때 교과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교과서를 가장 먼저 참조한다(박

윤경, 2003). 또한 교과서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공식적인 학습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교사와 학생에게 기초적인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에 명시적 혹은 

잠재적으로 성차별적인 의식이 재현되어 있다면, 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학

생들은 무의식중에 이를 내면화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재현은 단순히 

현실을 모방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현이 현실이나 실재를 만들어내기 

1) 재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 ‘연구의 주요 개념 및 전제’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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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즉, 교과서와 같은 재현물에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고정관념적인 재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자체가 곧 현실 속의 

사회적 약자들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정체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사회 교과서 속 지리 영역에 ‘재현’

되어 있는 ‘젠더(gender)’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분석의 대상으로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의 지리 영역을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지리교과는 지리적인 발견과 법칙 및 사상(事象)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과보다도 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일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지리교

과가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일 것으로 기대되기에,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오히려 고정관념 및 편견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 예컨대,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한 기후 지역의 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실적으로 보이는 표현을 

사용한 뒤, 해당 단원에서 열대 기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거나, 

농사를 짓거나, 유럽인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등의 내용만을 제시한다면 이 

지역은 기후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곤하고, 생활수준이 낮으며,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편견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시적으로 덜 등장하고, 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공간 사용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재현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이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로 보이는 내용 설명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주고, 오히려 기존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더욱 더 

강화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Sexism)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행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의 서술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서에 성 편향적이고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표현 및 서술이 왜 바람직하지 못한지를 논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속 성차별적인 사례와 관련된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함으

로써, 이러한 재현들이 현실 속 불평등을 얼마나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어떤 부

분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교과서 내용 서술이 재현하고 있는 성차별주의와 성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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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 재현된 성차별주의는 단순히 교과

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주된 문제 중 한 가지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계속된 수정 권고와 비판하는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성차별적인 교과서 속 재현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한다. 우리 교과서가 보다 성 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1) 섹스와 젠더(sex and gender)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속성이나 기질 등이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유래한 것

이고,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인

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성의 차이가 생물학적인 차이라기보

다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아 사회화되고, 강요된 결과

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을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

으로 구별하여 사용할 것이다. 생물학적 성(sex)이란 해부학적 특징에 근거하여 

여성 혹은 남성을 결정하는 신체적·유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적 성

(gender)은 사회문화적인 과정에서 획득·형성된 것으로서, 성의 사회적·문화적 

창조물이라고 정의된다(한국여성연구소, 2005). 즉,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으

로 주어진 것, 해부학적 구조가 섹스(sex)라면, 교육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문화적 습득의 결과가 젠더(gender)인 것이다. 따라서 젠더(gender)란 무엇이 

‘여성적’이고 무엇이 ‘남성적’인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공유되는 일련의 

규범과 기대를 의미하며, 섹스(sex)와 젠더(gender)의 차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화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박경환 외 역, 2015).

  2) 여성성과 남성성

  우리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회로부터 일정한 기대를 

받는다. 성(sex)이 여성인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적’인 기준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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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각하고 행동하길 요구받으며,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적’이길 요구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분을 위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예컨대, 능력 있고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은 ‘기가 세다, 독하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주변 남성들보다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은 

여성은 ‘여자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저평가된다. 또한, 치마를 

입는 남성,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 부드러운 말투를 쓰는 남성은 

‘남자답지 않다, 이상하다’는 취급을 받는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녀 또는 그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구분하고자 한다. 

만약 상대방의 성별을 시각적으로 확연히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 하고, 이를 밝혀내고자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행동, 태도와 

같은 특성들이 성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다리를 

벌린 채 앉아도 되는지, 입을 손으로 가린 채 호호 웃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호탕하게 하하 웃어도 되는지, 한여름에도 상의 안에 이너웨어(inner wear)를 

입어야만 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성별을 통해 판단된다. 

  하지만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는 자연적인 구분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생산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차이는 위계적인 방식으로 가치가 매겨져서, 남성성

과 관련된 특징들은 여성성과 관련된 특징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젠더화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혜택을 준다(Royal Geographical Society (with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Women and Geography Study Group, 1997).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은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있는가?

각 성별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인들이 생각하

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정태연, 류원정, 2004; 정태연, 이윤

미, 2004).

여자다운 아이의 특성에는 얌전함, 수줍음, 여림, 배려, 순종적 등이 포함된 

반면, 남자다운 아이의 특성에는 활발한, 용감한, 적극적, 주도적, 의리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여자다운 어른의 특성에는 자상함, 배려심 등 타인 지향적인 

성격과 꼼꼼함, 가정적, 헌신적 등 가족 지향적인 특성이 강조되었다. 뿐만 아

니라 과업적인 측면에서도 가사, 내조, 자녀양육 등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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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에서는 ‘꾸미고, 예쁘고, 작고’와 같은 특성들이 여자다운 어른의 특성

으로 제시되었다. 반면에 남자다운 어른의 특성으로는 지도력과 추진력 등 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강조되었고, 포용 및 솔선수범에 대한 응답도 높았다. 그 

외에 남자다운 어른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강하며, 과업적으로 능력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처럼 아이와 어른의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의 특성에는 전형적인 성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여자다운 청소년의 경우 배려와 예의, 어른 공경과 순종, 단정, 착한 

등의 특성에 대한 응답이 제일 높았으며, 이 외에도 발랄하고 감성이 풍부한, 

잘 웃는 등의 특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멋내기 등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예쁜, 

가사를 돕는 등의 전통적인 여성성과 일치하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남자 청소년의 특성으로 제시된 것들은 씩씩한, 도전적, 자신감, 용기, 활발과 

같이 외향적인 특성과 관련된 응답이 제일 많았고, 이 외에도 친구와의 의리를 

중시하는, 이성에 관심을 갖는, 운동을 잘하는, 건강한 등의 특성이 제시되었다. 

즉, 청소년에 대한 생각 역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

였다.

  3)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이란 한 어린이가 신체적으로 여자 혹은 남자라는 것을 구분 짓는 순간

부터 그 문화에서 그의 성별에 적합하다고 규정한 일련의 가치관과 특성을 습득

해 나가는 성형화(sex-typing)과정을 촉발시켜, 이 성형화 과정을 통해서 성별

에 따라 습득하게 되는 성격 특성, 태도, 선호 경향, 행동 등을 모두 합한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소속해 있는 문화 내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

서 일반적으로 규정된 태도와 행동 양식, 인지 특성으로서 여·남을 구분시키는 

특정화된 개념을 의미한다(민경석, 1993). 따라서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구와 기대로 인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역할’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전수되며,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성역할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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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남의 역할 구분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을 의미한다

(Broverman et al, 1972). 사람들은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근거로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다른 역할 수행을 기대하며, 특정 능력 및 행동양식에 대한 기대를 

다르게 한다.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성성과 남성성의 분류도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각 성(sex)에 요구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근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각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 여성성과 남성성’에서 인용한 한국인들

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람직한 여성’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 중에는 여성 개인의 ‘능력’이나 ‘직업적인 성공’과 같은 이

미지는 없다. 주로 순종적으로 헌신하고 배려하며, 가사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

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들이 여성의 역할로 제시된다. 반면, ‘바람직한 남성’의 

이미지는 신체적으로 강하고, 능력 있고, 미래 지향적이며, 의리와 용기를 가진 

것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이미지들의 나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여성’은 돌봄과 가사를 담당하는 존재, 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반면, 

‘남성’은 강하고, 능력 있고, 의리가 있으며, 심지어 미래 지향적이기까지 한 진

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첫째, 사회의 기준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배제하고 억압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인권적이다. 둘째, 여성의 특성으로 고려되

는 것들은 남성의 특성으로 고려되는 것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

지고,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 간에 위계질서가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은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저평가되어 

왔다. 또한, 여성의 주된 역할 자체가 저평가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인 

여성 또한 저평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남성들에게 끊임없이 ‘강하고, 겁 없고, 이성적이며, 터프하길’바라는 전

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그렇지 못한 남성 개인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생물학적 남성들의 행동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억압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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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각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자

율성을 침해하며, 개성에 근거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 부정적인 것, 

따라서 해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아래의 글은 정월 나혜석 선생의 글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들의 행동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정관념화된 성역할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이 아닌 ‘욕’을 함으로써, 어떻게 사회가 성역할을 재

생산해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라 생각된다. 

욕 말이오? 그 계집이 활발하다, 그 여자 말도 만타, 건방지기도 하다, 남자와 

교제가 만타...... 이 욕말이오?

칭찬말이오? 그 색시 안존하다, 얌전하다, 말이 업다, 공손하다, 남자를 보면 잘 

피한다...... 이 칭찬말이오?                           - 나혜석 기념사업회, 2003

  4) 재현

2016년 말, 미국의 대선 결과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당선된 인물에 비해 

본 선거에서 득표수가 200만표 가량 더 많았던 유력 후보는 지지자들의 열망과

는 반대로,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 결과에 충격을 받은 미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새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길거리로 나섰다. 그들 중 일부

는 성조기를 불태웠다. 이 영상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는데, 그 중에 이

런 댓글이 달렸다. “미국 국기를 불태우면서, 어떻게 너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지?”라는 댓글이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왜 사람들은 대선의 결과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성조기’를 

불태웠을까? 그리고 시위대가 성조기 깃발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 

왜 사람들은 “네가 그러고도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비난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성조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미국을 대표

하는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재현’이라 할 수 

2) 맨박스(Menbox),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에게도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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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재현은 ‘대표한다’, ‘대신한다’, ‘나타나게 한다’, ‘다시 떠올리게 한다’의 

의미로 쓰인다. 즉, 재현은 지금 없는 무엇을 다른 수단으로 현전

(presentation)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실체’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성조기’로 현전시켜 사고하고 있다. 

이처럼 재현은 “부재하는 어떤 대상이나 추상적인 것을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대상(기호)의 수단으로 머릿속에 제시(떠오르게) 하는 것” 또는 “(부재하는 대

상 혹은 개념을) 영상·형상·기호의 수단으로 감각 가능하게 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명수, 1997). 

그렇다면 이러한 ‘재현’은 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재현에 관한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바로, 재현을 ‘현실’이나 ‘실재’를 모방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재현의 영역 밖에 실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재현된 것을 실재와 동치하여 보려고 한다. 현실과 

재현을 동일시함으로써 재현을 단지 고정되고, 완성되고, 정적인 생산물로 바라

본다(Silca, 1999).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재현된 세상을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광고와 드라마, 예술 작품, 소설, 

웹툰 등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는 ‘여성성’과 관련된 재현물들을 접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모성’을 가진 존재 혹은 ‘성적 대상3)’으로 재현되곤 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재현물들을 접한 여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은 당

연히 여성은 ‘모성’을 가진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게 된다. 여기에서, 재현물을 통해 재현되던 ‘여성’ 및 ‘여성성’에 

관한 사회의 관념은 이미 재현 밖에 존재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즉, ‘여성성’ 안에는 이미 모성과 성적인 측면(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 남

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는 존재라는 인식 등)이 존재하고, 각종 재현물들은 

3) 모 걸그룹의 멤버가 남성용 헤어 왁스 광고를 찍었다. “남자들이여 단단하게 세워라, 머리를”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이 광고는 광고 내내 해당 여성이 의자를 가운데 두고, 섹시한 포즈로 춤을 추는 장면만이 

등장한다. 심지어 영상에서는 춤을 추고 있는 해당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의 일부분을 클

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 춤을 추는 와중에 아주 잠깐 광고 중인 제품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심

지어 그 모습과 구도는 남성의 성기 모양을 그대로 묘사했다. 아마도 광고주는 이 광고가 기발한 광고 문

구를 사용한 상당히 재치 있는 광고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광고 속에서 여성은 단지, ‘남성의 성기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해당 영상 속에서 여성이 춤을 추는 것은 자신의 취미, 노력, 도

전 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해서(타인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사회에서 여성은 끊임없이 성적 대상으로서 ‘대상화’되고,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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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실재(實在)를 모방하여 재현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성을 가진 존재’나 ‘성적 대상’으로 끊임없이 재현되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즉, ‘생물학적 여성’의 ‘여성성’, 그의 타고난 운명이 

‘모성’이라거나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현을 통해 여성을 ‘어머니’로, ‘성적 대상’으로, 끊임없이 

구성해 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현은 곧 현실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재현이 담론4)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현은 단지 실재나 현실을 

모방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현이 현실이나 실재를 만들어낸다. 

특정한 이해와 관념, 해석, 의미 등을 ‘현실’에 대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표상

으로 만든 것이다. 

재현 체계가 특정 사회적 세력들, 즉 부르주아, 남성, 이성애, 전문가, 서구, 

근대론자 집단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소수자들의 ‘진짜’ 

모습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강내희, 2000). 노동자, 여성, 시민, 청소

년, 동성애자 등이 현존의 지배적 재현체계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진실’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서 작동하는 재현의 정치는 재현에 대

한 접근권을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이 접근법 확보를 통해 사회세력들은 자신들

에게 덧씌워지는 부정적 이미지나 고정관념, 그리고 비가시성에 대한 비판과 저

항을 시도할 수 있다(류현종, 2005).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성별 

편향성이 나타나는가?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4) 담론은 특정 주제에 관한 특정 신념들 혹은 사상(思想)들을 자명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자연화 시키기 위

해 그것들을 순환시키고 유지시키는 진술들, 이미지들, 이야기들, 실천들의 관계 망을 묘사하는 용어

(Giles, Middleton, 1999).



- 12 -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속 등장인물의 활동과 역할 및 태도, 

직업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셋째, 사진과 삽화 속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

(Sexism)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텍스트에서의 성별

편중성에 대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의 지리 영역 부분5)이다. 분석

의 대상이 된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6종의 교과서 중 채택률이 

높은 3종의 교과서로 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내용분석 기법(content analysis)으로써 교과서를 사진과 

삽화 및 텍스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때, 단순히 ‘그림 이미지’만 제시된 경

우와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삽화’ 모두를 포괄하여 ‘삽화’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텍스트는 핵심적인 개념 제시나 사상(事象)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말글 부분’

과 학습자가 직접 학습내용을 적용하고 체험해 보도록 하는 ‘활동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였다. 

  우선, 사진과 삽화 속 등장인물의 성별 출현빈도, 텍스트에서 특정 성(Sex)을 

상징하는 용어의 출현빈도, 삽화 속 등장인물 중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성

(Sex)의 빈도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진과 삽화에서 제시된 등장인물

의 활동 및 직업 표현이 현실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지, 만

5) 교과서 1~7단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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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고정관념화 되어 있다면 이 사례들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속 등장인물들의 성별 공간 활동 범위를 분석한 

후 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공간 스케일(Scale)별 인물들의 활동 범위를 

살펴보고, 그것이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그렇다면 이에 내재된 인식은 무엇

인지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양적 분석으로서 빈도 분석은 총계와 백분율로 나타냈으며, 질적 분석으로는 

교과서의 구체적 사례에 나타난 의미와 이에 내재된 인식을 분석하였다. 

  3) 분석 기준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자료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나타나는 성별 편향성

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과 삽화에 여성과 남성이 출현한 횟수를 세었는데, 이 

때 단순한 노출의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단, 등장인물이 집단으로 제시되어 정

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명으로 처리하였고, 여·남이 집단으로 혼

재되어 정확한 수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각각 여·남 1명으로 처리하였다. 이

야기 삽화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중복되어 나타나더라도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되면 1명으로 처리하였고, 등장인물이 같은 이어지는 삽화

이나 각각의 장면에서 독립적인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료

로 처리하여 그 수를 헤아렸다. 

  텍스트의 경우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삼촌과 같이 여성이나 남성을 지칭하

는 호칭이 등장한 횟수를 세었고, 이름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성의 이름과 남성의 이름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 분석에서는 사진, 삽화 및 텍스트에 

특정한 성(Sex)만 제시된 경우 각각 여성 중심성 또는 남성 중심성으로 처리하

였으며, 등장인물에 여·남이 혼재되어 나타나있는 경우에는 보다 중심적인 역할

을 하는 성(Sex)을 기준으로 하여 출현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이때, 이야기 삽

화에서는 여러 장의 그림이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되면 1개로 처리하였고, 각각

의 그림이 다른 주제 및 주장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료로 처리

하였다. 한편, 한 개의 자료에서 여·남이 서로 다른 성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을 하나의 자료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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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속 성역할 표현에서의 성별 편향성을 알

아보기 위해서 사진과 삽화에 제시된 여·남 주인공이 각각 수행하는 사회적 활동

을 조사하였고, 주인공의 직업을 종류별로 파악하여 각 성별로 그 수를 세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활동의 종류와 특성, 직업의 종류가 각 성(Sex)에 따라서 어

떻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표현이 현실을 반영하는

지 아니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이 사례들의 본질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교과서 속 등장인물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활동들을 가정, 지역사회, 국

가, 세계라는 4단계의 공간 스케일(Scale)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자료는 성별에 따라 공간 스케일(Scale) 별로 재구분하여 시각화하였으며, 성별

에 따른 공간사용의 차이와 이에 내재된 인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진, 삽화 및 텍스트의 구체적 사례를 선정하여, 그 사례가 내포

하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교육 내용의 성 차별성을 비판하는 국내 연구들은 크게 ① 성역할 사회화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이 기존의 편향된 성역할을 재생산하여 오히려 성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강화시키고, 성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연구와 ② 교과서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교과서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교과서 내용의 성 차

별성을 지적하는 연구, 그리고 ③ 교과서 집필자들의 성별 특성이 교과서의 지식 

선정과 내용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 ④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의 4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

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학교 교육은 아직도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성역할을 

재생산해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

석이 이루어졌다(신희정, 2003; 신혜섭, 2007; 백미화, 2010). 예컨대 여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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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제시된 성 정형화에 의해 피해적 사회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성역할의 차별적 구조는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이는 성별에 따른 직업관의 차이

와도 일치한다(백난희, 1997)는 식의 분석이 수행되었다. 

  교과서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주로 교과서에 나타난 인물들의 성별 출현 

빈도, 성별 역할의 차이 등을 분석하여 교과서의 성 차별성을 밝혔다. 예컨대,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영역 분석을 통해 교과서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성 차별성을 띄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김지희, 2001)가 있으며, 사회과의 일반

사회 영역에 나타난 성 의식에 관한 연구로는 고등학교 「법과 사회」교과서가 

성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분석한 연구(노경희, 2007), 고등학교 정치 교

과서에 나타난 성의식을 분석한 연구(이은영, 2008) 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과의 

지리 영역 혹은 지리 교과에 나타난 성역할 및 성 편향성을 분석한 연구는 중학

교 사회 교과서 지리 영역의 Gender Bias를 분석한 윤석희(2004)의 연구 외에는 

찾기가 힘들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는 교과서 집필자의 성별 특성이 교과서의 지식 선정과 내용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주경란, 1985; 최정윤, 2006). 이러한 

연구에서는 교과서 집필자들의 성차별적 태도는 그들의 존재조건에 기인하며 집

필자들의 이러한 성차별적 태도는 교과서에 반영되고, 이는 곧 교과서를 보는 

학생들의 성차별적 태도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힘으로써 사회과 

교육에서 성차별적 태도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분석해냈다(최정윤, 2006). 

마지막으로,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인권친화적인 교과서를 위해 기존의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교과서 내의 성 차별적·인종 차별적인 내용, 여성과 장애인 

및 성 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술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

한다. 현재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권’ 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초·중등

학교의 사회과, 도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구정화, 2004; 이진석, 

김혜현, 2005; 최현호, 2005; 최형찬, 2014 등). 한편, 교과서 속의 성차별적 내용 

제거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분석 결과, 성차별적 내용 개선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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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고, 인권친

화적 교과서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 연구에서는 여·남 등장인물의 양적인 균형은 

비교적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불균형은 여전함을 지적하면서, 양적·질적인 측면 모두

에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맥락에서 특정 성 노

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이 외에도 교과서의 성 불평등 재생산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노동의 

성적 분화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학교 교육과 성 불평등에 관한 분석을 하거나

(심미옥, 1982), 가정과 학교에서 전통적 성역할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화를 경

험하도록 함으로써, 각 개인이 지닌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고 성별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연구(이재혁, 1997)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영국에서도 지리 교과서에 재현된 성차별주의(Sexism)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지리 교사들의 정보와 교육 네트워크인 GEON(Geography Equal 

Opportunities Network)은 ‘1984년에 이루어졌던 지리 교과서 분석의 결과’와 

‘1991년과 1992년에 새롭게 발행된 KS3용 지리 교과서 13종의 분석 결과’를 비교

하는 연구를 하였다. 1984년의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지리 교과서가 성차별적인 

편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몇몇 경우에는 편견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GEON의 연구 결과, 1991년과 1992년에 새롭게 발행된 K3용 지

리 교과서 13종에서도 여전히 성차별적인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교과서 집

필진’, ‘교과서에 사용된 사진과 삽화’, ‘교과서에서 사용된 언어’, ‘교과서 속 인

물들의 역할과 활동’의 측면 모두에서 성차별적인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가 교과서 속에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교과가 양쪽 성 모두에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필

요성을 역설하고 있다(Jane Connolly, 1993). 

학생들의 사고 속에 내재하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미취학아동들에게도 이미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아동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 Serbin(1978)

의 연구가 있다.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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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cross-sex toy를 가지고 놀던 아동은 또 다른 아동이 놀이방으로 들어서자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장난감’만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

였다. 여기서 cross-sex toy란, ‘성 고정관념에 적합하지 않은 장난감’정도로 해

석할 수 있는데, 예컨대 여아에게는 트럭과 비행기, 남아에게는 그릇과 인형 등

의 장난감이 해당된다. 다른 아동이 놀이방 안으로 들어서자 본래 본인이 가지

고 놀았던 ‘성 고정관념에 적합하지 않은 장난감’을 버리고, ‘자신의 생물학적 성

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장난감’만을 가지고 노는 아동의 모습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이들에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다. 한편, 

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실과 운동장 등을 포함

한 초등학교의 모든 부분에서 여아에 비해 남아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Whyte, 1983). 또한, 여아와 남아가 함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여아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남아는 대체적으로 항상 

경쟁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Whyte는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교실 안에서 학생들의 문화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경험적 

연구 중, 반-성차별주의를 위한 실천의 한 요소로서 초등학교에서 ‘하나의 성만

으로 구성된 그룹’에서의 학습을 시도해 본 연구가 있다(Diane Reay, 1990). 이 

실험에서는 특히 여학생만으로 구성된 그룹을 운영해 보았다. 그리고 실험 결과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그룹 속에서 여학생들은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성취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성취도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수학 테스트

에서 가명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의 성적이 좋아

지는 것이 관찰되었다(Zhang et al, 2013). 즉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자신

의 이름 대신 남성의 이름이나 다른 여성의 이름을 쓰고 수학 테스트에 임했으

며, 단지 그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성들은 더 좋은 성취도를 얻었다. 이는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여성인 자신은 수학을 못한다’라는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

다는 상상을 하면서 테스트를 치른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정관념의 영향을 덜 받

게 되었고, 더 나은 성적을 얻게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연구도 진행

되었다. 몇 분 동안만 전형적인 남성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 뒤 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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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면,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결과를 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여성들의 성적이 오른다는 것이다(Ortner and Sieverding, 

2008). 이러한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전형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발전 가능성을 낮춘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상이 되는 여성의 나이가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무의식적으로 여학생에 대해 가지고 있

는 ‘여성이 수학과 과학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취업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교사들의 성 고정관념이 학생(특히 여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Lavy and S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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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페미니즘(Feminism)6)은 성차별주의(Sexism)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 평등을 

지향하는 이념이자 운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페미니즘은 성

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으로써(벨훅

스, 2002), 이러한 착취와 억압의 폐지를 통해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사회를 이룩

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실천적 의지를 담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1) 페미니즘의 관점

 (1)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의 구분

페미니즘은 당연시되는 관념과 상식에 도전한다.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자연적이며 당연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여·남의 구분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성별의 구분 과정은 한 사회 내

에서 권력과 기회를 차등 분배하는 과정이다(한국여성연구소, 2005).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그의 유명한 저서 

「제2의 성」에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이희

영 역, 2009).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 즉 젠더(gender)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표현이다. 페미니즘에서는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와 ‘사회적 성’인 젠

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젠더(gender)란 무엇이 ‘여성적’이고 

무엇이 ‘남성적’인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역할, 기대를 의미한다. 

페미니즘 이전의 논의에서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

별(sex)로 적합한 역할이 따로 있고, 따라서 권력과 역할이 차등으로 분배 될 

6) 페미니즘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 사용되어 왔다. 1970년대 중반 페미니즘의 도

입기에는 ‘여권론’, 1980년대에는 ‘여성 해방론’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여성주의’ 또는 

페미니즘이라는 원문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여권론’, ‘여성 해방론’, ‘여성주의’ 어떤 용어로 사용되든, 그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차별과 억압에 반대하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기본 정신이 관통하고 있다. 

단지 각 용어가 사용되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따라 페미니즘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 또는 주안점이 

달라지면서 용어가 달라졌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0 -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면, 페미니즘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사회적·

문화적·역사적으로 형성된 산물’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즉, 사회에서 ‘여성’ 또는 

‘남성’으로 키워지는 젠더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때 

그 차이는 위계적인 방식으로 가치가 매겨져서, 여성성과 관련된 특징들은 남성

성과 관련된 특징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2) 가부장제 비판

가부장제는 영어로 ‘patriarchy’라고 하는데 어원으로 그 뜻을 살펴보면, ‘아버

지의’라는 뜻의 ‘patri’와 ‘지배’라는 뜻의 ‘archy’가 합쳐져 생긴 단어다. 즉 ‘가

족의 대표자인 아버지가 가족 성원에게 행사하는 일방적인 권위 혹은 지배’를 의

미한다(조옥라, 1986: 54). 그러나 페미니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부장제

의 개념은 단순히 한 가족 안에서 행해지는 아버지의 지배라는 의미를 넘어서

서, 남성들이 더 우월한 위치에서 지배하고 여성들은 종속적인 상태에 놓여 있

는 체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가부장제가 가족 안에서 사적 가부장제로 작동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전반의 성 불평등을 생산하는 공적 가부장제로 확

장되고 있다는 것이 페미니즘의 입장이다. 아울러 가부장제는 사람들의 습관·문

화·성 등의 일상적인 영역에까지 깊게 침윤되어 있는 관습이며 이데올로기7)이고 

사회 체계라고 할 수 있다(한국여성연구소, 2005).

가부장제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집사람’으로 불리는 아내는, ‘바깥양반’으로 불리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를 잘 해야하기 때문에 끼니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줘야 

하고, 속옷 빨래를 해줘야하며, 입고 나갈 옷을 미리 다려놓아야 한다. 가부장

제가 작동하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일 뿐이며, 이것은 ‘가정’

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사적 가부장제의 한 단면이다. 

한편, 공적 가부장제의 예로는 취업시장에서의 차별을 들 수 있다. 같은 능력

을 가진 경우라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며, 승진 및 임금 협상

7) Mannheim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란 현실의 왜곡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정당화시키는 데에 동원되는 일련

의 세계관적 믿음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체계는 우리의 의식구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확산된다고 한다(Andersen, 1983; 최정윤, 20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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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하다. 남성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등의 이유로 연봉 인상과 승진의 대상이 되는 반면, 여성은 

연봉 인상과 승진 논의의 과정에서 배제된다. 심지어 해당 여성이 남성과 마찬

가지로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일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은 변치 않는

데, 이는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이 ‘가장’일 것을 전제해서 의사결정을 진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은 결혼에 따른 임신과 출산 

및 육아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차피 빠져나갈 인력’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다 

비전문적으로 여겨지고, 덜 선호되어진다(한국여성민우회, 2015)8). 

한편, 2000년대 초반에 ‘00아 사랑해’라는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광고가 다시 등장했다. 전에 비해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것은 

‘00아 사랑해’라는 문구에 ‘결혼 안해도/다이어트 안해도/화장 안해도’를 넣었다

는 것이었다. 즉, ‘00아 결혼 안해도 사랑해’ 이런 식으로 광고 문구가 제작된 

것이다. 참고로 여기 등장하는 ‘00’이는 생물학적 여성이다. 이 광고를 제작한 

제작진 측에서는 이것이 페미니즘 광고라고 주장 하였지만, 이 광고는 여러 측

면에서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비난받았다. 그 중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여자는 사

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사랑을 받을지 말

지는 주체인 00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00이는 사랑받

기를 원하고,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식의 재현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었다. 여기

에서도 우리는 가부장적 관계를 볼 수 있다. 즉, 남성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

현하고, 여성을 사랑해주는’ 위치에 있는 반면, 여성은 ‘사랑을 받는, 남성에게 

사랑을 받아야 행복함을 느끼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8)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남성의 월평균임금 대비 여성 월평균임금은 2009년 

63.5%에서 2013년 64.6%로 남녀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4년 63.7%, 2015년 62.5%로 남

녀 임금격차가 계속 증가함으로서, 2015년에는 2010년 이래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2.5% 수준에 불과하여 여·남 간 임금격차가 크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sis.kwdi.re.kr/gsis/kr/stat/StatDetail.html?stat_seq=35&menuId=2003102&rootId=2003000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 고용률은 여성이 2009년 47.7%에서 2015년 49.9%로, 남성은 

2009년 70.1%에서 2015년 71.1%로 여·남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 고용률의 차

이는 20%p 수준으로 성별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성별 고용률에 관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sis.kwdi.re.kr/gsis/kr/stat/StatDetail.html?stat_seq=34&menuId=2003102&rootId=2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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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여·남 간의 불균형한 관계가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체계

를 바로 가부장제적 사회관습 또는 사회체계라고 한다.        

 (3) 인식론적 특성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성적 지식이란 지식자의 사회적 위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감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고 몸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남성에 의해 생산된 남성중심적(masculinist) 위치다. 

진리는 맥락과 가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남성은 자연과 분리된 반면 여성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자연

과 감정 그리고 몸과 연결된 존재로 규정되던 시절에 탄생했다. 이처럼 과학과 

합리성의 대두라는 역사적 맥락은 남성성을 몸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였

고, 여성은 이성적이고 중요한 지식 생산자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낳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남성에 의해 생산된 지식은 진리이며 객관적이고 보편

적이라고 간주되었는데, 이런 생각은 여성과 여성적이라고 간주되는 분야를 배

제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의 젠더화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

져왔다. 여성이 능동적으로 지식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고, 동시에 이성

적이고 실증적인 과학적 방법에 의거하여 중요하거나 알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은 배제하게 되었다. 지식의 젠더화는 무엇이 지식이라고 간주되는지와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주체인지를 구조화했다(박경환 외 역, 2015). 

남성 중심적인 학문 세계에 도전하는 페미니즘의 인식론적 관점은 크게 입장

론과 경험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주의 입장론은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

을 연구에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학문의 객관성 개념이 기초하고 있는 

가정에 회의적이다. 

‘객관성’, ‘이성’, ‘합리성’으로 정의되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지식들은 사실 연

구자의 주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연구자의 사회적 위치와 분리된 지식을 뜻

한다. 하지만 페미니즘에서는 모든 연구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특정한 위치의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모든 지식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9). 페미니스트 입장론에서는 이렇게 입장의 상대성을 인정할 때, 기

9) 샌드라 하딩(Sandra Harding 1986)은 ‘외부 어디에선가로부터 보는 입장’, 곧 과학자의 주관성에 의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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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전통적이거나 남성 중심적인 입장보다는 주변화된 집단 또는 억압 받는 집

단의 입장에 있던 여성들이 사회와 세계를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인식론

적 특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한국여성연구소, 2005).      

한편, 여성주의 경험론의 입장에서는 기존 학문이 남성의 경험을 인간 전체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인 양 여김으로써 사실상 여성의 경험을 배제한 남성 중심적

인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즉 여성의 일상적인 경험을 학문적으로 무가치한 것으

로 보거나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지식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낳게 되었다

는 것이다. 이에 기존 과학의 남성 중심적 편견을 극복하려면 여성의 경험을 포

함하는 쪽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것이 참다운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다(한국여성연구소, 2005). 

페미니스트 지리학(feminist geography)은 크게 지리학의 남성중심성 비판과 

공간의 젠더화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 흐름을 만들고 있다. 우선 지리학의 

남성중심성 비판은 지리학에서 여성 지리학자의 부족, 그리고 남성의 시각과 경

험을 보편화한 지리학 지식, 따라서 지리지식의 생산자이자 대상으로서의 여성 

배제를 다룸으로써 지리학계와 지리학 지식의 남성중심성을 문제 제기하고 한편

으로는 여성을 복원하고 가시화하고자 했다. 학문 대상으로서 공간과 젠더의 관

계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공간이 젠더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젠더 관계가 공간

을 통해 구축되고 강화되어 왔는지를 중심으로 지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몸이라는 미시적인 스케일의 공간에서부터 가정, 커뮤니티, 

근린지구, 도시, 지역,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인 거시 스케일의 공간까지 어떻

게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들이 젠더화되고 또 젠더 관계가 이러한 공간(들)을 통

염되지 않은 입장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이론(standpoint theory)’을 내세웠다. 그녀는 모든 지식은 그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위치에서 볼 때에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딩은 더 나은 형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보

통 배제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이 포함된) 복수의 입장들을 고려하여 ‘강한 객관성’을 창출할 것을 

주문한다(박경환 외 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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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성되고 강화되며 변환되는지를 다룬다. 즉,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지리학에

서의 여성 복원 및 가시화, 그리고 젠더 문제를 공간과 관련해 이론적으로, 경

험적으로 연구해왔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따라서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지리학 전체에 대해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시도한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지리학 연구에서 젠더(gender)의 함의는 사

회와 공간을 변형시키는 다른 사회적, 경제적 요소의 함의와 최소한 똑같이 중

요하다고 인식한다(Women and Geography Study Group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984: 박경환 외 역, 2015에서 재인용). 이러한 페미니스

트 지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젠더의 역할은 지식의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1)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흐름

197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기간은 ‘여성에 대한 지리학’(a geography of 

women)이 태동한 시기였다. 그 당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여

성들이 여러 생활부문에서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를 조사하

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여기서 여성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전통적으

로 ‘여성들에게 적합한 자리’(women’s place)를 자의적으로 상정해놓고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여성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데서 비롯된다. 

한편,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성별분업과 여

성의 지위상 불평등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점차 불평등한 패턴

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즉, 여성에 대한 지리학(a 

geography of women)에서 페미니스트 지리학(feminist geography)으로 점차 나

아갔다(손명철 역, 1993). 

 (1) 지리학에서 여성을 가시화하기

지리학에 페미니즘이 도입되던 초창기에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첫 번째 흐름은 

여성을 가시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 및 여성 지리학자를 가시화하는 것이었

으며 지리학 연구에서 여성의 배제를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예컨대,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10)의 ‘human’이 사실상 인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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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뜻하며, 남성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보편화하면서 ‘여성’을 무시하고 고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지리학의 주제나 지리적 지식, 언어, 개념 등은 

남성의 시각, 남성의 영역, 남성의 경험에 국한된 것들이었고, 그러한 것만이 

보편적, 합리적, 객관적, (젠더)중립적인 지식인 것으로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리학에 페미니즘적 시각이 도입되면서, 가정 내 권력관계, 여성의 

통근, 보육 시설, 도시 폭력에 대한 여성의 공포, 의료 서비스 등 자원에 대한 

여성 접근성, 여성의 우정 네트워크, 여성의 사회 이동성, 비공식적 노동 등으

로 지리학의 관심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2) 젠더와 공간에 대한 폭넓은 관심 갖기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공간성에 관심을 가진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어떻게 

공간이 젠더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젠더 관계가 공간을 통해 구축되고 강화되

어 왔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예컨대, 도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들에 대한 설명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도시가 발달하면서 원래 도시 내부에 위치해 있던 주거지역은 도시

의 교외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라는 공간은 젠더화되는 모습

을 보이는데, 도심은 임금 노동을 위한 남성들의 장소(공적 영역/공간)로, 도시

의 교외 지역에 위치한 가정은 여성의 장소(사적 영역/공간)로 분리되었다. 이

는 여성의 삶을 가정으로 묶어놓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도시 

지리학’에서는 이러한 여성 삶의 변화에 대한 서술 없이, 그저 교통의 발달과 도

시 환경의 악화로 인해 백인 중산층이 ‘더 나은 삶을 찾아’ 교외로 거주지를 옮

겼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한편, 도시에 위치하던 중산층 백인들의 집이 도시 교외지역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그 집에서 가내 임금노동을 하던 흑인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경험으로 다

가왔다. 당시 자동차라는 개인 교통수단은 거의 남성들에 의해 전유되었기에, 

여성들은 주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녀야 했다. 특히 가

난한 흑인 여성들은 장거리 이동시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10) 전통적으로 지리학은 ‘계통지리’와 ‘지역지리’로 구분된다. 그리고 ‘계통지리’는 또 다시 ‘인문지리’와 ‘자

연지리’로 나뉘는데, 이를 지리학의 ‘이중적 이원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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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도심에 거주하던 흑인 여성들이 교외에 있는 중산층 백인의 집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했다. 이러한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했던 이들은 졸지에 일터를 잃었다. 

또한, 남성에 의한 자동차 통근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형성되었던 초기에, 기

동성이 없었던 여성들은 이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성에게 

일자리는 도보 거리나 대중교통이 닿는 지역 주변으로 공간적으로 제약되었다. 

게다가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 때문에 자녀가 학교나 보육시

설에 있는 동안에만 일을 할 수 있었고, 공간적 제약에 덧붙여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일자리의 기회를 더더욱 빼앗아 갔다. 

따라서 여성은 학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에 

맞는 일자리를 가져야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는 급여가 적고, 비전문적

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젠더관계는 이렇게 공간을 통해 구축되고 강화

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 지리학은 이러한 여성들의 도시 경험

과 처지에 초점을 두고 현상을 해석하고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백

인 중산층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 변화를 다룰 뿐이었다(여성문화이

론연구소, 2015).

 (3) 지리학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스케일을 도입하기

가장 최근의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지리학의 전통 주제 및 지식의 젠더화를 넘

어, 새로운 주제, 새로운 스케일을 지리학에 도입할 것을 제기했다. 즉, 이전의 

지리학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몸(body)’과 ‘가정(home)’이 중요한 분석 스케

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젠더와 함께 섹슈얼리티, 정체성, 주체성, 위치성, 

상황적 지식과 성찰성 등 페미니즘의 주요 주제와 핵심 방법론이 지리학 내의 

새로운 흐름과 문제의식들을 만들었다. 또한 당연하게 여겨온 이분법들(가정과 

일터,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 몸과 정신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위

계화된 구분에서 저평가되고 비가시적이었던 것을 재주장하거나 이분법이 나누

는 두 범주 간의 경계가 사실은 훨씬 희미하고 흐릿하며 유동적이라는 점을 제

기했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예컨대, 페미니스트 지리학에서는 여러 형태의 이동성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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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도한다. 그것은 몸의 이동(Young, 1990)에서 일상적인 출퇴근 패턴

(Hanson and Pratt, 1995)과 여행 및 탐험(Blunt, 1994)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먼저, 몸의 수준에서 보자면, 도시를 단순하게 걸어다니는 것조차 여성과 남

성 간에는 매우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11). 그리고 이런 차이는 피부색이나 장

애 유무에 따라서 한층 더 강화된다. 즉, 도시 공간을 활용하는 주체의 성별이 

어떤지, 피부색과 장애 유무가 어떠한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이동 패턴이 나타난

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의 수준에서 보자면, 여성과 남성의 일상적 통근 패턴

은 젠더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통근 시 자녀의 학교에 들르거

나 쇼핑을 하고 병원이나 약국에 들르는 등 남성 인물에 비해 보다 복합적인 이

동패턴을 보인다(박경환 외 역, 2015).

이러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젠더를 분석의 범주로 추가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첨가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젠더를 분석의 범주로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기존에 지리학에서 세계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연구하던 방식 자체

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장을 던진다. 또한 이는 분명 현실 세계에서의 투쟁을 조

명하고 그것에 근거해 있는 것이기도 하다(박경환 외 역, 2015).

 

11) 여성들의 범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공간 사용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공간 사용에 제약을 주

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Ⅴ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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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가시성 및 성별 역할 비중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자료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나타나는 성별 편향성

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과 삽화에 여성과 남성이 출현한 횟수를 세었다. 등장

인물의 단순한 노출의 빈도수를 측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아래

의 그래프는 각 성별 인물의 출현횟수를 비율로 재계산하여 표현한 것이다. 

A, B, C 교과서를 각각 분석해서 비교해 본 결과, 교과서 속 시각자료에 재현

된 인물들의 성별 가시성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교과서 별로 수치는 약간씩 다르지만, 여성 등장인물에 비해 남성 등장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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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예컨대, A교과서 사진 자료 속 여성 인물은 총 43회 등장하여 29%의 출현빈도

를 보였으며, 남성 인물은 총 104회 등장하여 71%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또한, 

A교과서에 제시된 삽화에서는 여성 인물이 총 53회 등장하여 28%의 출현빈도를  

보이는 데 비해 남성 인물은 총 137회 등장하여 72%의 출현 빈도를 보인다. 따

라서 분석의 대상이 된 세 교과서 중에서 A교과서 속 삽화 자료의 남성 편향성

이 가장 높았다. 한편, B교과서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B교과서 사

진 자료에는 여성 인물이 총 35회 등장하여 33%의 출현빈도를 보였으며, 남성 

인물은 총 71회 등장하여 67%의 출현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는 삽화에서도 비슷했는데, B교과서 삽화 속 여성 인물은 총 42차례 등장하여 

31%, 남성 인물은 총 92차례 등장하여 69%의 출현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C

교과서의 사진 자료는 여성 인물이 총 26회 등장하여 28%, 남성 인물이 총 68회 

등장하여 72%의 출현빈도를 보였고, 분석의 대상이 된 세 교과서 중 사진 자료

에서의 남성 편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C교과서의 삽화 자료는 여성 

인물이 총 70회 등장하여 32%, 남성 인물이 총 149회 등장하여 68%의 출현빈도

를 보였다. 

<표 1> 사진·삽화의 여·남 출현빈도

단위: 명, (%)

* 위의 수치들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현하였음.

교과서
사진 삽화

여성 남성 여성 남성

A 43(29) 104(71) 53(28) 137(72)

B 35(33) 71(67) 42(31) 92(69)

C 26(28) 68(72) 70(32) 149(68)

계 104(30) 243(70) 165(30) 3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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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교과서 분석의 결과로 얻은 분석 값들을 모두 더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 

교과서 속 사진과 삽화에서의 남성 편향성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사진과 

삽화 자료 모두에서 여성 인물의 출현빈도는 30%로, 남성 인물의 출현빈도인 

70%의 43%밖에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나타나는 성별 

편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성이나 남성을 지칭하는 호칭 및 이름이 등장한 횟

수를 세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 2는 

각 성별 인물의 출현횟수를 비율로 재계산하여 표현한 것이다.

A, B, C 교과서를 각각 분석해서 비교해 본 결과, 교과서 속 텍스트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가시성은 시각자료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B교과서의 경우 남성 출현빈도가 80%를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A B C

69

83

64

31

17

36

여성

남성

텍스트의 여·남 출현빈도(%)

그림 2. 텍스트의 여·남 출현빈도(%)



- 31 -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교과서들의 경우에도 수치상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였다. 

분석의 결과, A교과서 속 텍스트에서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 및 이름이 총 5

회 사용되어 약 31%의 출현빈도를 보인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총 11회 사용되

어 약 69%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한편, 텍스트에서의 남성 출현빈도가 가장 높

았던 B교과서에서는 여성 관련 용어는 단 3회만 사용되어 17%의 출현빈도를 보

인 반면, 남성 관련 용어는 15차례나 쓰여 83%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마지막으

로 C교과서에서는 여성 관련 용어가 총 8회 사용되어 36%의 출현빈도를 보였고, 

남성 관련 용어는 총 14회 사용되어 64%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표 2> 텍스트의 여·남 출현빈도

단위: 명, (%)

* 위의 수치들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현하였음.

세 교과서 분석의 결과로 얻은 분석 값들을 모두 더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 

교과서 속 텍스트 자료에서의 남성 편향성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텍스트 

자료에서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 및 이름의 출현빈도는 29%로,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 및 이름의 출현빈도인 71%의 40.8%밖에 되지 않았다. 

교과서 여성 남성

A 5(31) 11(69)

B 3(17) 15(83)

C 8(36) 14(64)

계 16(29) 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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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3은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자료 속 등장인물의 성별 역할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즉, 교과서의 사진과 삽화 속에 제시된 인물들의 태도 및 활동

을 바탕으로 어떤 성(sex)이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 분석에서는 사진, 삽화 및 텍스트에 

특정한 성(Sex)만 제시된 경우 각각 여성 중심성 또는 남성 중심성으로 처리하

였으며, 등장인물에 여·남이 혼재되어 나타나있는 경우에는 보다 중심적인 역할

을 하는 성(Sex)을 기준으로 하여 출현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사진 속 여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15.7%인 반면, 남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84.3%로 매우 높은 남성 편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삽화의 경우에는, 여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24.7%, 남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75.3%로 사진에서의 차이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높은 남성 편향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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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위의 수치들은 A, B, C교과서 각각의 분석 결과 나온 수치들의 평균

을 구한 값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단순한 성별 출현빈도를 나타낸 그림 1과 비교했을 

때, 등장인물의 성별 역할 비중을 나타낸 그림 3의 남성 편향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자료에 여성이 등장하더라도, 여성은 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남성은 상황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성역할 

고정적이고 성차별적인 견해가 교과서 속 자료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한편, 아래의 그림 4는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성별 역할 비

중을 나타낸  것이다. 

텍스트의 성별 역할 비중 역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여, 남

성 편향적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 중 특히 B 교과서는 92%의 비율을 보여 다

른 교과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세 교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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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값을 평균내서 비교해보면, 텍스트에서의 역할 비중은 여성 인물이 약 

22.6%, 남성 인물이 약 77.3%의 비율을 보여 높은 남성 편향성이 나타났다.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남성 편향성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삼촌네 집

에 놀러간다거나, 삼촌이나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학생들이 주로 남

자 어른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례 속에 주로 남

성 인물들이 등장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한다. 따라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표현이며, 현실 반영 여부를 떠나

서도 성 편향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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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에 따른 역할의 차이

교과서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성 정형성을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성역할이 고

정관념화 되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과 삽화에 제시된 여·남 주인공들

의 활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주인공들의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에 제

시된 인물들의 활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성(sex)에 따라 편

향적인 모습을 보여 성역할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래의 

<표 3>은 분석대상 교과서 A, B, C의 시각 자료에 제시된 등장인물들의 활동 내

용을 성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 교과서 속 시각 자료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성별 활동 내용

교과서 여성 남성

A

친구와 차타고 여행 

떠나기, 일기 예보하기, 

석양 감상하기, 섬유 

공장에서 일하기, 낙타 

타고 여행하기, 천연고무 

채취하기, 치즈 만들기, 

포도 재배하기, 아마존 

관광하기, 해먹에서 낮잠 

자기, 승마 체험하기, 

머드축제 즐기기, 사진 

찍기(모델), 사하라사막 

일주하기, 나무 심기, 

홀로 배낭여행가기, 말 타기, 비행기 조종

하기, 자전거로 서울-대전-광주 일주하

기, 잠자기, TV에서 축구경기 관람하기, 

sun bed에 누워 일광욕하기, 스키타기, 

눈사람 만들기, 서핑하기, 산타클로스 분

장하기, 수련회 코스를 컴퓨터(지도)로 검

색하기,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에 연락하

기, 쟁기질하기, 책 읽기, 화훼농업하기, 

벼농사하기, 양치기, 열대우림 개발하기, 

낙타 타고 사막 횡단하기, 낙타 타고 여

행하기, 스콜이 내리는 와중에 축구하기, 

원주민의 인사말 전해주기, 열대기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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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노력하기, 아이 안고 

있기, 전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위하기(히잡 사용 

관련), 물 긷기 

- 지진 시: 부상자 

구조하기  

역으로 여행가기, 해먹에 누워 있기, 화전 

농업하기, 소 방목하기, 이글루 만들기, 

바다표범 사냥하기, 눈썰매 끌기, 스노모

빌 타기, 지도 보고 길 찾기, 자동차 운전

하기, 망원경으로 경치 감상하기, 아마존 

관광하기, 승마 체험하기, 낙타타고 사하

라사막 여행하기, 용암 사진 찍기, 머드 

축제 즐기기, 사진 찍어주기, 암벽등반하

기, 사하라사막 일주하기, 유황 광산에서 

작업하기, 뉴스 보도하기(기자), 지구온난

화 예방을 위한 노력하기, 등산가기, 뉴스 

보도하기(앵커), 콘서트 열기, 종교의 자

유를 찾아 이동하기, 경제적 이유로 이동

하기, 전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 신대

륙 발견, 체스 게임 하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조깅하기, 실업자, 

강도(가방 탈취), 래프팅 대회 참여

- 지진이 났을 때: 가스 밸브 잠그기, 부

상자 구조하기, 대피하기, 지진 속보 듣

기, 단수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물품 준

비하기

B

전화하기, 식당가기, GIS 

이용하여 정보 출력하기, 

천연고무 채취하기, 배타

고 빙하 관광하기, 축제

에서 춤추기, 래프팅 하

기, blanket toss(이누이

트의 놀이)하기, 청소기 

돌리기, 작품 감상하기, 

아이 안고 있기, 자원봉

사하기, 출퇴근하기, 쇼핑

하기, 영화 관람하기, 답

사가기

망원경 들고 설명하기, 수박을 보면서 기

준선 고민하기(본초자오선 관련 논의), 부

채질하기, 스키타기, 비행기타고 LA로 출

장가기, 축구하기, TV로 축구경기 시청하

기, 출근하기, 등교하기, 농구하기, 무인

도에 표류한 후 살아가기, 스마트폰 사용

하기, 스마트 폰의 GIS 및 GPS 기능 이

용하여 다양한 활동하기(길 찾기, 피자가

게 입지 선정하기, 맛집 찾기, 날씨 알아

보기 등), 등산가기, 자전거 타기, 벼농사

하기, 우유수레 끌기, 흙장난하기, 맨 손

으로 나무 오르기, 화전 농업하기, 천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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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채취하기, 햄버거 먹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목말라하기, 베두인 족 의복을 

착용하고 대화나누기, 낙타 끌고 이동하

기, 우유 마시기(유목민), 야시장에서 음

식 팔기, 가축시장에서 가축 팔기, 감자재

배하기, 스노모빌타고 사냥 나가기, 

blanket toss(이누이트의 놀이)하기, 얼음 

낚시하기, 배타고 빙하 관광하기, 사막에

서 여행하기, 사막 탈출하기, 사바나 관광

하기, 낮잠 자기, 컴퓨터로 펜팔 보내기, 

스키타기, 축제에서 춤추기, 코끼리 타기, 

래프팅하기, 포도 재배하기, 기우제 지내

기, 작품 감상하기, 유모차 끌기(프랑스

인), 출퇴근하기, 쇼핑하기, 영화 관람하

기, 언덕에 올라가 밤하늘의 별 보기 

C

삼촌 댁(호주)으로 놀러

가기, 아이스크림 먹기, 

하회마을에 가는 길 물어

보기(할머니가 손자에게), 

GIS 이용해서 관공서 입

지 선정하기, 스마트폰 

지도 어플로 길 찾기, 이

삿짐 나르기, 이삭줍기, 

아침운동하기, 아이 돌보

기, 게르 설치하기, 사진 

찍기(모델), 윈터 카니발

에서 스노 배스하기, 트

래킹하기, 보령 머드 축

제 즐기기, 해운대 모래 

축제 즐기기, 나무심기, 

가뭄 시 물 공급받기, 벼

농사하기, 토론 패널로 

참여하기(여성 대표, 정부 

관계자)

유리창에 선을 그어 여자 친구에게 본인

의 집 위치 가르쳐주기, 크리스마스를 즐

기기 위해 러시아에서 호주로 여행가기, 

영화  찍으러 호주로 떠나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기, 축구경기 관람하기, 축구

하기, 아이스크림 먹기, LA와 인도에서 

각각 일 분담해서 처리하기(시차 설명 위

해 사용), 눈싸움하기, 인터넷 지도를 활

용하여 할머니에게 하회마을 위치 알려주

기, 내비게이션이 달린 차를 이용하여 할

머니 모셔다주기,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

서 교통 체계 분석하기, GIS 이용해서 관

공서 입지 선정하기, 내비게이션 조작하

기,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가장 빠른 길 

찾기, 정류장의 버스도착안내시스템 활용

하기, 벼농사하기, 혼합농업 하기, 낙농업

하기, 철광석 광산에서 작업하기, 이삿짐 

나르기, 축구하다 스콜 피하기, 밭 일구

기, 화살을 이용해 사냥하기, 천연고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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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표 3>에서 확연히 보이는 차이는 교과서 속 여성 인물들이 하는 활동

이 남성 인물들이 하는 활동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A, B, C 교과서에

서 재현된 인물들의 활동을 성별(sex)로 구분해 보면, 여성의 활동으로 재현된 

활동은 총 63회, 남성의 활동으로 재현된 활동은 총 184회 나타난다. 즉, 여성

의 활동으로 재현되고 있는 활동의 개수는 남성의 것에 비해 대략 1/3의 비율을 

보인다. 교과서 속 여성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지진 시: 구급약품 챙

기기, 환자 이마에 손 짚

기, 대피하기, 환기시키기 

- 태풍 시: 비상 연락처 

확인하기, 구급약품 챙기

기

취하기, 화전농업 하기, 나무베기, 악어 

사냥하기, 사막에서 낙타 타고 이동하기

(대상), 게르 설치하기, 말 목축하기(몽골 

족), 사진 찍어주기, 윈터 카니발에서 스

노배스 하기, 영화 관람하기, 트래킹하기, 

용암 촬영하기, 보령 머드 축제 즐기기, 

해운대 모래 축제 즐기기, 나무심기,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 총회 참여 및 진행하기, 

가뭄 시 물 공급받기, 양 사육하기, 공장

에서 일하기(외국인 근로자), 취업원서 작

성하기(노인), 토론 진행하기, 토론 패널

로 참여하기(노인 대표), 자동차 생산하

기, 자동차 운전하기,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기, 자전거 타기

 

- 지진 발생 시: 물건 치우기, 대피 장소 

파악하기, 지붕 점검하기, 사람들 대피시

키기, 대피하기, 부상자 부축하기, 안전점

검하기, 대피자들에게 안내하기 

- 태풍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비

상식량 준비, 태풍 대비 위해 지붕 점검

하기, 축대와 담장 점검하기

- 폭설 시: 무너진 비닐하우스 치우기, 

제설작업하기, 자동차 점검하기, 비닐하우

스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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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Ⅲ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교과서에서 여성 등장인물은 남성 등장인물

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게 등장한다. 따라서 혹자는 등장하는 여성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여성이 수행하는 활동 역시 그 범위가 좁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여성과 남성의 활동은 단순한 활동의 양과 범위의 차

이가 아니라, 성 정형적이고 성역할 고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위의 <표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교과서 속에서 남

성 인물들은 화산이 분출하여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용암의 사진을 찍고, 

열대우림으로 관광을 가며, 암벽 등반을 한다. 이 외에도 서핑을 하고, 등산을 

가며, 스키를 타기도 한다. 더운 여름에는 선배드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

고, 책을 읽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즐기는 여성 인물은 어느 교과서

에서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성들은 파도를 찾아가

며 서핑을 하고, 스키 타기를 즐기며, 암벽 등반을 하고, 멋진 풍경을 담기 위

해 출사를 나갈 수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해변으로 나가 일광욕을 즐기며 책

을 읽을 수도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 

여가를 즐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이다12). 

혹자는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에 대해, ‘너무 진부한 이야기다’, ‘(아직도)성차

별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거나,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성차별적인) 

재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교과서에서만 그런 식의 재현이 이루어지는 것

이 큰 문제냐’와 같은 비판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교과서 속 인물들

12) 물론, 현실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스포츠 및 레포츠’와 같은 여가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한다. 

2014년 통계청이 실시한 ‘성, 연령, 행동분류별 여가활동시간 조사’의 결과, 10대(10~19세) 여성과 남성

은 각 행동분류별 여가활동시간에 차이를 보인다. 먼저, 주행동의 요일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여가시간에 

활용하는 총 시간을 비교해보면, 여성은 총 3시간 49분, 남성은 총 4시간 31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요일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여성은 ‘스포츠 및 레포츠’ 활동에 10분을, 남성은 24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과는 상관없이, 여성들이 서핑하기나 스키타기와 같은 스포츠 및 레포

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일부 여성들은 일부 남성들 보다 더 훌륭하게 이러한 

활동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본 연구자가 하고 싶은 말은, ‘현실이 많이 개선되어서, 이미 현실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는 아직도 왜 이런 것을 반영 못하는가?’가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 이러한 사실이 

교과서에도 반영되어야만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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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이 성차별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

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역할

이 기존의 고정관념과는 반대로 재현된 사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여성이 상황

을 이끌고,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주된 역할을 맡는 반면, 남

성은 소극적인 자세로 부수적인 역할을 맡는 것으로 재현되는 사례를 찾아보려 

한 것이다. 이는, 기존과 반대되는 재현의 사례를 보고 불편함과 낯설음을 느끼

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재현이 잘못되어 왔음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었다. 

하지만 분석 대상이 된 3종의 교과서 중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전

복하여 인물의 활동을 재현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현

실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교과서 속에서 여·남 인물을 재현

해내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물을 재현하고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교과서 속 차별적 재현의 방식과 같이, 현실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차별적으로 

재현되곤 한다. 잠시 현실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의 암벽등반 의류 회사인 ‘Outdoor Research’는 GQ라는 잡지에서 2016년 9

월에 공개한 화보가 매우 성차별적임을 느끼고 이를 패러디하기 위한 화보 촬영

을 했다. 미국의 ‘아웃도어 여성연합’ 등에서 거센 비판을 받은 문제의 GQ화보는 

3명의 ‘암벽등반 전문가’와 2명의 ‘귀염둥이들’이 떠나는 암벽등반 여정을 화보에 

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암벽등반을 하는 전문가로 표현된 3명은 전부 남성이

었고, 이들이 암벽등반을 할 때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거나, 상의를 탈의 한 채 

호스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맞고 있는 ‘귀염둥이’ 2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이러한 

재현은 교과서 속에서 여성이 재현되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암벽등반인 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화보에

서 단지 여성을 ‘부수적인 존재, 암벽등반을 하는 남성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 혹은 모델’로만 사용하기 위해 섭외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명

백한 성차별적 재현이다. 왜냐하면, 여성들도 상의를 탈의한 채 호스에서 나오

는 물줄기를 맞으면서 웃는 것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맨손으로 암벽등반을 한다거나, 본인의 힘만으로 암

벽에 매달리는 것과 같은 활동들 말이다. 또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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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남성들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는 부수적인 

존재로서 재현되는 것은 성차별적이다. 여성들은 단순히 ‘보여지기 위한 존재’나 

‘배경’이 아니다. 그저 남성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아래의 그림 5, 그림 6에 제시된 화보는 GQ의 화보와 이를 패러디한 Outdoor 

Research의 화보이다. 그림 5에 제시된 GQ의 화보에서 맨손으로 암벽등반을 하

고 있는 세 명의 인물은 모두 남성이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은 여성이다. 이 화보는 ‘암벽등반’에 관한 화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화보

에서 여성 인물들은 ‘배경’ 역할만을 한다. 맨손으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 남성 

인물들을 돋보이게 하는 부수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은 이를 패러디한 Outdoor Research의 화보이다. 이 화보에서는 맨손으

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 인물 세 명은 모두 여성이고, 바위 아래에서 이를 지

켜보고 있는 인물 두 명은 모두 남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6에서 제시된 화

보 외에도, Outdoor Research의 화보에서는 남성 인물이 상의를 탈의한 채 호스

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맞으며 웃고, 달리는 차 안에서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기

도 하며,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한다. 암벽등반에 관한 화보에 왜 이런 

장면이 나오는지 의아하지만, 이는 모두 GQ의 화보에 실린 장면들을 패러디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쌩뚱맞게 옷을 벗고 등장하는 남성 인물의 모습을 보

면서, 우리는 원래의 화보가 얼마나 주제와 벗어난 장면들을 담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여성 인물이 할 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남성 인물

이 똑같은 포즈를 취했을 때 이상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해당 사진이 성차별적

이라는 의미이며 우리가 그만큼 성차별적 재현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다. 

* 본 내용은 The Huffington Post Korea에 2016년 10월 16일에 실린 기사 “암

벽등반 선수들이 패러디 화보를 통해 GQ의 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꼬집다”를 참

고하였다. 참고한 기사의 전문과 보다 많은 사진은 본 연구의 [부록 1]에 수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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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과서 집필 

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성 평등한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량적으로는 여성의 

출현 배경이 다양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여성들은 너무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

고, 고정관념화된 모습으로 제시되곤 한다. 이는 각 성별(sex)로 제시된 활동의 

성격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여성의 활동을 중심으

로 남성의 활동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여행을 떠나는 경우에는 여성 인물은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묘사되곤 하는 반면, 남성 인물은 배낭을 지고 홀로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

되곤 한다. 또한, 여성 인물은 주로 사진 속 모델이 되고 남성 인물이 사진을 

찍는 역할로 제시되며, 사막 여행을 하면서 낙타를 탈 때에도 낙타의 앞쪽에는 

남성 인물이, 뒤쪽에는 여성 인물이 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3종의 교과서 모두에서 여성 인물은 아이를 안고 있거나, 아이를 돌보는 

그림 5. GQ의 화보 그림 6. Outdoor Research의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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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로 한 차례 이상씩 묘사되었으나, 남성 인물의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는 외국인으로 한정해서 단 한 차례 유모차를 끄는 남성 인물과 아이를 안

고 있는 남성 인물이 제시되었다. 또한 집안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 

인물도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삽화는 가사 일과는 무관한 사례

(도시화의 요인)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간혹 다친 사람을 간호해주거

나 날씨 예보를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

로 여겨져 왔던 일 들이다. 

한편, 교과서 속에서도 여행을 떠나거나 래프팅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여성

들의 모습이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남성과 함께 

단체로 제시되어 있어서 옷의 형태나 머리 길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만 성별

을 확인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은 비율로 남성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아래의 ‘그림 7’은 B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으로, 여·남 주인공들이 래프

팅을 즐기는 모습이 재현되어 있다. 그러나 래프팅 교관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인물(6명)이 남성으로 재현되어 있으며, 여성 인물은 단 2명만 보인다.   

그림 7 . B교과서, 동강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자료들을 접하는 학생들은 은연중에 ‘여성의 활동’과 ‘남성의 활동’을 구

분지어 생각하게 될 경향이 크고, 이러한 자료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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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여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거나 제한하

고, 자신의 가능성을 낮춰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13)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

고 자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점차 증가하고, 여성들이 주로 사

적 영역에서 머물렀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공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사 일은 여성의 몫이 아니라, 한 가정

을 이룬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며, 따라서 남성이 가사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자신 몫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늘어

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 성격, 특성, 능력 등을 파악할 때 ‘성별’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성차별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가부장적인 사

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는 

비합리적이며,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

한 사고는 없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아직도 우리의 교과서는 후자의 우(愚)를 범하

고 있는 듯하다. 교과서에서는 여성의 아내,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비(非)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

다. 이는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은 교과서가 제대로 수용하

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한 성차별주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부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교과서는 여전히 인권친화적이

지 못하다. 여전히 성 정형적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교과서의 내용 요소들은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

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13) 성역할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사회화가 남녀에게 다른 특기를 개발하게 하므로 고용주는 특정한 일에 남

성이 적합할지 여성이 적합할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성별의 차이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선호도에 따르게 

된다. 즉, 성역할 사회화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의 수요 측면의 차별을 

조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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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속 등장인물들은 다양한 상황에 마주한다. 특히, 사회 교과서 내 지리 

영역에 재현되고 있는 등장인물들은 GIS와 GPS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길을 찾거

나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는 등 매우 다양한 상

황에 처한다. 그러나 하나의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태도는 상황과는 관

계없이,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대조된다. 

새로운 사물을 접하거나 대할 때, 낯선 곳을 방문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은 전혀 다른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인물들은 대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남성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거

나 그로 인해 깨달음을 얻는 등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남성 인물들은 

대개 여성 인물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끌고,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교과서 속에는 다양한 인물과 상황이 제시되지만, 이러한 패턴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별이라는 전제 하에 끝없이 반복된다. 재미있는 점은 

교과서 속에서 이러한 패턴과 비슷하게 인물 간의 관계가 전개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어른과 아이(학생)와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어른

은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모르는 무엇인가를 가

르쳐주는 모습으로 재현된다. 그리고 아이는 주로 그러한 어른의 말에 동조하거

나 어른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속에 재현되는 인물들

은 ‘성인-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놓고, 이러한 인물을 중심으로 상

황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이 아닌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성차별주의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 속에는 성인이 

아닌 비(非)성인을 미숙한 존재로 치부하고 가르침을 줘야한다는 연령주의적 사

고도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을 비가시화 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학습자 및 사

회 구성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분석에 사용된 3종의 교과

서 중 단 1종의 교과서에서 딱 한 차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이 등

장했으며, 이 외의 부분에서는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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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부터 교과서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위의 내용들을 살

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러한 사례와 현실은 얼마나 닮아있는지도 살펴보자. 

  1) 삽화 속 여성과 남성의 역할

   (1) 소극적인 여성 인물과 적극적인 남성 인물

그림 8. B교과서 1단원 도입 삽화 속 여성 인물  그림 9. B교과서 1단원 도입 삽화 속 남성 인물 

위의 그림 8, 그림 9는 B교과서의 1단원 도입 부분에 제시된 삽화 중 인물 부

분만을 제시한 것이다. 두 페이지에 걸쳐 이어지는 위의 삽화는 새로운 대단원

의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새로운 대단원이 전개 될 때마다, 다루는 내용은 다르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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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단원의 도입 삽화를 보면, 여학생은 얼굴에 꽃받침을 한 채 어리둥절

한 표정을 짓고, 다리 한 쪽을 구부린 채 서 있다. 마치 무언가에 놀란 듯 한 

표정과 몸짓이다. 그리고는 남학생에게 “와, 네가 사는 마을은 그림책 속에 나

오는 곳 같아”라며 감탄하는 말을 건네고 있다. 이에, 남학생은 확성기에 대고 

“우리 마을도 처음부터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어,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야”라

며 당당한 표정과 자세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10. B교과서 2단원 도입 삽화

이어서 3단원의 도입 삽화를 살펴보자.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을 다룬 3단원에

서는 툰드라 지역의 경관이 배경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여학생은 2단원에서와 

똑같은 표정과 포즈를 취한 채, “툰드라에도 여름이 있네?”라고 의아해하고 있

다. 이에 대해 남학생은 역시 2단원에서와 같은 표정과 포즈로 “물론이야.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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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으로 오르는 짧은 여름에는 순록의 먹이가 되는 이끼류가 주로 자라지.”

라고 말하면서 툰드라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어리숙

한 여학생에게 툰드라 지역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림 11. B교과서 3단원 도입 삽화 



- 49 -

이번에는 5단원으로 가보자. 5단원은 자연재해와 인간생활을 다루는 단원이

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학생은 앞 장에서와 똑같은 그 포즈를 취한 채, “터

키에서는 왜 지진이 자주 발생할까?”라며 질문을 하고 있다. 저렇게 입을 오므

려 벌린 상태에서 어떻게 질문을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다. 또, 여성 등

장인물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굳이 왜 저런 모양으로 다리를 들고 서 있는 것으

로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것인지도 의아하다. 한편, 이에 대해 남학생은 시종일

관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확성기에 대고 “터키는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

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야.”라며 답변을 해주고 있다. 

그림 12. B교과서 5단원 도입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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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반복된다. 도시에 대해 공부하는 7단원에서는 

남학생이 먼저, “도심은 도시의 중심부로 관공서, 금융 기관, 기업의 본사, 백

화점 등이 모여 있는 곳이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에 대해 여학생은 

“아,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구나.”라고 대답하고 있다. 드디어 여학

생의 이상한 자세는 바뀌었지만, 인물들의 대화 패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13. B교과서 7단원 도입 삽화 

B교과서의 대단원 도입 삽화에서 여학생은 시종일관 어리숙한 표정과 태도, 

몸짓을 보이면서 질문을 하거나, 설명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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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에 남학생은 확성기를 들고 당당한 자세로 여학생에게 정보를 전달하

고, 상황을 설명하는 등의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여학생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이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재

현되고 있으며, 발화의 내용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표

현’이거나 ‘경험에 근거한 말하기’이다14). 심지어 손으로 양쪽 볼을 감싸 안은 

채 일명 ‘꽃받침’ 포즈를 하고, 볼은 상기된 채, 입을 오므려 깜짝 놀란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다리 한쪽을 들고 있는 여학생의 포즈는 괴상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것’으로 여겨지고, 여전히 ‘여성스럽다’라

고 인식되고 있는 포즈이기에 더욱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과 남

성이라는 이분법에 근거한 성별 고정관념을 그대로 담지한 재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끊임없이 ‘여자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고정관념화된 여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소극

적으로 행동하게끔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정관념화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벗어난 바람직한 재현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일까?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재현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면, 교

과서를 비롯한 매체에서는 각 성별(sex)에 따른 ‘인간15)’을 어떻게 재현해야만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단어는 ‘성별’이 아니라, ‘인간’이다. 

재현하는 인물의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똑같은 ‘인간’일 뿐이며,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서 인물을 재현해야 한다. 

하지만 성별(sex)에 따라 고정관념화 되지 않은 ‘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재현

의 사례를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현실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인

간’에 대한 바람직한 재현의 모습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14) 본 연구자는 ‘정보 전달, 사상(事象)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경험에 근거한 말하기’나 ‘정서적인 표현’

보다 더 좋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단원 도입부분에 제시된 삽화는 학생들에

게 ‘새로운 단원에서 배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새로운 단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흥미 유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대단원 도입 삽화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새로운 단원에서 배울 내

용(정보)을 제공해주는 인물’일 것이다. 이러한 도입 삽화에서 반복적으로 정보 제공자는 남성 인물로만 

재현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반응을 하거나 낯선 곳에 대한 감상의 말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인물은 여성

으로만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은 성차별적이다.  

15)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라 인간을 구분하면, ‘여성’, ‘남성’, ‘간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여기서 ‘간성’이

란, XO, XXY등 여성과 남성에 속하지 않는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나, 외부 생식기는 남성인데 난소가 

있는 등 전형적인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남성의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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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퍼에서는 2016년 ‘여자답게(#Like A Girl)’라는 영상을 제작하여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는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림 14. 위스퍼 #여자답게 #LikeAGirl 캠페인 영상 

이 영상의 도입부에서 인터뷰어(interviewer)는 인터뷰이(interviewee)에게 

‘깊이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즉시 행동해달라’고 요구한 뒤, ‘여자답게- 

달려보아라, 싸워보아라, 던져보아라’를 요구한다. 인터뷰어의 요청을 들은 인터

뷰이들(성인 여성, 성인 남성, 남자 아동)은 하나같이 쑥스러워하며 소극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그들의 재현 속 여성은 바람에 날리는 머리를 잡느라 제대로 

달리지 못하거나, 다리를 바깥 방향으로 구부린 이상한 포즈로 달리기를 한다. 

꼬집는 듯한 포즈를 취하면서도 쑥스러워 하느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거나, 힘

이 없어서 제대로 무언가를 던지지도 못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요청을 들은 아이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평소 습관대로 행동을 취한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달리고, 

싸우고, 던지는 제스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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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과정을 거쳐 자라는 동안 ‘여자답게’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한계점으

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여성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여자답게’ 행동하도록 요구받으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과 벌을 받으며 자라난 

여성들은 고정관념화된 ‘여성성’ 속에 자신을 가두고 행동에 제한을 두게 된다. 

하지만 생물학적 여성인 필자는 ‘여자답게 걷고, 여자답게 말하며, 여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것은 매우 당연한데, 그 이유는 필자가 생물학적인 ‘여

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은 나의 걸음걸이나 말투가 이상하거나, 내 

생각이나 행동이 소극적이고 얌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의 뜻은 그저 ‘나는 

나답다’라는 의미일 뿐이고, 그런 의미여야만 한다. 

우리는 ‘여자답게 하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제약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성차별적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메시지를 담은 재현이 반복되

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서, TV, 인

터넷 페이지 등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청소

년들이 접하는 매체라면 더더욱 그러한 부분에 세심한 고려를 해야만 한다. 즉, 

앞에서 살펴본 ‘그림 8’ ~ ‘그림 13’과 같은 재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한편, 위스퍼는 2016년 하반기에는 “여자답게 멈추지마(KEEP PLAYING #LIKE A 

GIRL)”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자이기에 운동을 그만둘 뻔 했지만, 그런 시

선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훌륭한 선수로 성장한 여성들을 소개하며 ‘당

신도 여자답게 멈추지 않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캠

페인이다. 영상 속 선수들은 “여자가 무슨 운동을 해?”와 같은 무수한 말들을 

뒤로 한 채,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의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지 ‘여성’

이라는 사실만으로 행동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가?16) 우리는 성별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명 스포츠 브랜드 Nike에서도 2016년 여름,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다 다 딩(da da ding)’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인도 

16) 자신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가해지는 수많은 제약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솔직한 인터뷰를 보고 싶다면 위스퍼의 또 다른 캠페인 영상을 감상할 것을 추천한다. “우리는 여자 아이

들에게 한계를 정해주나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이 영상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여자답게#물러서지마#위스퍼 캠페인 두 번째 영상, 링크: https://youtu.be/mp1TV25z6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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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의 멋진 ‘여성’ 운동선수들이 대거 등장하는 광고로서, femvertising 

(feminism+advertising) 전략을 사용한 광고이다. 

그림 15. Nike Da Da Ding 영상

이 광고 속에서 여성들은 앞 다투어 달리고, 힘을 겨루고 몸을 부딪혀가며 농

구를 하고, 복싱을 한다. 또한 골목에 길게 걸려있는 빨래들 사이를 달리며 남

자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타이어를 허리에 매고 달리면서 훈련하며, 교복을 입

고 백 텀블링을 하기도 한다. 하나같이 모두들 힘이 넘치고, 적극적이며 활동적

이다. 사실 이 영상을 본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은 ‘소름 끼친다’, ‘눈물이 날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성들이 이 영상에

서처럼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재현된 사례를 접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

다. 복싱을 하다가 얼굴에 상처가 나도 괜찮다. 체력을 기르고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 타이어를 허리에 매고 달리느라 땀이 나도 괜찮다. 운동을 하느라 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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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가 나도, 머리가 헝크러져도 괜찮다.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

답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그런 모습은 예쁘지 않다’와 ‘그런 행동들은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이유로 행동에 제약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교과서 속 등장인물의 모

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림 15에 제시된 나이키의 광고 영상에서처럼, 우

리 교과서에서도 성별(sex)에 상관없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성 인물들이 

등장해야만 한다. 성별에 상관없이 그저 똑같은 ‘인간’으로서 재현되어야만 한다

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떠올릴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에

게 저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남성들은 어떠할까? 남성들은 이러한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성역할 고정관념이 특히나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

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근거로 확인된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역

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들이 받는 피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남성들 역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행동과 사고에 제약을 받는다. 

사회운동가이자 교육자인 포터(Tony Porter)는 TED 강연에서 “A Call To Men

(남자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고, 이 강연의 내용에 많은 사람들

이 공감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맨박스(Men Box)’를 이야기한다. 그가 말하는 ‘맨박스’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뜻한다. 즉, ‘남자는 강해야 하고, 약한 것들을 보

호해줘야 하며, 두려움 따위는 느끼지 않고, 언제나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합리

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다’와 같은 고정관념 말이다. 그는 본인의 자녀들과 있었

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맨박스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한다. 그는 자신의 어

린 딸아이가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왔을 때는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쓰

다듬어주고, 울음을 달래기 위해 부드러운 말을 했던 반면, 자신의 어린 아들이 

울면서 아빠에게 왔을 때는 “(남자애가)왜 울고 있니? 고개를 들고 나를 봐라, 

네가 왜 우는지 설명해봐라, 니 방으로 가라, 울음을 그치고 남자처럼 굴어라”

라고 요구했던 본인의 모습을 고백한다. 당시 그의 아들은 불과 다섯 살 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에게 ‘남자답게 굴 것’을 요구했다. (여자)아이처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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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대거나 감정에 젖어있지 말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과 울음을 참을 

것을 요구했다. 불과 다섯 살짜리 아이에게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런 행동들,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

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남자도 울 수 있고, 남들보다 우월하지 않아도 괜찮

고, 느낌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남성성’에 관한 고정관념은 남성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남성들이 보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이러한 고정관념은 신체적으로 

강하거나 터프하지 못한, 겁이 많고 망치질을 잘 하지 못하며, 전구를 잘 갈지 

못하는 생물학적인 남성 개인들을 억압한다. 특정한 성(sex)으로 태어난 것과 

그 사람의 능력, 성향, 가치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사회를 통해 구성되

어질 뿐이다. 

한편, 그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이어간다. 그는 “맨박스를 불편하게 

여기는 남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안에서 결속감과 안도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남성의 삶 깊숙이 스며든 맨박스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

한다. 그 문제들은 남성들의 삶을 지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곧장 여성의 삶 

속으로 파고든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맨박스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없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맨박스로 인해 어

느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강요받아 온 

‘남자다움’에 대한 강박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

한 의문을 던진다. 

이처럼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별에 관계없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해체되어야만 한다. 성별은 한 인간의 사

고와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여성’ 혹은 

‘남성’, 혹은 ‘간성’이기 전에 모두 같은 ‘인간’이다. ‘성별’ 이 아닌 ‘인간’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도 이러한 시각이 점차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에 따른 재현을 지양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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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여·남의 역할

그림 16. A교과서에 재현된 ‘지리 정보 기술 활용 사례’ 설명을 위한 삽화

위의 삽화는 3컷으로 이어진 이야기 삽화로서, A교과서의 ‘생각 열기’ 부분에 

쓰인 삽화이다. 해당 단원에서는 ‘다양한 지리 정보 기술’을 설명하면서, GIS(지

리정보체계)의 이용과 활용, 버스 정보시스템과 스마트폰의 길 안내 시스템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지리 정보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위의 첫 번째 삽화를 보면,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운전을 하고, 조

수석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앉아 있으며, 뒷 자석에는 아들로 보

이는 남학생이 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보다 성 평등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결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어머니가 운

전을 하는 것이 제시되는데17), 중학생 대상 교과서 임에도 아직도 운전은 ‘남자

-아버지’가 한다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 삽화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두 번째 삽화에서는 달리

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이에 대해 아들은 당황하

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달래며 “걱정 

마, 보험 회사에 전화하면 위치를 설명 안 해도 바로 찾아와”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삽화에서는 이에 대해 신기함을 보이는 아들의 모습과 

17) 교육부(2015), 초등학교 사회 3-1,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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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아들을 보면서 흡족한 듯 미소를 짓는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 삽화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가? 

삽화의 처음에 함께 재현되었던 어머니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가 멈추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리 정보 기술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아들이 이에 대해 놀라고 있는 와중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사건의 전개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

화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대화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어수룩하고 아직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아들에게 지리 정보 기술의 유용함을 설명해주는 방식으

로 내용이 전개된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삽화에서 성차별주의와 연령주의를 읽어낼 수 있다. 만

약 이 삽화가 실제 상황이라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게

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든지, 놀라서 차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된 일

인지 파악하려고 애를 쓰든지 적어도 무언가 하나는 눈에 띄는 행동을 할 것이

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건현장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

을 느끼고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인간’으로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

었기 때문이다. 해당 삽화를 그린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지극히도 당연한 사실을 

잊었나보다. 그리고 사실, 지리 정보 기술에 대해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나 아

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

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 비해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가장 심한 차별은 ‘비가시화’이다.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기에, 상대방이 ‘보

이지 않아도’ 전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 상대방이 ‘어수룩하고 잘 모르는 

존재’로 표현되더라도 그것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우

리 가까이에 깊숙이 자리한 차별이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나 성 소

수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자.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진

다. 거리를 다니다가 장애인을 마주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고개를 돌려 

그 장애인을 쳐다본다. 왜 그렇게 하는가? 낯설고 의아하기 때문에. 분명 그들

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비가시화 한다. 그렇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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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리는 장애인이 낯설다.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농구장에서 농구를 할 때,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등등 일상생활의 각 부분들에서 우리는 장애인

들을 거의 접하지 않는다. 이 뿐인가? 교과서뿐만 아니라 TV 속 다양한 프로그

램들, 잡지와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미지들 속에서 장애인

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동성애자와 같은 성 소수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분명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당신이 오늘 점심을 같이 먹은 그 친구가 사실은 동성애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성애 중심의 사회이다.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는 

이성애 커플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벤트가 진행된다. 예컨대, ‘이성친구와 함

께 찍은 사진과 사연 올리기’ 같은 이벤트 말이다. 사람들의 사고 속에도 이성애

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싱글인 여성에게 이렇게 묻는다. “남자친구는 

왜 안 만들어? 소개팅 해줄까”라고. 이는 정말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이성애자일 것이라는 사실이 말이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이란 없다. 하나의 인격체가 다른 대상의 ‘그림자’로

서 존재하는 것은 그것 자체에 이미 권력관계가 내재해 있는 것이며, 차별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가시화’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해당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성들이 있고, 장애인들이 있

고, 성 소수자들이 있고, 아동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인 그

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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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급상황 시 인물 묘사: 지진, 태풍 등 위급상황 시 여·남의 역할

아래의 삽화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응급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주는 삽화이다. 

그림 17.  C교과서에 재현된 지진 대처 요령

그런데 등장인물 중 대다수(총 30명 중 22명, 73%)는 남성 인물이고, 적극적

인 역할을 하는 인물도 남성 인물이다. 남성 인물이 지진 발생 전에 피해를 유

발할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대피 장소를 정하고, 집과 주변의 지반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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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점검을 하는 동안 여성 인물은 그저 구급약품을 챙기는 것으로만 묘사되고 

있다. 여성 인물은 대화에 끼지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며, 그나마도 여성 인물이 하는 일로 묘사된 

‘구급약품 챙기기’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묘사되어 왔던, ‘돌봄’과 관련된 일

이다. 

다음 삽화에서는 지진 발생 중에 해야 할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남

성 인물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며, 여성 인물과 노

인들은 그저 몸을 대피하는 것으로만 묘사되고 있다. 

지진 발생 후의 상황을 묘사한 그림에서도 안전요원으로 보이는 남성 인물이 

사람들이 대피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으며, 무너진 집에서 다친 사람을 부축해서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가정의 전기, 수도 및 가스관을 점검하는 인물도 남성이

다. 이 때 여성 인물은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이마를 짚어 체

온을 확인하는 등 전형적인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창문을 열

어 환기를 시키는 역할로 재현되고 있다. 남성 인물이 전기나 가스관 등을 점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키는 것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

고, 기술을 요하지 않는 작업으로 판단되기에, 이것 역시 성차별적인 인식이 반

영된 삽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인식은 위급상황을 다루는 다른 삽화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아래의 삽화는 C교과서에 재현된 태풍 대처 요령이다. 

그림 18. C교과서에 재현된 태풍 대처 요령



- 62 -

여기서도 여성 인물은 비상연락처를 파악하고 구급약품을 챙기는 것으로 묘사

되는 반면, 남성 인물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비상

식량을 준비하며, 지붕과 축대, 담장 등을 미리 점검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위급상황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는 그림 17과 그림 18을 살펴보면, 앞에

서 보았던 다른 삽화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여성 인물은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반면 남성 인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이미 지적 했듯이, 여성 인물의 활동으

로 표현된 것은 대개 ‘돌봄 노동’의 형태를 띤 활동으로써,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치부되어 왔던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조차, 인물들은 고정관념화된 성역할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여자다운 것’, ‘남자다운 것’의 신화는 매우 강력해서 우리의 일상 생활 곳곳

에서 영향을 미치곤 한다. 하지만 응급 상황을 표현한 삽화에서조차 ‘여성에게 

어울리는 일’과 ‘남성에게 어울리는 일’이 나누어 고려되고 있고, 이는 이 자료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습득될 것이다. 우리는 일생을 거쳐 진행되

는 사회화를 통해 습득한 각각의 성에 맞는 역할과 태도를 담지하고 있으며(이

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TV, 신문 등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재생산된

다), 이는 개인의 활동과 발전 가능성을 제약한다.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

했을 때, 여성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환자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구급차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그 여성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타박하겠는가? 

평생을 그렇게 학습되어 온 –강요받아 온- 여성에게(대피로 확보 및 대피 안내

나 부상자 구조가 아니라, 구급상자를 챙기고 아픈 이들을 부축하는 모습만을 

자신의 역할이라 교육받아왔던 여성에게) ‘응급 상황이니 알아서 기지를 발휘해

야지’라며 다그치거나 ‘이건 실제 상황이니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해’라거나 ‘이러

니 여자는 안 돼’와 같은 발언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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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과서 속 인물 묘사의 특징

   (1) 교과서 속 젊은 여성과 중년의 남성

아래의 사례는 C교과서 ‘사례 톡! 톡!’ 부분에 제시된 삽화이다. 삽화를 살펴

보면 관공서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여성 직원 2명과 남성 직원 2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등장 비율을 양적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여성 등장인물이 다양한 배

경 속에 등장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삽화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9. C교과서에 재현된 ‘지리 정보 체계를 활용한 관공서 입지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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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첫째, 공적 영역에서 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는 여성은 대게 ‘젊은 여

성’만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이 때 함께 등장하는 남성은 대개 ‘중

년의 남성’이라는 점이다.18)

사실 교과서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대게 젊은 인물만이 등장한다19).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년의 남성은 젊은 여성과 함께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으

로 종종 재현되는 반면, 중년의 여성이 젊은 남성과 함께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등장하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에는 중년의 남성이 등장하는 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20대 중후반의, 미혼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은 비단 이 삽화만

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재현은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등장할 때면 

항상 반복된다. 그리고 이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인 예로 뉴스를 들 수 있다. 주요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30대의 젊은 여성 아나운서들이다. 그리고 함께 뉴스를 진행하는 

남성 아나운서는 대체로 여성 아나운서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중년의 남성이

다. 만약 중년의 남성 아나운서를 뉴스의 메인으로 세우는 것이 이 남성이 경력

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면, 여성 아나운서는 어떤가? 젊어서부터 경

력을 쌓아온 여성 아나운서들이 중년이 되면 더 많은 경력과 노하우가 쌓였을 

텐데, 그들은 왜 뉴스에서 사라지는가? 

이처럼 공적 영역에서 젊은 여성만이 등장하고, 중년 여성은 비가시화되는 현

상은 교과서와 현실이 꼭 닮아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시선 -항상 젊고 날씬하고, 아름다울 

것20)-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고, ‘중년의 남성과 젊은 여성’이라는 경제력과 사

회적 지위, 나이 등의 위계질서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18) 삽화 속 인물을 보면, 여성은 동그란 눈에 긴 속눈썹을 가진 젊은 인물로 재현되고 있는 반면, 남성은 

두 명 다 입가에 주름이 있는 중년의 인물로 재현되고 있다.

19) 이 또한 차별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중년과 노년 인물의 비가시화를 의미한다.

20) 여성용 화장품 광고들을 보면 하나같이 젊은 모델이 등장한다. 그런데 넘쳐나는 ‘안티에이징’ 화장품 광

고 속에 등장하는 모델들도 하나같이 젊고 아름답다. 하지만 사실, 주름 하나 없이 맑은 피부(모 화장품 

광고의 문구를 인용하자면-‘무결점 피부’)를 가진 광고 모델들은 사실 40대 후반의 배우들이다(김OO, 이

OO, 고OO 등). 노화라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화면 속에 등장하는 배우나 모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여전히 주름 하나 없이 젊고, 날씬하고, 예쁘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

들은 “절정일 때 지켜라”, “다시 처음 피부로”, “보여주세요! 시간을 거스르는 힘”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

여 마케팅을 한다. 이 문구들을 보면, 사회가 여성의 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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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과서 속 중년 여성

그림 19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이어가보자. 그림 19에서 중년여성은 비가시화  

되고 있다. 즉, 교과서 속에서 중년 여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간혹 등장한

다고 해도, 사적 영역에서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보수를 받으며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중년의 여성’은 교과서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대신, 

청소기를 돌리는 중년 여성이 등장한다. 간혹 교사로 재현되는 중년 여성이 등

장하기는 하지만, 교과서 속 젊은 여성들이 ‘기상캐스터, 간호사, 회사원’ 등의 

다양한 직업인으로 묘사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왜 그럴까?

본 연구자는 교과서에서의 이러한 인물 묘사는 가부장제가 여전히 강하게 자

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양육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에 시달리는 기혼여성

들의 ‘경력단절’을 반영하는, 그리고 강요하는 재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현이 오히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

리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중년 여성을 비가시화 하는 이러한 재현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중년 여성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 더 어울리며, 그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사적 영역 안에서의 ‘엄마’로 재현되는 우리 사회의 중년 여성들

은 그 재현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비난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녀?/ 운전을 해?/ 여자가 어

딜.../ 여자가 감히...”와 같은 말들이다. 혹자는 ‘에이, 요즘 누가 그런 말을 

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들은 여전히 유효하

고, 길거리로 나가면 심심찮게 들려온다. 

‘재현’이 그려내는 이미지가 곧 현실을 강요하고 만들어낸다는 ‘재현의 정치’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사례로 들어 보겠다.

본 연구자도 최근 부끄럽고 미안한 경험을 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자

리였다. 그 때 모인 친구 중에는 출산이 임박한 친구가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1

년 쓰고 나면 무조건 복직을 하겠다고 했다. 그때면 두 살일 본인의 아기는 보

육시설에 맡기고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아이가 불

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겨우 두 살 밖에 안 된 아이를 시설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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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을 계속하겠다는 친구의 모습이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심지어는 ‘계획에 

없던 아이라서 아직 아이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와 같은 생각도 들었다. 입 밖

으로 꺼내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친구를 탓하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친구의 말을 듣고 난 뒤 순식간에 떠오른 생각들이었다.

하지만 이내 곧, 나는 엄청 부끄러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 친구의 잘못이 

뭐가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친구가 고생하면서 지금의 회사에 들어갔고, 힘들게 

경력을 쌓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는 그 친구 혼자 

책임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둘이서 책임져야할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 여성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

적인 시스템이 뒷받침해주지 못한 탓이지, 그 친구의 탓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무엇보다, 그 친구의 남편은 두 살짜리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긴다고 해서 ‘이기

적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갑작스레 찾아온 몸의 

변화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누려왔던 많은 것

을 포기했어야만 했었다는 것을21) 안다. 출산의 위험성, 출산의 고통과 출산 후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일들22) 등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디에서도 배워보지 못한 

출산에 관한 일련의 정보들23)을 스스로 터득하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21) 커피와 맥주, 이 외에도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음식의 섭취에 대한 제약, 몸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대한 제약, 행동거지 및 마음·태도에 대한 제약(태교를 위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해라). 심지어 

출산일이 가까워오면 똑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고, 다리와 발에는 수차례 쥐가 나기도 하며, 배와 허벅지

살이 심하게 트는 등, 한 생명을 자신의 몸속에서 키우면서 여성의 몸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22)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출산을 하고나면, 팅팅 부운 얼굴과 몸, 젖몸살로 인한 통증, 훗배앓이(임신 중 

커진 자궁이 이전상태로 수축하면서 느껴지는 통증), 제왕절개 시 절개부위의 통증(훗배앓이와 합쳐지면 

더 심해지고, 하루 8~10차례의 모유수유를 하느라 허리를 구부리는 과정에서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진

물이 나오기도 한다), 오로(분만 후 나타나는 피가 섞인 심한 냄새의 질 분비물로 평균적으로 6~8주간 나

온다. 따라서 산모는 출산 후 보통 2달간 산모용 패드(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한다), 탈모, 산후 우울증, 

복근의 가운데가 갈라지는 ‘복직근 이개’(출산 후 60~70% 정도만 회복됨) 등 사회에서, 교육에서 알려주

지 않는 많은 출산 후 변화들이 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의 사항들 외에도 산모에 따라 임신 

중독이나 소양증 등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기도 한다.

23) 출산, 임신과 육아, 그리고 피임, 여성의 생리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임신과 출산은 아름다운 것’, ‘육아는 힘들지만 아이는 그 모든 힘듦을 잊게 하는 사랑스러운 

대상’이라는 아름답게 포장한 말들 외에,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은 성별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무지에서 

오는 ‘무시와 하대’, 즉, ‘임신과 출산, 육아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겪는 과정이고, 예전에는 환경이 

더 열악했었으니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인식, ‘가사노동과 육아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미숙련 노동, 허드렛

일’ 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하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공적 영역에도 확장되어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낮은 평가와도 직결된다.

     노동 현장에서 여성들은 본래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외에 추가적인 일들을 더 해야만 한다. 성역할 노동

이라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예컨대, ‘손님이 왔을 때 커피를 타서 내오기’와 ‘쌓여있는 물컵 씻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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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짐작이 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 친구를 이기

적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재현의 정치이며, 재현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항상 아이와 함께 등장하는 여성, 아이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떠맡는 여

성24),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내는 여성25), 장소와 상관없이 앞치

마를 입은 채로 묘사되는 여성26), 집 안에서 가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설거

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여성 등, 우리 사회는 여성을 끊임없이 한결같은 

방향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여성은 누구나 ‘모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성은 아이와 남편, 집을 돌봐야하기 때문에27) 여

성이 출산·양육·가사 일보다 본인의 경력을 쌓고 자아실현을 하는데 열중하는 것

은 일들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이중 노동을 하기에, 오히려 저임금을 받는 것이 합리화된다. 

     배려와 보살핌을 포함하는 ‘돌봄 노동’과 서비스 정신을 요구하는 ‘감정 노동’이 중요한 노동 요소로 요

구되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종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들 노동의 특징이 어머니의 것을 닮은, 여성의 특성을 지닌 성별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24) 2016년, 한 NGO 단체에서는 기아에 허덕이며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금을 지원 해달

라는 광고를 하면서, “엄마가 엄마여서 미안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였다. 그 광고 영상의 어디에서도 

아이의 아빠는 등장하지 않았고, 그저 미안해하면서 눈물짓는 엄마의 모습과 뼈만 앙상하게 남아 힘겨워

하는 아기의 모습만이 비춰졌다. 광고에서는 “매년 300만 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엄마의 품을 떠납니다”

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엄마의 (육아)일기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지금 전화주세요.”라는 문구

가 나온다. 물론 자신의 아이가 굶주리는 것에 대해 엄마가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왜 항상 아빠는 비가시화 되는가? 그리고 기아로 인해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렸다

면, 그 1차 책임은 엄마가 아니라 사회에 있다. 모·부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국

가가 나서서 그들을 지원하고 보살펴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재 외에도 여러 정치적

인 문제들이 기아 아동 문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은 외면한 채, 그저 능력 없는 엄

마를 만나서, 엄마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굶고 있다는 식의 재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표현 역시 문제가 많다. 그 아이는 엄마가 혼자 만들어낸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이런 광고에서 “아이가 아빠의 품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와 같은 문구를 

들어본 기억이 없으며, 만약 그런 광고 문구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다. 

     아이가 아프거나 잘못되면, “도대체 애 엄마가 뭘 한거야?”라는 식의 말들을 우리는 듣지 않는가.     

25)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와 같은 워딩.

26) ‘2015 제주올레 걷기축제’에서 증정한 기념 손수건에는 올레길을 걷는 여러 인물들이 묘사되어있다. 그 

중 한 여성 인물은 곱슬곱슬한 파마머리를 하고, 치마를 입고, 심지어는 앞치마 까지 맨 상태로 올레길을 

걷는 것으로 재현된다. 옆의 남성 인물들이 등산복을 입고 길을 걷고, 북을 치고 기타를 치면서 걷는 것과

는 달리, 여성 인물들은 제주 해녀의 물질용 해녀복을 입고, 앞치마를 걸친 채 올레길을 걷는 것으로 재현

되고 있다. 

27) 2014년 20세 이상 남녀가 하루 중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을 혼인상태

(미혼/기혼)별로 살펴본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결과, 기혼 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238분으로 기혼 남성

의 53분, 미혼 여성의 63분, 미혼 남성의 28분보다 월등히 길게 나타났다. 즉, 기혼 여성의 가사활동시간

은 기혼 남성의 4.5배에 해당한다. 한편, 기혼 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평균적으로 가정관리에 189분, 가

족 보살피기에 49분이 할애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관리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가정관리란,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하기, 의류관리, 집관리, 시장보기 등의 

행동을 포함하고, 가족 보살피기는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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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기적인 것이다.”와 같은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위와 같은 재현들은 우리의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곧 교과서에서 ‘공적 영역에

서 등장하는 중년 여성들’을 비가시화 하게끔 한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한 본 

연구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재현은 출산 및 육아의 과정을 겪으면

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하는 여성들을 소외시키며,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강

요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자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된 사회문제라고 생

각하며, 따라서 교과서의 이러한 재현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표 4>는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의 수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경력

단절여성의 숫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29세가 17만 7천명, 30-39세

가 109만명으로, 30-39세가 되면서 경력단절여성의 숫자는 615%나 증가하였다28).

<표 4>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

단위: 천명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연령대별, 사유별 경력단절여성’(2014-2015)

28) 2015년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21.8%로 총 2,052,674명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생애주기 분석(통계개발원, 2014)'에 따라 개인의 생애주기 중 결

혼 및 출산, 양육을 하는 20~49세를 ‘출산 육아기’연령으로 정의하고 해당 연령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4%, 40~49세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67.6%이다. 그리고 20~49세 여성 중 출산·육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대

인 30~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들보다 더 낮은 58.8%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15년 자료 기준).  

연령대별 2014 2015

15 - 29세 191 177

30 - 39세 1,116 1,090

40 - 49세 639 611

50 - 54세 192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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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의 <표 5>는 시도별 평균 초혼 연령을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아

래의 표를 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여성은 29-30세 때 초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단위: 세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별 평균초혼연령(2015년)

따라서 위의 <표 4>에서 30-39세에 경력단절여성이 급증한 이유는, 여성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육아와 가사 활동을 하면서 일

을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이다29). 그리고 40-49세에 그 수가 다시 줄어든 이유는 

아마도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제야 다시 취업을 했거나(그나마도 대부

분이 식당일과 같은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오랜 공백을 메우고 다시 

공적 영역으로 나가서 일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로 경력단절여성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

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한다.30)

29)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사유로는 1위가 결혼준비로 36.9%, 2위

가 육아로 29.9%, 3위가 임신·출산으로 24.4%에 해당한다(2015년 기준).

30) 사실 본 연구자가 굳이 경력단절 여성 관련 통계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시하는 이유는, 이 연구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경력단절? 요즘엔 그런 거 없다”라는 반박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본 연

구자의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경력단절을 걱정하는 친구들의 고민을 수없이 들어왔고, 당장 주변만 둘러봐

도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을 위해 통계청에서 자료를 찾아보았고, 막상 구체적인 수치가 보여주는 현실은 그들의 생각

과는 달랐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경력단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시도별
2015

남편 아내

전국 32.57 29.96

읍부 32.49 29.61

면부 32.74 29.55

동부 32.58 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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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렇게 여

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교과서와 같은 매체들에서는 더욱더 중

년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인물’로 재현해야만 한다. 이러

한 시도들을 통해 중년 여성(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우선순위는 ‘육아와 가사 일’이 아니라 ‘본인이 있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성립되길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육아

와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병행하면서도 각자 자신

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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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획일화된 인물 묘사

그림 20. 교과서에 재현된 인물들의 모습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동일한 외모

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즉, ‘크고 속눈썹이 긴, 동그란 눈’을 가진, ‘치

마를 입은’ 인물로 묘사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 교사인 경우와 엄마 혹은 할머

니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긴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실 교과서 속 여성 인물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기다란 속눈썹을 자랑하는데, 

이러한 재현은 매우 의아하다. 담당 일러스트레이터는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바

쁜 와중에도 속눈썹을 길고 둥글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

다. 아니면, 모든 여성의 속눈썹은 태어날 때부터 곧고, 둥글게 말려 올라가 있

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31). 아마도 인물의 얼굴만 봐도 해당 인물이 여성인지 남

성인지를 분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긴 속눈썹’을 사용하는 모양인데, 현

실 속 여성들의 속눈썹은 정면에서 보아도 확연히 알 수 있을 만큼 ‘길게, 위로’ 

뻗어있지 못하다. 어떤 이는 생물학적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생물학적 여성임에도 짧은 속눈썹을 가질 수도 있

다. 속눈썹의 길이는 그 사람의 성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31) 심지어 여성 인물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삽화에서도 긴 속눈썹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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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인차일 뿐이다. 따라서 여성 인물을 재현할 때,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편, 교과서에 재현된 생물학적 남성은 콧수염이 났거나, 안경을 끼고 있거

나,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거나, 코가 길거나, 눈이 작고 옆으로 길게 묘사되

는 등 묘사되는 인물의 직업이나 역할에 따라 비교적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여성이 재현되는 모습에 비해 훨씬 다양한 것인데, 그 차이는 안

경을 낀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만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다. A교과서에서는 안경

을 낀 여성 인물이 비교적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B교과서의 경우에는 

안경을 낀 여성 인물이 ‘교사’로 한 차례 등장하며, C교과서의 경우에는 단 한 

차례도 안경을 쓴 여성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현실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뉴스 속 여성 아나운서들은 안경을 낀 채로 

등장하지 않는다. 사람의 시력이 성별에 따라 달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

히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닐 텐데, 유독 여성 아나운서들은 안경을 낀 채 뉴스를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남성 아나운서들은 본인의 시력에 따라 안경을 끼거나 

벗은 채 뉴스에 등장한다. 이러한 재현은 성차별적이다. 

또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현된다. 예컨대,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개 우

리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 체형’의 인물들이다. 너무 말랐거나 통통하거

나, 뚱뚱한 인물은 교과서 속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일관된 신체 사이즈의 

인물들 위주로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이즈로 치자면, 한국 사

이즈를 기준으로 남성 인물은 대략 100사이즈, 여성 인물은 대략 55사이즈인 인

물들이 재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현은 해당 신체 사이즈의 인물만을 ‘정

상’으로 인식하도록 작동하기에 문제가 있다. 재현 속 인물에 비해 더 마르거나, 

더 뚱뚱하면 이는 ‘비정상적인 몸’이 되고, 사회는 이러한 ‘몸’을 용납하지 않는

다. 우리는 살을 빼거나 혹은 찌워서 ‘정상적인 몸’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조언을 

매일같이 듣는다.  

현실 속 인간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들은 연령대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생김새와 체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표

준 혹은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인물들을 비가시화해선 안 된다. 즉, 다양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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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이즈를 가진 인물, 장애를 가진 인물, 나이가 든 인물, 성(gender)에 따른 

고정관념과는 다른 외양을 가진 인물(예컨대, 아주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이나 긴 

머리를 한 남성, 치마를 입는 남성 등),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인물 등 보다 

다양한 인물들이 교과서에 등장해야만 한다. 

성별을 떠나서, 교과서 속 인물은 보다 다양하게 묘사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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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정적인 인물 묘사

본 연구자가 분석을 한 부분은 ‘지리’ 영역이기 때문인지, 부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묘사된 인물은 거의 없었다32). 다만, A 교과서 도시 관련 단원에서 

도시 문제를 제시하면서 ‘가방을 탈취(奪取)하는 강도’를 남성 인물로 표현한 경

우가 있었다.

그림 21. A교과서에 재현된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남성 인물 재현 

   

사실 교과서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특정성별의 인물만 재현되는 것은 다른 연

구자들에 의해서도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이다. 대개, 여성 인물인 경우는 과소

비를 하거나 쇼핑 중독에 빠진 경우로, 남성 인물의 경우는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 혼이 나거나, 여학생을 괴롭히거나, 숙제를 하기 싫어서 인터넷에서 과

제를 복사하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등등의 매우 다양한 경우로 묘사되어 왔다. 

사실상 과소비와 관련된 것 외에 부정적인 부분을 묘사할 때면, 대부분 남성 인

물로 묘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한 쪽 성만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성차별적이

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이러한 재현에 대해 단순히 ‘성차별적이다’라고 지적하

고 넘어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이러한 재현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재현에 내재된 인식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러한 재현을 해석해보자. 부정적인 행위의 주체를 ‘남

32) 이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지리 영역의 내용이 주로 ‘다른 나라의 인문·자연 환경’, ‘지리 정보 

기술’, ‘도시 문제 및 인구 문제’등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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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분명히 남성 차별적인 재현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

각해보면, 이러한 재현이 오히려 여성 차별적인 재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로 ‘남성’이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여

성’이 그러한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

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그러한 행위 자체를 ‘있을 수 없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부정적인 행위를 한 행위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비해 과도한 비난을 받도록 한다. 

전통적으로 생물학적 여성들에게 강요되어 온 ‘여성성’은 ‘얌전하고, 착하며, 

순종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는 

TV에 나오는 배우와 모델들의 신체이다. ‘가냘프고, 쇄골과 어깨뼈가 드러나고, 

허벅지 사이가 붙지 않으며, 종아리는 알 없이 날씬하고, 얇은 허리를 가진, 몸

무게가 50kg을 넘지 않는’ 여성 말이다. 이러한 여성이 그림 21처럼 대낮에 다른 

사람의 가방을 탈취해서 도망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강도 행위가 

가능하려면, 일단 상대방보다 신체적인 힘이 세야 가방을 탈취할 수 있을 것이

고, 여차하면 몸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잡히지 않으려면 달리기도 빨라야하며, 체력도 좋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우

리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이 해낼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 사회가 바라

는 이상적인 ‘여성’은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신체

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순종적이고 착하다’는 여성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해당 삽화가 포함된 교과서를 제작한 출판사는 별다른 고

민 없이, 가방을 탈취하는 인물로 남성을 재현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격적이

고, 힘이 세고, 체력이 좋은 것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남성성’에 해당되는 특

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르면, 저런 일들은 ‘여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재현 역시 결국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재생산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인에게 이렇

게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해, ‘성역할 고정

관념’은 하루 빨리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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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외 성차별적 삽화

   (1) 시차 설명을 위한 삽화들

그림 22. 시차 설명을 위해 제시된 삽화 1 그림 23. 시차 설명을 위해 제시된 삽화 2

위의 그림 22와 그림 23은 B교과서에 제시된, ‘시차’의 개념에 관한 이해를 돕

기 위해 사용된 삽화들이다. 교과서에는 시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경도에 따라 시간 차이가 발생하며, 세계의 

여러 지역에는 각각 다른 시간대가 존재하고 이는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시차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중 하나이기 때

문에, 교과서 별로 시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

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된 3종의 교과서 모두에서 시차를 설명하기 위한 공통된 

사례로 제시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해외 축구를 시청하느라 밤 늦게까

지 잠을 자지 못하는 남학생들(그림 22 참고)’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사례 제시 자체가 여학생들을 고려하지 못한 성차별적인 것이

라 생각한다. 실제 여학생들 중에서도 유럽 축구 리그를 챙겨보고, 특정 팀을 

응원하며, 본인의 취미로 혹은 장래희망으로 축구를 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속 재현에서 직접 축구를 하거나, 축구를 시청하는 인

물로 재현되는 것은 모두 남성이다. 이러한 재현은 실제로 해외 축구를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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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챙겨보는 여학생들, 축구 게임을 즐겨하며 본인의 실력에 자부심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차별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삽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차별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험의 보편성이 성(sex)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어봤을 때,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축구에 별다른 관심

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럽 축구 리그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인지하고 있지 못

하거나, 알고는 있지만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낮에 경기가 이루어지

지만, 시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에 생방송으로 축구를 봐야만 하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와 닿지 않는 경험일 것이다.

또한, 그림 23은 출장을 가는 남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출장지의 

시차 때문에 시간을 헷갈려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여성 인물의 경우, 공적

인 상황에서 재현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도 여성 인물을 

함께 제시하거나 사례별로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을 번갈아서 재현해준다면 보

다 바람직한 삽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

기란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그런 것은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에 제

시된 삽화가 모든 학생의 흥미를 끌거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삽화가 아니며, 

한쪽 성에 편향적인 삽화라는 것은 분명하다. 교과서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

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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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6>은 교과서에 제시된 직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교과서에 제시된 직업

교과서 여성 남성

A

기상캐스터, 공장 

근로자, 교사, 섬유 방직 

공업 노동자

비행기 기장, 축구선수, 화훼 농업 

종사자,  농부(벼농사, 밭농사), 

극지방에 파견된 과학자, 열대우림 개발 

현장의 근로자, 대상(사막의 상인), 

사진작가, 광부, 아나운서, 기자, 

신부님, 공장근로자, 첨단산업단지 

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역무원

4 16

B

농부, 사회 복지사, 

회사원, 은행 창구 직원, 

교사

회사원, 농부, 축구선수, 우유 배달원, 

가축시장 상인, 야시장 상인, 119대원, 

교사, 미술가, 은행원

5 10

C

관공서 직원, 영양사, 

농부, 교사, 간호사

영화감독, 교통 정보 서비스 센터 직원, 

관공서 직원, 농부(벼농사), 

자본가(영국 인클로저 운동 시기), 도시 

노동자, 광부, 부족장, 여행가, 

축구선수, 연구원, 농부, 자본가, 공장 

근로자, 광부, 부족의 족장, 고무 

플랜테이션 노동자, 사막의 상인, 교사, 

외국인 근로자, 자동차 공장 근로자

5 21

중복을 

제외한 

전체적 

직업

기상캐스터, 교사, 사회 

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은행 창구 직원, 회사원, 

관공서 직원, 농부, 공장 

비행기 기장, 축구선수, 화훼 농업 

종사자, 농부(벼농사, 밭농사), 과학자, 

현장 근로자, 사막의 상인, 사진작가, 

광부, 아나운서, 기자, 신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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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교과서에 나타난 직업의 종류와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한 눈에 보

기에도 여성의 직업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남성의 직업으로 제시되는 것 보다 훨

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직업으로 제시되는 직업군의 종류는 남성의 

것으로 제시되는 것의 1/3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성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직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여성의 직업으로 주로 소개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교사, 영양사, 간

호사, 은행 창구 직원’등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들이며, 

‘돌봄’노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던 것들이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서, 성

역할 고정관념적인 재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의 직업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들에는 ‘비행기 기장, 사진작가, 구조대원, 미술가, 영화감독, 도시 노동자, 

우유 배달원’ 등이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것에 비해 훨씬 폭넓고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교과서의 사진 및 삽화를 통해 제시되는 직업군에서도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바람직하지 못

한 이유는 특정 성(sex)에 따라 선택의 다양성을 제한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비

단 여성의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어떤 성

(sex)을 가진 사람이든 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근로자, 섬유 방직 공업 

노동자

근로자, 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역무원, 회사원, 우유 배달원, 가축시장 

상인, 야시장 상인, 119 대원, 교사, 

미술가, 은행원, 영화감독, 교통 정보 

서비스 센터 직원, 관공서 직원, 

자본가, 도시 노동자, 부족장, 여행가, 

플랜테이션 노동자, 자동차 공장 근로자

1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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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공간 활동 범위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를 성별

로 분류하여 보았다.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된 이유는 교과서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에 따라 공간 활동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

문이다. 인물들의 활동은 크게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4가지 공간 

Scale로 나누어 구분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교과서 속 인물의 공간 활동 범위

공간범위 여 남

가정

★★★★★★★★ 
★★★★★★★★★★★★

★★★ 

8회, 35% 15회, 65%

지역사회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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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은 행위가 일어난 구체적 장소를 기준으로 그 수를 헤아렸다. 예컨

대, 미국과 인도에서 나타나는 국제적인 업무 분업의 경우에도, 그 공간 활동 

범위를 세계로 본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고

려하여 분류하였다. 화전 농업을 하거나 얼음낚시를 하는 행위, 소를 방목하는 

행위 등도 공간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해당 단원에서 각 

지역의 주민생활의 모습으로 재현된 활동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래프팅, 스키, 서핑 등의 활동은 특정한 자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즐

길 수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공간 활동 범위를 국가로 보고 셈하였으며, 다만 

트래킹은 각 지역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판단되어 공간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포함시켰다. 또한, 각 국에서 벌어지는 축제(보령 머드 축제, 삿포

로 눈 축제 등)는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관광 행사이기에, 공간 활

동 범위를 세계로 판단하여 셈 하였으며, 용암 촬영이나 빙하 관광과 같이 세계

의 특정 지역에서만 체험이 가능한 활동들도 공간 활동 범위를 세계로 분류하였다. 

43회, 25%  127회, 75%

국가

★★ ★★★★★★★★ 

2회, 20% 8회, 80%

세계

★★★★★★★★★ 

★★★★★★★★★★★★

★★★★★★★★★★★★

★★★★

9회, 24%  28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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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활동 범위별로 인물들의 활동을 분석해 본 결과, 중학생 대상의 교과서

인 만큼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활동이 제일 많았으며, 지리 영역의 특성상 세계

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을 소개하거나, 세계 여러 지역들의 축제를 소개

하는 부분이 많이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본 연구자는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세계 스케일(Scale)의 활동으로 갈수록, 즉 공간 활동의 범위가 커질수록 여성 

인물의 등장 비율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분석을 

해본 결과, 공간 활동 범위가 가정에서 지역사회, 국가, 세계로 커지는 것과 인

물들의 성별 등장 비율은 별다른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

지만 공간 활동 범위에 따른 인물들의 활동은 복잡한 성격을 띄어서, 단순히 등

장 비율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활동의 특성을 파악해서 비교·

분석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먼저,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활동을 비교해보

자. 본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 보다 많이 재

현된 인물은 여성 인물이 아니라 남성 인물이었다. 여성 인물은 가정 스케일

(Scale)에서 총 8회 등장하여, 35%의 등장비율을 보이는 반면, 남성 인물은 총 

15회 등장하여, 65%의 등장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 스케일(Scale)에서 여성 인물들의 활동으

로 셈해졌던 것은 주로 아이 돌보기33), 청소기 돌리기 등의 ‘가사 노동’으로 분

류되는 활동이었다. 반면, 가정 스케일(Scale)에서 남성 인물들의 활동으로 셈

해졌던 것은 TV로 축구 경기 관람하기, 컴퓨터로 펜팔보내기, 컴퓨터로 자료 찾

기 등의 것들이었다. 이는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이

기는 하지만 여성의 활동들과는 매우 다른 성격의 활동들이다. 즉, 여성이 가정

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 등장할 때는 주로 가사 노동을 하는 모습으로 재현

된 반면, 남성은 노동이 아닌 유희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

33) 3종의 교과서 모두에서 여성의 활동으로 재현되었으며, 각각 셈하여 총 3회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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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은 가사를 전담하는 반면 남성은 가정에서의 특별한 역

할 수행에 대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개선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왜

냐하면 이런 식의 재현에는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은 고정되어 있으며, 가정 내 

가부장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가 지역사회인 경우를 살펴보자. 지역사

회 스케일(Scale)의 활동 중 여성 인물의 활동으로 재현된 것들을 살펴본 결과, 

여가를 위한 활동은 24회, 직업 활동은 14회 재현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남성

의 활동은 여가를 위한 활동이 66회, 직업 활동이 46회 재현되었으며, 그 외의 

활동들은 각 인물들이 위급상황 시 안전을 위해 행하는 활동들이었다. 전체적으

로는 여성이 43회 등장하여 25%의 등장비율을 보였고, 남성은 총 127회 등장하

여 75%의 등장비율을 보였다. 여성과 남성의 등장비율이 약 1/3 가량 차이가 나

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재현된 직

업이나 다양한 여가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교

과서를 보는 대상인 중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활동 범위는 가정과 지역사

회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스케일(Scale)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

성과 남성의 등장 비율이 1/3 가량 차이가 나고, 여성 인물들의 여가 활동과 직

업 활동으로 재현되는 활동의 종류가 남성에 비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

성 인물의 활동 중 여가를 위한 활동은 26.6%, 남성 인물의 활동 중 여가를 위

한 활동은 73.3%의 비율을 차지하여 여성의 활동이 남성의 활동에 비해 확연히 

적게 재현되고 있었다. 또한, 직업을 위한 활동도 여성의 활동으로 재현된 것이 

23.3%, 남성의 활동으로 재현된 것이 76.6%의 비율을 보여서 마찬가지로 남성 

편향적이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스케일(Scale)에서 여성 인물이 보다 다양한 활

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편,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가 국가인 경우는 다른 공간 활동 범위에 비해 

가장 적게 재현되었다. 여성 인물이 국가 스케일(Scale)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된 것은 총 2회였으며, 이는 20%의 등장비율을 보인다. 반면 남성 인물의 

경우 국가 스케일(Scale)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총 8회 재현되었고, 80%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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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보였다.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 모두 국가 스케일(Scale)의 활동보다는 세계 스케일

(Scale)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더 많이 재현되었다. 여성 인물의 경우는 세계 

스케일(Scale)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총 9회 재현되어 24%의 등장비율을 보였으

며, 남성 인물의 경우는 총 28회 재현되어 76%의 등장비율을 보였다. 물론 등장

비율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게 재현되고 있지만, 세계 스케일(Scale)에서 

인물들이 행하는 활동의 특징을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성 차별적인 점이 발견

되었다. 여성 등장인물이 세계적인 스케일(Scale)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

된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성 등장인물과 

함께 등장한다는 점이었다. 축제를 즐기거나,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거나, 

배를 타고 빙하 관광을 하는 모든 경우에서,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과 함께 등

장하였다. 남성 인물 없이 여성 인물만 단독으로 등장하여 세계 스케일(Scale)

의 공간 범위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 제시되었는데, 이는 여학생이 

방학을 맞이하여 호주에 있는 삼촌네 집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였다. 

현실 속 많은 여성들은 해외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홀로 배낭여행을 떠나기

도 하며, 남성 인물 없이 여성들끼리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이 외에도 

연구를 위해서 해외 오지 답사를 나가기도 하고, 공부를 위해 해외의 특정 지역

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지리’ 영역을 다룬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양한 공간 활동 범위에서 여성 인물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남성 인물과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만 재현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여성 인물들도 남성 인물과 동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계 스케

일(Scale)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이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남성과 똑같이 주체성을 지닌 ‘인간’이다. 따라서 남성 인물 없

이도 다양한 공간 활동 범위에서 활동을 하는 여성 인물이 더 많이 재현되어야

만 한다.

사실 현실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공간 사용의 범위가 한정적이

다. 그 이유는 성별에 따라 동원 가능한 자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정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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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성들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

는 ‘두려움’과 관련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여성은 약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대상화되고 타자화되기에, ‘범죄에 대한 두

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여성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대응방식은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 기제로 작동함으로써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킨다.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 여성에게 있어 ‘위험’, ‘안전’ 혹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침해나 성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곧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은 여성이 안전을 위

해 ‘안전한 장소 - 예컨대, 집’에 머무르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공공장

소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와 공적 영역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여성들의 대처는 안전을 위해 자신의 활동 영역을 제한

하고, 생활패턴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항상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함

으로써 특정 공간과 영역만을 제한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

선, 2004). 즉, 여성은 지속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

며, 그들의 일상적인 이동은 폭력적인 공격과 강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루어진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성은 야간의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가 현저히 적으며,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두고 살아간다(Smith, 1987). 이렇게 여

성이 스스로를 ‘사적 공간’에 가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적 공간’은 여성에게 위

험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공적 공간은 ‘남성적’이고 위협적인 곳으로 인

식되는 반면, 사적 공간은 안전한 여성들의 피난처로 종종 간주된다(Blunt and 

Dowling, 2006; 박경환 외 역, 2015 재인용). 하지만 발렌타인(Valentine, 

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인식은 여성에 대한 절대 다수의 범죄, 특히 강

간이 사적 공간인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발렌타인

(Valentine)은 그 이유를 공적 공간에서의 폭력은 속속들이 미디어에 보도되어 

그 빈도가 과장되게 느껴지는 반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개인의 

일’로 치부되어 미디어에 거의 보도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왜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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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게 만들며, 집이라는 공

간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지속시킨다(Valentine, 1989; 1992).

그렇다면 여성들이 느끼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실제 

우리나라의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해보았다. 

2014년 대검찰청에서 실시한「범죄분석」의 결과, 강력범죄(흉악)의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무려 89.1%이다. 강력범죄(흉악)의 여성 피해자 피해 건수는 

2005년 14,847건에서 2011년 23,544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22,381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3년 25,400건, 2014년 28,920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강력범죄(폭력) 피해자 피해 건수는 여성에 비

해 남성에 집중되는데, 2005년 123,264건에서 2012년 168,761건으로 증가하였다

가 2013년에는 136,396건, 2014년에는 133,222건으로 감소하였다34).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력범죄(폭력)의 피해자

는 주로 남성이며, 여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력범죄(흉악)의 피해자 피해 건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매우 많

아 무려 89.1%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바로 강력범죄(흉악)에 성‘폭력’범

죄(강간)35)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36).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점

34) 강력범죄는 폭력과 흉악으로 구분되는데, 강력범죄(폭력)에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의 범죄가 해

당되고, 강력범죄(흉악)에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사람의 신체에 유해를 가한 범죄가 해당된다.

35) ‘성’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힘의 차이에서,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며, 권력

형범죄이다. 쉽게 말해 ‘그래도 되니까’하는 것이다. 즉, 가해자들의 ‘참을 수 없는 성욕’이나 ‘본능’ 때문

에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다. 예컨대,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

인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인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군대 선임의 후임에 대한 성‘폭력’.

     우리는 성폭력범죄를 ‘성’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식 속에서 성폭력범죄는 ‘성’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서 ‘성’폭력범죄라고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

한 사고는 성‘폭력’범죄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인식

될 때, 피해자는 ‘폭력’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섹스’에 노출된 것이 된다. 만약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가정

했을 때,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꽃뱀 혹은 문란한 여자,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폭력’이 아니라 ‘섹스’에 노출된 것이라 인식 될 때, 피해자를 향한 주위의 시선은 “그런 폭력을 

당하느라 얼마나 두려웠니?, 영문도 모른 채 가해를 당하게 돼서 정말 무서웠겠다”가 아니라, “네가 원인

을 제공한 거 아니야?, 네가 짧은 옷을 입었거나/ 늦은 시간에 길거리에 있었거나/ 가해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거나/ 술에 취했던 거 아니야?”가 된다. 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폭력범죄를 대할 때, ‘폭력’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성‘폭력’범죄는 말

그대로 ‘폭력범죄’일 뿐이다. 폭력범죄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은 없다. 성‘폭력’범죄가 일

어나게 된 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다. 설령 피

해자가 아예 옷을 다 벗고 있었다거나, 길거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성‘폭력’을 저

지르는 이유가 되진 못한다. 성‘폭력’은 100% 가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는 명백한 ‘폭력’범죄이다. 

36) 강력범죄 피해 건수에 관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

를 참고하라.

    https://gsis.kwdi.re.kr/gsis/kr/stat/StatDetail.html?stat_seq=18&menuId=2003102&rootId=2003000



- 87 -

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강력범죄(흉

악)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만 보

더라도 여성들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적 공간에서의 활동을 스스로 제

한하게 되는지를 ‘공간이용 시 범죄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다음의 실제 

사례를 통해 논의해보자. 

2016년 말, 현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었

다. 서울에만 백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집계되는 이 집회는 폭력적인 사태가 발

생하지 않은 ‘평화 시위’로 널리 보도되고 있다37). 

하지만 이 시위가 정말 ‘평화 시위’였을까?  

집회가 끝나고 난 뒤,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모여 행진을 하던 와중에 당한 성추행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교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경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남성들은 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의 가슴이나 엉덩

이와 같은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도망을 가거나, 행진하는 척하면서 여성의 몸

에 자신의 몸을 밀착했다. 또한, 다른 곳으로 가서 같이 술이나 한 잔 하자고 

유인하는 남성들도 있었다. 심지어 교복을 입고 참여한 학생들의 책가방 아래로 

손을 넣어 신체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잡거나 학생들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

을 넣어 가슴 등을 만졌다는 경험담까지 연달아 SNS에 올라오고 있다. 또한, 일

부 남성들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회에 참여하느라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으니 예쁘다”라거나, “얼굴이 예쁜 것 같은데 마스크로 왜 가리냐, 

벗어봐라”, “어린게 예쁘네”와 같은 성희롱 발언들을 쏟아냈으며, 교복을 입은 

학생의 다리를 응시하기도 했다38). 이 뿐만이 아니다. 집회 곳곳에서 볼 수 있

37) 횟수를 거듭할수록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는 증가하였다. 촛불집회의 규모는 10월 29일 1차 집

회 당시 2만명, 11월 5일의 2차 집회 당시 20만명, 11월 12일의 3차 집회 당시 100만명으로 횟수가 거

듭될수록 늘어났다(서울에서 모인 인원 수 기준). 또한, 11월 19일의 4차 집회 당시에는 95만명, 11월 26

일 5차 촛불집회에는 190만명, 12월 3일의 6차 촛불집회에는 232만명, 12월 10일 7차 촛불집회에는 

104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촛불을 밝혔다(4차부터 전국 집계, 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숫자는 주최측에서 

집계한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38) 여성 청소년들은 ‘여성’이라는 약자성에 ‘청소년’이라는 약자성까지 더해져,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다가와 

반말을 하며 말을 걸거나 외모 평가를 하는 것을 감수해야만했다. 즉, 여성 청소년들은 ‘여성’으로서 ‘성적

대상화’되어 성추행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성인에 비해 부족한 ‘미성년’으로 여겨져 모르는 사람에게도 반

말을 듣고, 훈계를 당하는 등의 경험을 해야만 했다. 집회에서조차, 그저 ‘개념 있는 여고생’, ‘어여쁜 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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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온갖 ‘년’이 들어간 욕설들과 ‘강남 아줌마’라는 조롱 섞인 문구, ‘여자가~’

로 시작하는 모욕적인 말들과 피켓 등, 그 날의 광장은 분명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39).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이 가득했던 촛불집회에서조차,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 아닌, ‘여성’으로서 소비되었던 것이다. 즉, 여성을 독립

적인 주체이자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시각에

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잠재적 연애(또는 섹스)대상자로 ‘성적 대

상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여성혐오(Misogyny)40)’라 지칭한다. 여성혐

생’으로만 소비된 것이다. 

     관련기사: 중앙일보, 2016. 12. 10, 「TONG」“학생, 얼굴도 예쁜데 마스크 벗지?” 촛불집회에서 벌어

진 일, 기사 링크: http://naver.me/xuon3GTB.

39) 본 연구자는 촛불집회의 목적과 의도에 동의한다. 그러나 ‘ㅇㅇ년’과 ‘아줌마’라는 비난, ‘여자가~’라는 비

난, 닭년, 병신년과 같은 비난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며, 이 자체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를 보

여주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물론 대통령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의 잘못을 여성 전체의 잘

못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그 당사자를 비판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집회 

현장과 각종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가 가진 여러 속성 중 하

나인 ‘여성’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약자성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는 와중에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여성성’이 호명되는 것

은 ‘여성혐오’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 값은 ‘남성’이다. 사회의 기준에 합당한 기

본 인간(즉, 남성)은 사회에서 쉽게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 남성이 저지른 잘못은 당사자 

개인의 잘못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약자(혹은 소수자)는 언제나 소수자를 대표해서 존재한다. 약자(ex: 여

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는 끝없이 사회의 기본 인간(ex: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원주민 

등)과 자신이 동등한 인간이며, 따라서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 만약 동

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는 약자 개인이 아니라, 약자가 속한 집단 전체의 

실패로 여겨진다. 

     예컨대, 우리는 지금과는 반대되는 역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단 

한 명의 ‘여성 왕’도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 시대에, 그 수많은 왜란과 호란을 겪고, 마침내 국권까지 빼앗

겼음에도, 왜적이 쳐들어오자 백성들은 챙기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만을 보전하기 위해 도망을 갔음에도,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왕이 ‘남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비난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근현

대에 들어와 몇 번의 군사정권 시절에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당시 권력자들의 ‘남성성’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즉, “남성은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다시는 남성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와 같은 비난은 없었다는 말이다. 그 후로도 IMF가 터

지고, 강이 죽어가면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큰 벌레들이 생기고, 수질이 악화되며 악취를 풍겨도 아무도 

“이래서 남자는 안 돼.”, “그러니까 남자 주제에 무슨 정치를 한다고”, “앞으로 남자 대통령은 한동안 없

겠네.”, “남자가 설치면 나라가 망한다니까”와 같은 조롱 섞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왕, 대통령’은 

사회의 기본 인간인 ‘남성’이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우리 사회의 ‘기본 인간’인 ‘남성’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은 당사자 개인에

게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약자, 소수자’들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은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있는 집단 

전체를 향한다. 따라서 2016년 대통령의 잘못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집회, 각종 매체, SNS를 통해 이루어

진 대통령의 여성성에 대한 조롱과 비난은 ‘잘못을 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생물학적 여성

이라는 대통령의 여성성과 이로 인한 약자성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것을 ‘여성혐오’라 한다.  

40) ‘여성혐오(Misogyny)’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감정적 혐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멸시하고 억

압하는 사회적 구조 전반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즉,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 여성 비하, 여

성에 대한 폭력, 성적 대상화 등이 모두 여성혐오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것 

까지도 여성혐오에 포함된다. 따라서 생물학적 남성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여성도 여성혐오사상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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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 구조 안에서 여성은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타자화 된다. 따라서 이런 구조 안에서 여성은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

다. 이런 현실에 대해, “집회현장에는 교복을 입고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돼.”, “(여성인)나는 무서워서 (남성인)

동행자 없이는 그런 곳에 못 가겠다.”와 같은 반응들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에 

“촛불집회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리 없어”와 같은 반응은 거의 찾아보

기 힘들다. 그 이유는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소비되며, 공적 공간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성들은 왜 이렇게 공적 공간에서 조차 성범죄에 노출되는가?

공적 공간(영역)과 사적 공간(영역)의 분리는 젠더 불평등을 조장하는 핵심적

인 공간적 과정이었다41).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여성들

은 사적 공간에, 남성들은 공적 공간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리

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사고에 남아있다. 따라서 여성이 사적 공

간을 벗어나 공적 공간에 있을 때, 그 여성은 본인의 마땅한 위치를 벗어나 남

성들의 공간인 공적 공간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적 공간에 있는 여성은 함

부로 불러도 되고(캣콜링42)), 노골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 혹은 전신을 쳐다보

41) 산업화가 진행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를 띠었던 종전의 산업은 변모하기 시작했

다. 도시 내 가정과 임금 노동의 장소는 분리되었고,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남성은 임금 노동

을 할 수 있는 공적 공간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여성을 ‘가정

의 천사’로 재현하면서, 남편과 자녀를 보살피고 집을 잘 가꾸는 것이 여성의 타고난 본성이므로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고 조장했다. 한편, 공적 공간인 도시는 주 이용자인 남성들의 필요에 따라 공간 구획이 

이루어지고, 교통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공간 분할이 이루어졌다. 도심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사무실들이 집중하면서, 도시 내부에 있던 거주지가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되

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교외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다시 도심은 ‘일을 하는 남성의 장소, 공적 공간(영

역)’으로, 교외 지역은 ‘가정이 위치한 여성의 장소’로 분리되었다. 이는 여성의 삶을 더더욱 가정으로 묶

어놓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일하러 나가는 남성에게만 자동차가 주어진 상황에서 교외 

지역 가정에서의 여성의 삶은 공간적으로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공간적 제

약에 덧붙여, 여성들은 시간적 제약도 받게 된다. 육아를 담당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가 있는 

시간 동안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능력, 학력, 적성과는 상관없이 공간

적 조건과 시간적 조건을 만족하는 교외 지역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다시 한 번, 여성의 일터

인 ‘교외 지역’과 남성의 일터인 ‘도심’이 분리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공간이 젠더화되는 동시에 젠더 역시 공간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2) 캣콜링(Catcalling)이란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환호하듯이 소리 치고, 외모에 대해 성적인 발

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성추행을 말한다. 캣콜링은 여성에게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

려움을 느끼게 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고, 분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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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되며43),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은 신체의 일부분을 만져도 되는 존재가 된

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고, 내키면 만질 

수 있는 것’은 그만한 권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즉, ‘바라보는 자’와 ‘그 대상이 

되는 자’ 사이에는 권력 관계가 내재해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적인 관계의 

이면에는 여성을 끝없이 타자화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여성혐오 사상이 짙

게 깔려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여성들이 오히려 더더욱 공적 공간을 활보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교과서를 포함한 각종 재현물에서 그렇게 재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공적 공간에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여성,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여

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여성,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 등 여성은 사적 공

간뿐만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 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되어야만 한다. 또

한, 이러한 재현 속 여성은 ‘타인의 시선’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

로 활동하는 ‘본인의 시선’에서 재현되어야만 한다. 예컨대, 운동을 하는 모습으

로 재현되는 경우라면, 타인이 바라보는 각도에서 여성이 비춰지고, 여성 자신

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바디라인을 가꾸는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한계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 운동하는 모습으로 재현되어

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머리가 헝클어지거나 땀이 나고 표정이 일그

러지더라도 상관없다. 여성은 항상 예뻐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44). 

사회의 획일적인 미(美)의 기준에 맞춰진 여성이 아니라, 다양한 외모와 개성을 

43) 여성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이러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응시’는 ‘시

선강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44)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영상들을 참고하라.

    전자의 예시로는 르까프(Lecaf)의 광고영상을(링크: https://youtu.be/lgni_GJneKw), 후자의 예시로는 

리복 우먼스의 #나는 독하다 광고영상을(링크: https://youtu.be/wru0uIR1l-U) 들 수 있다. 르까프의 영

상에서 주인공은 몸매를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몸매를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원하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

다. 그러나 영상 속 주인공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주위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

이 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되며, 불필요하게 신체의 특정 부분(가슴과 엉덩이)이 클로즈업되

어 비춰진다. 영상 내내 카메라의 시선은 누군가가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연출되고, 주인공 역

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된다. 게다가 영상 속 주인공은 땀 한 방울도 흘리

지 않고 흐트러진 모습 하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된다.

     반면, 리복 우먼스의 영상은 이와는 대조적이다. 리복 우먼스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자신의 

한계와 싸운다. 주변의 말과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한다. 땀이 비오듯 흐르

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인상이 잔뜩 찌푸려지지만 개의치 않는다. 이 영상 속에서 주인공은 대상화 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재현된다. 

     두 영상을 비교해서 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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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재현되어야 한다45). 이러한 반복적인 

재현을 통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하나의 ‘주체’로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성별에 따라 공간 활용의 범위가 제한되고, 이용방식

이 제한되는 사회가 아니다.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성별에 따른 이러한 

불평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는 오히

려 차별적인 현실의 모습과는 반대로, 바람직한 인물의 모습이 재현되어야 한다.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행동을 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다양한 공간 활동 범위에

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인물들의 모습이 보다 많이 재현되어 질 때에, 사

회의 인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속에서도 각 공간 스

케일(Scale)별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성 인물들이 더 많이 등장해야만 

한다. 

45)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도브(Dove)의 캠페인 #MyBeautyMySay를 참고하라.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 도브 #MyBeautyMySay 캠페인 영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 링크: http://www.facebook.com/diversitykorea/videos/117475548594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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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Sexism)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

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성

별 편향성이 나타나는가?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속 등장인물의 활동과 역할 및 태도, 직

업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셋째, 사진과 삽화 속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성

별 편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과 삽화, 텍스트 자료에서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등장했다. A, B, C 세 교과서의 분석 

결과 나온 수치들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서 속 사진 자료에는 평

균적으로 여성 인물이 30%, 남성 인물이 70%의 비율로 등장했다. 교과서 속 삽

화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삽화 자료에 재현된 여성 인물의 비율

은 31%, 남성 인물의 비율은 69%였다. 또한, 텍스트 자료에서는 여성 인물은 

28%, 남성 인물은 72%의 비율로 등장했다. 따라서 교과서 속 사진과 삽화, 텍스

트 자료에서 재현되고 있는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의 비율은 대략 3:7 정도로, 

남성 편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에 관한 분석 결과,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은 남성 중심

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에서는 주로 남성 인물만 등장하

여 사건이 전개되거나, 여성과 남성 인물이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남성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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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사진 속 여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15.7%인 반면, 남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84.3%로 매우 높은 남성 편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삽화의 

경우에는, 여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24.7%, 남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75.3%로 사진에서의 차이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높은 남성 편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텍스트에서의 역할 비중은 여성 인물이 약 22.6%, 남성 인물이 

약 77.3%의 비율을 보여 마찬가지로 남성 편향성이 나타났다. 

둘째, ‘등장인물의 활동’을 살펴본 결과, 여성 인물의 활동으로 재현되는 것은 

남성 인물의 활동으로 재현되는 것에 비해 그 종류가 적고, 성역할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결과 여성 인물의 활동으로 재현된 것은 총 

63가지, 남성 인물의 활동으로 재현된 것은 총 184가지로, 1:3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일-예

컨대, 가사와 육아-들은 대게 여성 인물이 담당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46). 

‘등장인물의 역할 및 태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 인물은 주로 남성 인물에 비

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여성 인물과 남

성 인물이 모두 제시된 삽화에서 여성 인물은 대게 남성 인물의 의견을 묻거나, 

남성 인물의 설명에 대답하는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반면에, 남성 인물은 

주로 여성 인물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또한, 시각자료(사진, 삽화)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

에는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비슷한 패턴의 활동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

대,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에는 여성은 낙타의 뒤쪽

에 타고, 남성이 낙타의 앞쪽에 타서 직접 낙타를 모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두 

등장인물이 사진을 찍는 경우에도, 사진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항상 남

성 인물로 묘사되었고, 반면에 사진의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은 항상 여성 인물이

었다. 낯선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묘사된 경우에는, 여성 인물은 항상 

동반자와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된 반면, 남성은 홀로 배낭

을 메고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는 한 가

46) 가사활동(청소기 돌리기)과 육아활동(아이 돌보기, 아이 안고 있기 등)은 모두 여성 인물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해서 남성 인물이 

육아활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된 경우가 있었는데, 유모차를 끌고 있는 프랑스인 남성과 아이를 안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재현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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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에 비해 보다 소

극적인 태도로,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과서의 남성 편향성을 다

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등장인물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우선 세 교과서에서 묘사된 직업 중에서 중

복을 제외한 전체 직업의 수는 여성 인물의 직업으로 묘사된 것이 11개, 남성 

인물의 직업으로 묘사된 것이 33개였다. 즉, 여성의 직업으로 제시되는 직업군

의 종류는 남성의 것으로 제시되는 것의 1/3 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여성 인

물의 직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성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예컨대, 여성들의 직업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들은 ‘간호사, 기상캐스터, 

교사, 은행원’ 등으로,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들이며, ‘돌

봄 노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남성 인물의 경우에는 ‘비행기 기장’에서부터 ‘사진작가, 영화감독, 미술

가, 교사, 광부’ 등 매우 다양한 직업들이 묘사되고 있었다. 

셋째, 사진과 삽화 속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 여성 인물은 총 

8회 등장하여 35%의 등장비율을 보였고, 남성 인물은 총 15회 등장하여 65%의 

등장비율을 보였다. 즉,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는 남성 인물이 여성 인

물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자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는

데,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재현이 반복된다면 가정 스케일(Scale)에서 보다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여성 인물일 것이라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 

스케일(Scale)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의 활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차별적

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재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물들의 활동은 성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 인물의 경우 아이 돌보기나 청

소기 돌리기와 같은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반면에 남성 인

물은 TV로 축구경기 시청하기, 컴퓨터로 펜팔 보내기 등의 ‘유희’를 위한 활동들

을 하는 것으로만 재현되어 여성 인물의 활동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간 활동 범위가 지역사회인 경우에는 여성 인물은 

총 43회, 25%의 비율로 재현되고 있었고, 남성 인물은 총 127회, 75%의 비율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공간 활동 범위가 국가인 경우에는 여성 인물은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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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20%, 남성 인물은 총 8회 재현되어 80%의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간 

활동 범위가 세계인 경우는 오히려 국가인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재현되고 있었

는데, 이는 분석 대상이 ‘지리 영역’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지리 영

역’이다보니, 교과서에 인물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다른 나

라의 축제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재현되고 있었다. 세계 스케일(Scale)에서 

여성은 총 9회 재현되어 24%의 비율을 보였고, 남성은 총 28회 재현되어 76%의 

비율로 재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 인물이 재현된 9차례 중에서 여성이 혼자

서 세계 스케일(Scale)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했

다. 그 한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8차례의 경우에는 여성 인물은 모두 남성 인물

과 동행하는 것으로만 재현되고 있었다. 반면, 남성 인물은 여성 인물 없이도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는데, 여성 인물과 동행하지 않고 

남성 인물만 세계 스케일(Scale)의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20차례 재현되고 있었

다. 따라서 공간 활용의 범위에 있어서도 성차별적인 재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성인,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전개하는 우

리 사회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교과서 속 다양한 사례

들에서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내재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우리 사

회의 기준(성인,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을 벗어나는 인물들, 즉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인물들이 ‘비가시화’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

대, 한 삽화에서는 여성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남성 인물들끼리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나마도 나머지 장면들에서는 ‘비가시화’되어 분명 그 장소에 함께 있

으나 보이지 조차 않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은 분석의 대상이

었던 3종의 교과서 중에서 단 한 교과서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하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표준 체격을 벗어나는 몸을 가진 인물 또한 거의 재현되

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 속 모든 사례는 이성애를 기본 전제로 한 사례

였으며, 단 한 차례도 성 소수자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여성의 나이

듦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젊고 예쁘고 날

씬한’ 획일적인 이미지의 여성 인물들만이 재현되고 있었다. 특히나 ‘나이 든’ 여



- 96 -

성이 재현된 경우는 ‘여자 교사, 엄마, 할머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

도 없었으며, 어떤 교과서에서는 심지어 안경을 쓴 여성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

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여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동그랗고 큰 눈에 

긴 속눈썹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 우

리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담지한 재현들도 보였다. 

혹자는 본 연구의 이런 결말을 보고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본 연구자의 경

우에도 처음에 분석을 시도했을 때는 위에서 제시한 부분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

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적 인식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

견하지 못한다는 건, 이러한 사례들이 그만큼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하며, 

어쩌면 당연하다는 말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중에 이러한 재현에 반

복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재현을 접하면서 자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런 식의 차별적

인 재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온 아이들은 이러한 재현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어쩌면 학생들 중에는 이러한 재현의 부당함을 진작부터 

발견하고 의문을 제기해왔던 학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

권위원회가 2009년에 진행하였던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

숍’에서 학생들이 지적한 사항들만 봐도, 꽤나 깊은 안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성인에 비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니

까. 만약 학생들이 지금은 2016년인데, 왜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성 차별

적인 재현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

을까?

   

이 세상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란 없다.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내재한 재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과서 개발에 참여

하는 모든 주체들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 개발 주체들은 각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서 집필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속 삽화를 그리고 구성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교과서의 편

찬 과정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 담당자 등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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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필수적으로 성 평등 관련 교육

을 이수 받도록 해야 하며, 이 교육은 성차별적인 교과서 집필의 구체적인 사례

들을 포함한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등장 수를 맞추

고, 주방에 여성 인물만을 그려 넣지 않는다’와 같은 엉성한 사례 제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차별적인 재현인지, 그리고 현실의 어떤 문제

들과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삽화나 사진 속 인

물의 묘사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사례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성 평등을 위한 기계적 대응이 아니라, 

공감에서 비롯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사례 제시를 포함한, 

성 평등 교과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이를 엄

격히 지키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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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암벽등반 선수들이 패러디 화보를 통해 GQ의 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꼬집다.

The Huffington Post Korea, 2016. 10. 16 기사

GQ가 지난달 익스트림 스포츠와 등산을 담은 화보를 공개하자 암벽등반 선수

들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 포토에세이는 "세 명의 프로 클라이밍 선수"와 "두 명의 귀여운 친구들"이 

캘리포니아의 조슈아 트리에 암벽등반 여행을 떠난 모습을 담았다. 하지만 문제

는 "귀여운 친구들"이 모두 여성이었고, "프로 클라이밍 선수들"이 모두 남성이

었다는 점이다. 여성 모델들은 그저 남성 모델들을 쳐다보거나, 쏟아지는 물 밑

에서 상의를 벗은 채 서 있었다. 

GQ의 암벽등반 화보에서 단 한 명의 여성도 운동 실력을 뽐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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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Q가 남성을 위한 잡지인 만큼 남성인 운동 선수들에 집중한 것은 어쩌면 자

연스러운 일 일지 모르지만, 아웃도어 여성 연합(OWA)은 공개 서한을 통해 여성

을 그저 "모델"로 기용한 것은 클라이머 사회를 제대로 묘사하지 않았다고 전했

다.

클라이밍 선수이자 인류학자인 조피아 라이치는 OWA의 웹사이트에 "여성 클라

이머들은 수십 년간 스포츠의 지평을 넓히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당신들을 그

들의 노력을 무시했고, 여성을 모델로 기용해 그저 남성을 위한 눈요깃거리고 

전락시켰다."며 글을 썼다. 

시애틀 기반의 암벽등반 의류 회사 '아웃도어 리서치'는 문제의 화보를 보고 

GQ에 암벽등반인 사회가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아웃도어 리서치의 마케팅 담당자 에리카 캔필드는 허프포스트 미국판에 "우리 

직원 중 몇 명은 GQ 화보가 패러디인 줄 알았다며, 이 화보가 암벽등반인 사회

를 묘사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을 묘사하는 것이 정말 성차

별적이었다."며 화보를 본 소감을 전했다. 

이들은 GQ 화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려주기 위해 멋진 패러디 화보를 촬영

했다.

캔필드는 이어 허프포스트에 "여성 클라이밍 선수가 그저 옆에 앉아 남성 선수

를 쳐다본다는 생각은 엉뚱하기 그지없다."며 이 화보에서는 남성들이 주변에 

앉아있고 여성들이 실제로 암벽을 타게 했다. 기존 화보에서 모델들의 성별을 

뒤바꾼 것이다. 

아웃도어 리서치의 패러디 화보는 아래 사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멋진 패

러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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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xism Represented in the Geography Part of <Social Studies ①> 
Textbooks in Middle School

-Focused on 2009 Revised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exism represented in the 
geography part of <social studies ①> textbooks in middle school. It 
examines how sexist perceptions are represented and reveals why this 
become a problem by analyzing the narrative contents of the geography 
part of <social studies ①> textbooks in middle school under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 range of analysis of this study is the geography 
part(1-7 units) of the <social studies ①> textbooks in middle school. Also 
this study reveals Sexism by analyzing materials of pictures, illustrations, 
and texts presented in the textbook. 

This study raises three research problems for the analysis of the 
textbooks.

First, is there any gender bias in the appearance frequency in the 
pictures, illustrations, and texts, presented in the textbooks? Or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haracters is varied according to the gender?

Second, how are the activities, roles, attitudes, and occupations of the 
characters in the pictures and illustrations provided in the textbooks  
according to the sex?

Third,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range of activity space in the 
pictures and illustrations depending on the sex? If so, what does this 
mean?

Results are following: first, female characters in the pictures, 
illustrations, and texts in the textbooks were found only in 40~43% of the 
male characters in there, so all were analyzed as being male-oriented.

Also,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characters was analyzed as 
being male-oriented as well. In other words, it appeared that male 
characters usually lead the situation, convey information, and solv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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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activities of the characters in the pictures and illustrations 
showed that the female characters are less positive and have fewer 
activities than the male characters (the number of female activities was 
one third of male activities). 

Moreover, it seemed that the female characters are engaged in sex 
stereotyped activities. For example, the male characters were depicted as 
skiing, rock climbing, taking pictures of lava, and sunbathing, while 
female characters were depicted as holding a child, vacuuming, or etc. 

This was the same as the case of job. The types of jobs being 
represented as a female occupation were only one-third of what was 
suggested as male’s occupation. Also, it was represented that women are 
engaged in the type of business that many women have been 
traditionally working, such as nurses, dieticians, teachers, weather 
casters, bankers, and etc., or the type of business either providing 
services or related to care work. This can be said as a stereotypical 
representation of the sex role. On the other hand, it was represented 
that female characters play an ancillary role and have a passive and 
dependent attitude in comparison with the male characters in the 
textbooks.

Third, in the results of dividing the activities of the characters into the 
spatial scales of family, community, country, and world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ctivity by sex,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ex. For example, in the characters working 
in the world scale, it was represented as 9 times in the female and 29 
times in the male. Out of these, the case female characters are 
represented as doing the activities of the world scale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male characters was only one(Visiting uncle’s house in 
Australia for vacation). 

In addition to this, there were many problems such as 
non-visualization of social minorities, ageism, reflection of the social 
atmosphere that denied the aging of women in the textbooks, or etc. 
And this study found these points and explained why these points are 
inadequate.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sexism in these discriminatory 
perceptions, all the subjects participating the development of the 
textbooks(the textbooks writers composed of experts in ea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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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ors drawing and organizing the illustrations in the textbooks, the 
people in charge of publisher participating in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e textbooks in general, and etc.) should pay attention to include the 
consciousness of the gender equality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textbooks. Also, all those involv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extbooks 
should be mandatory to have gender equality-related education, which 
should include specific examples of writing the gender discriminative 
textbooks. In addition, guidelines for the textbooks reflecting the gender 
equality should be developed, and then they should be advised to strictly 
obey the guidelin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textbooks.

key word: Feminism, Feminist geography, Representation, Sexism, Sex 
stereotype, Textboo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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