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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강의식 교육

과 역할극 교육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 4학년 3개반에서 이

루어졌으며, 1개반 38명은 대조군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1개반 38명은 

제1실험군으로 강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1개반 38명은 제2실험군으로 역할

극 교육을 실시하여 성역할 태도변화를 살펴보았다. 

   사전조사는 2002년 4월 15일에 대조군과 두 실험군에서 실시하 고, 사

후조사는 4월 19일에 강의와 역할극 수업 직후 실시하 다.

   자료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χ
2
-검정, 

t-test, One-way Anova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 다. 

   세 집단간 사전 동질성 비교에서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성별, 부모의 생

존상태, 부모의 연령, 부모의 맞벌이 여부, 출생순위, 조부모와의 동거상태

를 분석하 다. 세 집단은 모든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적인 집

단이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전 성역할 태도에서 아버지의 연령, 부모의 맞

벌이, 출생순위, 조부모와의 동거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p>.05), 성별과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성역할 태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즉,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에 비해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 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40대인 경우 30대 연령에 비해 평등적인 성역

할 태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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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군과 두 실험군의 사전 성역할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세 집단은 성역할 태도 수준이 유사한 동질적인 집단이었다

(F=.029, p=.971).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강의식 교육군과 역할극 교육군, 대조

군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세 집단간에 성역할 태도

변화의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F=7.401,  p=.001).

   둘째, '강의식 교육군과 역할극 교육군은 대조군에 비해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변화정도가 클 것이다.'라는 〔가설 2〕는 대조군과 강의식 교육집

단간에는 성역할 태도변화의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과 역할극 교육집단간

에만 성역할 태도변화의 차이를 보여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셋째, '역할극 교육군이 강의식 교육군에 비해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변

화정도가 클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역할극 교육집단과 강의식 교육집

단간에는 성역할 태도변화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지되지 않았다(p>.05).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강의식 교육과 역할극 교육방법간에는 성역할 태

도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강의식 교육보다는 역할극 교육이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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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성역할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나 태도가 남

녀별로 적절한가를 말해주는 문화적 기대치이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필

요한 성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을 성역할 사회화라고 한다.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남자나 여자에게 필요한 행위나 태도는 권장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제재를 받게 된다. 즉 무엇이 남성적인 또는 여성적인 자질로서 적합한 것

인가에 관한 문화적 기대치가 사회화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다(Anderson, 

1987).   

   전통사회에서는 이러한 남녀의 성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었으나, 현대사

회에서는 여권운동과 여성의 취업증가로 성역할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기는 하나 성역할에 대한 많은 변화 속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불평등한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에도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보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더 지배적이어서(최정윤, 1999)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성역할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성역할 사회화가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학교의 성역할 사회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째,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거친다는 관점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평등에 입각한 가치관 교육이 성차별을 약화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

휘할 수 있고, 둘째, 다른 사회화 기관이 무계획적인 것에 비해 학교는 계

획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제도화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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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된 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진분, 

1983; 최정윤, 1999).

   그런데 성역할에 대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자의 역할

은 ‘집안 일하기’가 79%로 나타난 반면에 남자의 역할은 ‘직장 다니기’가 

5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양성평등 역할의 가치관이 

매우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그러므로 성역할 

교육은 급변하고 다양화된 특성을 지닌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반드

시 필요한 교육이며,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변화에 알맞은 성역할 교육을 

실시하여(배선임, 2002) 학생들이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동들의 조숙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성

에 대한 태도의 전환기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이 시기의 

학생들은 아직 성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세대의 성역할 고

정관념적인 사고의 생활태도를 보이게 되므로 올바른 성역할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여 성역할 태도변화를 유도해야 한다(홍선미, 2000; 고봉희, 

2001).

   현대사회의 성역할 변화와 양성평등의 일환으로 국가에서는 1999년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에서는 물론 사회

적으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서는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를 발간하여 학교에 배부하 고, 2002년 경

기도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성교육에 평등적인 성역할 교육을 포함시

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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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선 교사들은 성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성관련 행동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역할극을 활용하게 되었다. 역할극은 강의보다 훨씬 대상

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행동

을 수정하는데 효과적(김상원, 1999)인데 비해 강의의 경우에 체계적인 정

보제공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대상자가 장시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태

도변화와 행동수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선, 1995; 장

말희, 1999; 김스미 2000; 박상수, 2000). 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성교육을 포함한 학교 보건교육이 강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멀티

미디어를 이용한 강의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교육 관련연구는 주로 5,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강희경, 1992; 사은령, 

1995; 곽양신, 1997; 장말희, 1999; 송현정, 1999; 김스미, 2000; 박상수, 

2000; 이순자, 2000; 백운석, 2000)가 대부분이었고, 성역할에 대한 연구는 

실태조사(석은선, 1991; 백난희, 1997; 김 규, 1998; 우은복, 1998; 김아 , 

1999; 송민화, 2001)가 대부분으로 성역할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초등학생들은 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

는 시기이고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정립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

에 평등적인 성역할 교육은 앞으로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큰 향을 미

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교육을 강의

식과 역할극 교육방법으로 적용한 후 그 태도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

율적인 성역할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4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강의

식 교육과 역할극 교육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성역할 교육의 방법을 탐

색하는데 있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강의식 교육군과 역할극 교육군, 

대조군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강의식 교육군과 역할극 교육군은 대조군에 비해 성역할 태

도의 긍정적 변화정도가 클 것이다.

  〔가설 3〕 역할극 교육군이 강의식 교육군에 비해 성역할 태도의 긍정

적 변화정도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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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성역할 획득

   1) 성역할의 개념

   성역할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어 각 학자마다 다른 견

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Block(1973)은 성역할이란 개인이 속한 

문화권내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로 특징 지워지는 일련의 특성

을 말한다고 하 고, Anderson(1987)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원에서 보는 

행동규범으로서, 문화가 성별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나 태

도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고 하 다.

   이러한 성역할은 한 개인이 그가 속해있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에 적

합한 행동, 태도 및 가치를 학습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성역할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발달한다(조원정, 1996).

   성역할에 대해 사람들은 개인에 따라 호의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고

정화된 성역할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반응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성역할 태도이다. 성역할 태도란 여러 

활동 역에서 성별에 따른 어떤 역할과 행동이 적합한가에 관한 태도와 생

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남성, 여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인 행동이나 

역할을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임정빈, 1997; 최정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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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성역할은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서 평등적인 

성역할로 대체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보다는 전통

적인 성역할 태도가 지배적이어서(최정윤, 1999) 급변하고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알맞은 성역할 태도변화가 요구된다.

   2) 성역할 학습이론

   성역할을 습득하고 성역할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학습이론은 크게 정신

분석학 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Freud에 의한 정신분석학 이론을 보면 아동은 두려움으로부터 벗

어나려고 동성의 부모와 동일시한다고 한다. Freud는 이 두려움을 부모로

부터의 애정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중 하나라고 보았

다. 애정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소년과 소녀 모두로 하여금 그들의 동성인 

부모를 동일시하려는 결과를 낳는다. Freud의 심리성적 발달의 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남근기 동안의 여아와 남아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라고 불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역할 동일시가 이루어진다.

   한편 여아는 이 시기 동안에 자신은 남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

근선망을 하지만 점차 근친상간적 욕망을 억압하고 어머니를 동일시한다. 

따라서 Freud는 이 시기에 동성부모를 성공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적절

한 성역할 획득의 시작이라고 보았다(김시업, 1999).

   이처럼 Freud는 남녀의 차이를 동일시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

한 동일시 이론의 기본가정을 몇 가지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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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동일시를 어린이가 성역할의 기초가 되는 행위, 태도, 감정, 가치

관 등을 완전히 학습하도록 해주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둘째, 동일시과정

을 통해 학습된 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본

다. 셋째, 성역할 학습은 내적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내적동기들

을 무의식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넷째,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어린이가 성역할을 학습하게 되므로 학습된 결과는 동성 부모의 것과 유사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장상희, 1996).

   그러나 다른 사회적 역할과 마찬가지로 성역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부모 이외에 학교나 대중매체 등의 사회적 환경의 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변화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과 성격, 태도를 지녔다하더라도 자

녀는 부모와 다른 태도를 지니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동일시 이론은 이러

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동일시 이론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내적 동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의식적인 

내적 과정은 실제로 관찰하거나 측정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동일시 이론의 

한계점을 비판하면서 대두된 이론이 행동주의의 향을 받은 사회학습이론

이다(최정윤, 1999).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칭찬이나 보상과 같은 긍정적 강화에 의

해 그들의 성에 적합한 행동을 학습하고 처벌이나 부정적 강화에 의해 반

대 성의 성역할을 억제한다. 사회학습이론에서 성역할은 전적으로 환경과 

경험에 의해 획득된 후천적인 행동양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성역할 특성은 사회화과정에서 분화로 기대하는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특성

과 일치되는 행동에 대해 가정, 학교, 사회 등으로부터 강화를 받거나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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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학습된다(김시업, 1999).

   이러한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학습이론은 성역할의 습득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장상희, 1996).

   사회학습이론은 성역할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제로 강화(reinforcement)

와 모델링(modeling)을 든다. 강화의 원리에 의하면, 어린이가 자신의 성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성에 적합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긍정적으

로 보상을 받는 반면, 부적합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부정적 제재를 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간에 성역할을 달리 학습하는 것은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성역할 표준에 따라 남아와 여아를 차별적으로 강화

시킨 때문이라고 본다. 모델링은 타인의 행동을 해 봄으로써 그 행동이 학

습되는 것으로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과 모방(imitation)이라는 과

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아동은 역할모델의 태도와 행동을 단순히 관찰

하고 그것을 해 봄으로써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관찰한 모든 행동을 실제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행동의 실제 수행

은 관찰 뿐만아니라 아동 외부의 강화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만일, 모방

행동이 처벌보다는 보상을 가져온다면 아동은 그 행동을 더 수행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모델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행동을 관

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행동을 모방하고자 하는 동기가 요구된다. 요

컨대 성역할 학습은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모델링과 그 모방행

동에 대한 강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학습이론은 동일시 이론과는 달리, 부모 이외의 타자가 

아동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학교와 같은 사회․문

화적 환경이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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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의가 크다(최정윤, 1999).

   마지막으로 인지발달이론은 남아는 남아답게 여아는 여아답게 되기 위

해서 아동 스스로가 성별을 인지하여 자신의 성에 알맞은 성역할 행동을 

취해 가는 인지능력을 성역할 발달의 주요요인이라고 보았다. 

   Kohlberg(1966)는 성역할 학습은 아동의 사고발달과 병행한다고 가정하

고 성역할 발달이 2-3세에 시작한다고 하 다. 6, 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동은 자신들의 발달된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별은 변화될 수 없

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Kohlberg의 관점은 아동의 인지적 이해는 

성역할 행동에의 적합함에 대한 보상과 부적합함에 대한 처벌의 결과가 아

니라, 사람의 기본적 특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신적 능력이 발달

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김시업, 1999).

   이러한 인지발달이론에서 성역할 학습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Kohlberg, 1966).

   첫째, 성역할 태도의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단계는 성별 정체감으로서 

인지적으로 자아를 구체적인 성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자신을 

남성으로 분류했다면 자신의 성별정체감에 어울리는 대상이나 행위를 긍정

적으로 여기게 되며 사람들의 행동이 남녀의 성에 적합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게 된다. 즉 이 과정에서 아동은 부모, 친척, 대중매체 등에 의해 

축적된 정보를 분류(categorization)․동화(assimilation)하는 과정을 거쳐 성

별 정체감을 형성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성별정체감은 학생들

이 성역할을 확립해 나가는 기초가 된다.

   둘째, 아동은 이러한 성 정체감에 기초하여 남성적 가치관과 여성적 가

치관 즉, 남성적인 행동과 태도, 여성적인 행동 및 태도를 발달시켜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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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려고 하는 자연스런 경향을 보인다. 그런

데 아동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과 관련된 태도나 행동에 가치를 부여

하고 다른 성별에 관련된 태도나 행동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자

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은 모방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피하게 된다. 즉 

아동은 성별화된 사회 안에서 성별 정체감을 기초로 하여, 문화적으로 주

어진 성역할과 관련된 가치들을 스스로 내면화시켜서 습득하는 것이다. 요

컨대, 아동은 성별정체감을 기초로 성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바탕

으로 하여 자신과 같은 성별을 모델로 삼아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모방하

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성역할 태도를 형성시켜나가는 것이다. 

   셋째, 아동은 한 번 모델로 삼으면 그와 같아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며 

모델에 대해 감정적인 유대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감정적인 유대가 아동

의 성역할 습득과 성역할 태도의 학습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다(최정윤, 

1999).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과 인지발달이론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교

육을 통하여 남녀의 성역할을 평등하게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성역할 태도

를 평등적으로 내재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2. 우리 나라 초등학교 성교육의 현황

   우리 나라에서는 1982년부터 학교에서 성교육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 고, 각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사용 성교육 지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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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간하여 성교육 실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은 대부분 일부 관련 교

과서에서 성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지도하도록 한 것이어서 성교육 전반에 

관한 지도로는 미흡했다. 1983년에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에서 교사용 성

교육 지도자료를 발간하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각 학년별 지도 내용

을 수록하여 배부하 으며 성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내용은 남녀

가 인간으로 평등하며, 남녀 생리 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제 2차 성

징의 발현시기, 성 성숙과 병행하는 남녀의 심리적․정서적 변화의 차이를 

처음으로 학교교육에서 다루게 되었으며, 성교육은 가정 교과서의 여성 생

리에 관한 수준에서 벗어나 전인 교육의 장으로 등장하 다(강희경, 1992). 

   그 후 1996년에 성교육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서울시교육청에서 초․

중․고등학교용 성교육지침서와 학교보건교육연구회에서 교사용 성교육 학

습지도안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별에 맞게 분류하여 각각 10차

시로 제작하여 내놓았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기에 여

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형편이라 대부분 형식적인 성교육에 그치

거나 혹은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었다(이 애, 1998). 그러나 

2001년 초․중․고등학교 교사용 성교육 지도지침서의 발간과 필수시수 10

시간 이상의 확보로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성교육의 실시가 기대되고 

있다.

   성교육 내용은 성의 신체적 구조 및 생리위주의 교육내용에서 성폭력 

예방, 성역할,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성교육 방법은 주로 강의식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요즘에는 다양

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 역할극은 학생이 행동적 경험을 통해 이

론학습에서 배울 수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 및 사회 상황을 분석 이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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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삶의 세계 안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개인적인 딜레마를 해

결하게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역할극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자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한 

후, 이를 극으로 구성하여 스스로 성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서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남녀 차이에 대한 인식과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을 바

로잡는 계기를 제공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3. 성교육 관련연구

   1)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성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성지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

며 이와 더불어 성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교육 후 성지식과 성태도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

다. 성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효과를 살펴본 것이 <부록 1>에 나타나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회에서 12회

까지 성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효과를 비교한 연구로 성지식에 있어서는 

13편 연구 모두에서 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태도에 

있어서는 4편(김진선, 1995; 장말희, 1999; 김스미, 2000; 박상수, 2000)의 연

구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아 성태도면에서는 교육효과 여부가 다소 불투명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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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이므로 성에 관한 태도가 정립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4학년을 대상으

로 이러한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존 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강의식 교육방법을 

채택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거나 교사 중심의 토의식 

수업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역할극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에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교육방법을 달리하여 그 효과를 비교한 연구로 사은령(1995)은 토의식

과 읽기식 교육방법을 비교하 는데 토의식 교육방법이 성지식과 성태도 

모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양신(1997)은 강의식과 멀티미디어

식 교육방법을 비교해 보았더니 성지식과 성태도 모두에서 교육방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백운석(2000)은 멀티미디어식 교육방법이 

강의식 교육방법보다 성지식과 성태도 모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두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 다.     

   이상과 같이 성교육의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성역할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들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매

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성역할에 관한 선행연구

   Guttentag와 Bray(1976)는 유치원, 5학년, 9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6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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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담임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게 한 후 아동의 직업과 가정 일, 사회-

정서적 태도 세 가지 역에서 심리적 평등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5학

년 아동은 교육 후 직업과 가정 일에 대한 고정관념이 의미 있게 변하

다. 그러나 9학년은 여학생인 경우는 가족 모두 다양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음을 나타낸 반면에 남학생은 교육 후에 고정관념이 더욱 강해졌음이 나

타났다.

   서 숙(1986)은 초등학교 2, 4, 6학년을 대상으로 직업이나 가정활동에 

대한 성평등 역할교육을 2시간 실시한 후에 성역할 고정관념의 완화정도를 

비교하 더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감소 효

과는 직업이나 가정 일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는 2학년과 4학년 여자

에게서 두드러진 감소효과를 보인 반면, 성격 특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

념에서는 2학년은 전혀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4학년, 6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그 감소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언자(1992)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후에 성역

할 정체감과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훈련집단

이 통제집단에 비해 변화 점수가 높았고, 그 효과도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교육효과에서 학년과 남녀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난희(1997)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성역할 지각태도의 차이를 

분석하 는데 그 결과 성역할 지각에 있어서 현저한 남녀차이를 나타냈으

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지각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

났다. 이를 역별로 보면 가정적, 일반적 성역할보다는 경제적 성역할 지

각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경제적 역에서

의 남녀차이를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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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규(1998)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를 분석하 더니 여고생

들은 상당히 현대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역에서 가장 

현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음으로는 직업역할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성

고정관념 역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김아 (1999)은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성역할 태도를 비교 분석하

는데 학생이 교사보다 더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 다. 가정적 성역할 

태도는 교사보다 학생이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적 성역할과 

학교생활 속에서의 성역할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

별에 있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윤(1999)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적 사회과 학습자료와 기존의 

사회교과서를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비교하 는데 전자로 

교육한 경우 성역할 태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성평등적 사회과 학습자

료가 학생들의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 후 성역할 태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성평등적 

사회과 학습자료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봉희(2001)는 초․중․고․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분석하 는데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이 제일 높은 성역할 고정관념점수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4학년 아동들이 아직 성정체감이 형성되지 않

은 상태에서 기성세대의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사고의 생활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중․고․대학생 중 초등학생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 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대적인 태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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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2001)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 는데 

모든 역의 성역할에서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역의 권위관

계와 기회에 있어서만은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개

인 배경변인에 따른 성역할 결과에서는 성별의 경우 가정적 성유형, 경제

적 성유형, 일반적 성유형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

타났으나, 학교에서의 성유형은 남학생이 더욱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모의 맞벌이 여부, 사회계층에서는 모든 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형제관계에 있어서는 가정에서의 성역할과 경제활동에서의 

성역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성역할 태도는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결과가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었는데 백난희(1997)

의 연구에서는 남녀차이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고등학생이었고, 고봉희

(2001)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사고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보수

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의 비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 비해 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들의 성역할 태도에 향을 주는 교사의 태도가 중요하므로 교사의 성역할 

의식 변화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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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동등 대조군 사전-사후 조사(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유사실험 연구로서 연구설계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연구설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대상집단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1실험군 : 성역할에 대한 강의식 교육 - 80분간 강의와 토의 

제2실험군 : 성역할에 대한 역할극 교육 - 80분간 역할극과 토의

대조군 : 성역할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집단 

제1실험군

(강의식 교육군)
―

일반적 

특성

성역할 

태도

― 강의 ―

성역할 

태도

제2실험군

(역할극 교육군)
― ― 역할극 ―

대조군

(무교육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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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로 총 

3개반 중 임의로 1개반은 제1실험군으로 성역할에 대한 강의식 교육을 실

시하고, 1개반은 제2실험군으로 성역할에 대한 역할극 교육을 실시하고, 1

개반은 대조군으로 성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학생수는 제1실험군 38명, 제2실험군 38명, 대조군 38명으로 총 

114명이다.

3. 중재프로그램

   1) 성역할에 대한 강의식 교육

   수업내용은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인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 고학

년용(교육인적자원부, 2001)의 내용 중에서 교수-학습지도안을 별도 작성하

여 연구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 다  

   교육내용은 성차이, 성역할, 성고정관념, 성차별, 양성평등의 개념과 옛

날과 오늘날 가정의 성역할 변화와 이유, 성역할의 문화적 차이 이해 등으

로 구성하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하 다. 교육 후반부에 가정

과 학교에서의 성차별 경험과 남녀가 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토

의하도록 하 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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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역할에 대한 역할극 교육

   (1) 대본작성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인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교육인적자원부, 

2001)의 결혼과 가정 역의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성역할’ 부분과 양성

평등 역의 ‘성고정관념, 성차별, 성역할, 양성평등의 실천’ 부분의 역할극

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대본을 작성하여 사용하 다(부록 3).

   (2) 상황제시 

   남, 여학생들이 학교, 가정, 사회 등에서 성차별 받은 경험들을 학교에

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상황들을 풀어 가는 내용의 역할극을 시연하 다.

   (3) 참여자 선정 및 연습 

   수업시간 초기에 두 팀으로 나누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역할을 배정하

고 상황과 역할에 대해 설명한 후 연습을 하도록 하 다.  

   (4) 역할극하기 

   역할극은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19명)이 역할극을 시연할 때 다른 팀

(19명)은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 생각하며 관람하도록 하 고, 모든 학생들

이 참여하도록 팀별로 1회(20분)씩 2회의 역할극을 시연하 다.

   (5) 평가 및 정리하기 

   역할극 후에 역할극 내용인 상황에 대해 소집단(5∼6명)별로 토의하고 

발표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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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인 특성과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포

함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인 특성은 대상자의 성별, 부모의 생존상태, 부모의 연령, 부모의 

맞벌이 여부, 출생순위, 조부모와의 동거상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성역할 태도 측정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우은복(1997)의 연구에서 구분한 

네 가지 성역할 역을 기틀로 하여 우은복(1997), 송민화(2001) 등의 연구

에서 사용된 성역할 태도 문항에 대해 본 연구자가 간호학 전공교수 3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하 다. 내용 및 구성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20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 다(부

록 4).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네 가지 하부 역은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구분하는 성별분업 역과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중 누가 권위 있

는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권위관계 역, 삶과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중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회 역,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성역할 행동의 기준 가운데 이상의 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성고정관념 역으로 하여 구성하 다. 

   위의 네 가지 역에서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의 속성이나 행동이 있다

고 보는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

는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자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일치되

는 정도에 따라 가장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 을 경우는 1점, 가장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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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적인 태도를 보 을 경우는 5점으로 척도상에 표기하도록 하 으며, 점

수의 총범위는 34∼1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

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역별 문항수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표 2>와 같다.

<표 2> 역별 문항수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α

  역 문 항 수 Cronbachα

성 별 분 업 11 .66

권 위 관 계 7 .79

기       회 5 .69

성고정관념 11 .67

총      계 34 .80

5.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4월 15일과 4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연구절차는 

사전조사, 수업실시,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1) 사전조사

  

   2002년 4월 15일에 연구자가 대조군과 제1실험군, 제2실험군 교실에 들

어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입요령과 문항에 따



- 22 -

른 설명을 한 후 기입하도록 하 다.

   2) 수업실시

   강의식 교육군인 제1실험군에 2002년 4월 19일 1, 2교시 수업시간을 이

용하여 80분간 성역할에 대한 강의식 수업을 실시하 다. 

   역할극 교육군인 제2실험군에는 2002년 4월 19일 3, 4교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80분동안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성역할과 양성평등에 관한 역할

극을 시연한 후에 소집단별로 토의를 하도록 하 다. 

   3)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두 실험군에 강의식과 역할극에 의한 성역할 교육이 주어진 

후에 실시되었으며, 대조군과 제1실험군, 제2실험군의 학생들간에 의견교류

로 인한 정보편견을 방지하지 위해 교육이 끝난 직후 성역할 태도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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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사용하 다. 

   둘째, 대조군과 제1실험군, 제2실험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χ
2
검정

과 사전 성역할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

다.

   셋째, 대조군과 제1실험군, 제2실험군의 성역할 태도변화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성역할 태도 점수차를 One-way Anova

로 분석하 고,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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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부모의 생존상태, 

부모의 연령, 부모의 맞벌이 여부, 출생순위, 조부모와의 동거상태를 조사

하 다.

   연구대상자는 총 114명으로 남자가 50%(57명), 여자가 50%(57명)이었으

며 부모의 생존상태는 2명을 제외하고는 두분 모두가 살아 계셨다. 아버지

의 연령은 평균 41.13세 고, 어머니의 연령은 38.41세로 나타났는데 연령

을 다시 30∼40세와 41∼50세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본 결과 아버지의 연

령은 30∼40세가 40.7%(46명), 41∼50세가 59.3%(67명)로 나타났으며, 어머

니의 연령은 30∼40세가 71.7%(81명), 41∼50세가 28.3%(32명)로 나타났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68.4%(78명)이었고, 대상자의 출생순위를 살

펴본 결과 첫째가 43.0%(49명), 둘째가 48.2%(55명), 셋째가 7.0%(8명) 넷째

가 1.8%(2명)이었다. 조부모와 동거를 하는 대상자는 23.7%(27명)로 나타났

다.

   총 연구대상자 중 대조군이 38명, 강의식 교육방법을 적용한 제1실험군

이 38명, 역할극 교육방법을 적용한 제2실험군이 38명이었으며 이들 세 집

단이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
2
검정을 실시하

다. 대조군과 제1실험군, 제2실험군은 모든 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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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수(비율)

일반적 

특성
구분

대조군   제1실험군   제2실험군 전체
χ
2` p

n=38 n=38 n=38 n=114

성별
남

여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57(50.0)

 57(50.0)
.000 1.000

부모 

생존

상태

두분 모두 

살아계심

어머니만 

살아 계심

아버지만 

살아계심

37(97.4)

 0( 0.0)

 1( 2.6)

38(100)

 0( 0.0)

 0( 0.0)

37(97.4)

 1( 2.6)

 0( 0.0)

112(98.2)

  1( 0.9)

  1( 0.9)

4.018 .404

아버지 

연령

30세-40세

41세-50세

15(39.5)

23(60.5)

17(44.7)

21(55.3)

14(37.8)

23(62.2)

 46(40.7)

 67(59.3)
.406 .816

어머니 

연령

30세-40세

41세-50세

27(73.0)

10(27.0)

28(73.7)

10(26.3)

26(68.4)

12(31.6)

 81(71.7)

 32(28.3)
.304 .859

부모의 

맞벌이 

예

아니요

30(78.9)

 8(21.1)

24(63.2)

14(36.8)

24(63.2)

14(36.8)

 78(68.4)

 36(31.6)
2.923 .232

출생

순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8(47.4)

17(44.7)

 3( 7.9)

 0( 0.0)

17(44.7)

17(44.7)

 3( 7.9)

 1( 2.6)

14(36.8)

21(55.3)

 2( 5.3)

 1( 1.8)

 49(43.0)

 55(48.2)

  8( 7.0)

  2( 1.8)

2.362 .884

조부모

동거

상태

동거함

동거하지 

않음

  6(15.8)

 32(84.2)

11(28.9)

27(71.1)

10(23.7)

28(73.7)

 27(23.7)

 87(76.3) 2.038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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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 성역할 태

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t-test로 분석한 결과<표 4> 아버지의 연령, 부모

의 맞벌이, 출생순위, 조부모와의 동거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p＞.05), 성별과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성역할 태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즉,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에 비해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 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40대인 경우 30대 연령에 비해 평등적인 성역

할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집단간 이러한 변수에서의 차이

는 없었으므로<표 3> 통제는 하지 않았다.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 성역할 태도         (n=114)

일반적 

특성
구분(인수) 평균 표준편차 t p

성별
남(57)

여(57)

 95.84

108.51

16.57

15.13
-4.263 .000

아버지 

연령

30세-40세(46)

41세-50세(67)

101.48

102.58

17.05

17.24
-.336 .738

어머니 

연령

30세-40세(81)

41세-50세(32)

100.04

108.16

16.25

17.78
-2.330 .022

부모의 

맞벌이 

예(78)

아니요(36)

102.49

101.50

15.72

19.79
.287 .775

출생순위
첫째(49)

둘째이상(65)

103.43

101.23

16.43

17.53
.681 .497

조부모

동거상태

동거함(27)

동거하지 

않음(87)

97.93

103.49

15.37

17.38
-1.49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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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조군과 실험군의 사전 성역할 태도

   

  대조군, 제1실험군 그리고 제2실험군간 사전 성역할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서 One-way Anova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

다. 대조군은 평균이 102.37이었고, 제1실험군의 평균은 101.63이었으며 제2

실험군의 평균은 102.53으로 나타나 세 집단간에 사전 성역할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성역할 태도 수준이 유사한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

다(F=.029, p=.971).

<표 5> 대조군과 실험군의 사전 성역할 태도 비교

평균 표준편차 F p

대조군(무교육군) 102.37 14.75

.029 .971제1실험군(강의군) 101.63 18.13

제2실험군(역할극군) 102.5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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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방법에 따른 성역할 태도변화 비교

   

   1) 가설 1 검증결과

  〔가설 1〕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강의식 교육군과 역할극 교육군, 

대조군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조군, 제1실험군 그리고 제2실험군간 성역할 태도변화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성역할 태도 점수차를 이용하여 One-way 

Anova로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대조군의 경우 사전․사후 

점수차의 평균이 2.34이었고, 강의식 교육을 실시한 제1실험군은 사전․사

후 점수차의 평균이 9.66이었으며, 역할극 교육을 실시한 제2실험군은 사

전․사후 점수차의 평균이 15.32로 나타남으로써 역할극 교육을 실시한 제

2실험군에서 성역할 태도의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도 세 

집단간 성역할 태도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가설 1〕은 지지되었다

(F=7.401,  p=.001).

<표 6> 대조군과 실험군의 성역할 태도변화 비교 

사전 사후 전후차
F p

평균(SD) 평균(SD) 평균(SD)

대조군(무교육군) 102.37(14.75) 104.71(14.91) 2.34(8.78)

7.401 .001제1실험군(강의군) 101.63(18.13) 111.29(28.76)  9.66(17.49)

제2실험군(역할극군) 102.53(18.40) 117.84(21.22) 15.3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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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조군과 실험군의 사전․사후 성역할 태도변화

   성역할 태도의 네 가지 하부 역에 있어서 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

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세 

집단간 차이를 보인 하부 역은 성별분업(F=8.062, p=.001), 기회(F=4.065, 

p=.020), 성고정관념(F=4.505, p=.013) 역이었으며, 권위관계(F=2.431, 

p=.093) 역에서는 세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분업 역에서는 대조군과 제1실험군간에 평균의 차이가 5.82(p=.002)

로 나타났고, 대조군과 제2실험군간에 평균의 차이는 5.03(p=.007)으로 나

타남으로써 두 실험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성별분업 역에서 태도변화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기회 역에서는 제1실험군과 제2실험군간에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MD=2.26, p=.020) 강의식 교육군보다는 역

할극 교육군이 성역할 태도에 더 큰 변화를 보 으며, 성고정관념 역에서

는 대조군과 제2실험군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MD=4.00, 

p=.020)으로써 대조군에 비해 역할극 교육군이 성역할 태도에 더 큰 변화

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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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조군과 실험군의 역별 성역할 태도변화 비교

  역     
사전 사후 전후차

F   p
평균(SD) 평균(SD) 평균(SD)

성별

분업

대조군  29.84(6.09)  29.61(6.61) 0.24(4.85)

8.062  .001* a* b*제1실험군  27.45(6.25) 33.03(10.42) 5.58(9.10)

제2실험군  30.18(7.07)  34.97(7.50) 4.79(5.86)

기회

대조군  16.76(3.32)  17.82(2.58) 1.05(3.20)

4.065  .020*  c*제1실험군  18.66(4.92)  18.76(4.91) 0.11(3.67)

제2실험군  17.03(4.16)  19.39(2.55) 2.37(3.54)

권위

관계

대조군  23.11(5.08)  22.92(4.04) 0.18(3.96)

2.431  .093   제1실험군  22.68(7.05)  24.08(7.48) 1.39(6.33)

제2실험군  23.13(6.41)  25.58(6.18) 2.45(5.15)

성고정

관념

대조군  32.66(6.34)  34.37(4.88) 1.71(4.40)

4.505  .013*  b*제1실험군  32.84(6.73)  35.42(9.10) 2.58(5.36)

제2실험군  32.18(5.93)  37.89(8.42) 5.71(8.00)

a : 대조군-제1실험군 b : 대조군-제2실험군 c : 제1실험군-제2실험군  *p<0.05

   2) 가설 2 검증결과

  〔가설 2〕 강의식 교육군과 역할극 교육군은 대조군에 비해 성역할 태

도의 긍정적 변화정도가 클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 Post Hoc 분석을 실시하 다. 다중비교 scheffe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과 강의식 교육을 실시한 제1실험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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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MD=7.32, p=.101), 대조

군과 역할극 교육을 실시한 제2실험군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어 대조군에 비해 역할극 교육군은 성역할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

다(MD=12.97, p=.001). 그러므로〔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표 

8>.

   3) 가설 3 검증결과

  〔가설 3〕 역할극 교육군이 강의식 교육군에 비해 성역할 태도의 긍정

적 변화정도가 클 것이다.

   가설 3에 대해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역

할극 교육을 실시한 제2실험군과 강의식 교육을 실시한 제1실험군간에 평

균의 차이는 5.66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남(p=.251)으로써, 역할극 교육군이 강의식 교육군에 비해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변화정도가 클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 8> 대조군과 실험군의 성역할 태도변화 다중비교 결과

평균차 표준오차 p

대조군

대조군

제1실험군

제2실험군

 7.32

12.97

3.38

3.38

     .101

     .001*

제1실험군 제2실험군  5.66 3.38      .25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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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성역할 태도변화 비교

   성별에 따라 성역할 태도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

전․사후 성역할 태도 점수차를 이용하여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강의식 교육군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역할 태도변

화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691, 

p=.494). 또한 역할극 교육군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역할 태도변

화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t=.431, p=.669) 두 집단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변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변화 비교

성별
사전 사후 전후차

 t p
평균(SD) 평균(SD) 평균(SD)

제1실험군

(강의군)

남(n=19)

여(n=19)

 95.21(18.14)

108.05(16.11)

102.89(28.13)

119.68(27.57)

 7.68(15.18)

11.63(19.75)
-.691 .494

제2실험군

(역할극군)

남(n=19)

여(n=19)

 94.74(18.89)

110.32(14.53)

111.21(20.23)

124.47(20.57)

16.47(16.59)

14.16(16.56)
.431 .669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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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강의식 교육

과 역할극 교육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교육시작 전에 학생들은 남녀가 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집

안 일이나 아기보기 등은 여자가 하는 일이고, 고장난 물건 고치기나 전기

수리 등은 남자가 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남

녀의 직업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여학생이 반장이

나 회장이어서 그런지 반장이나 회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남녀의 역할에 대해 평등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

가 많은 반면에 남학생들은 집안 일은 여자가, 바깥 일은 남자가 해야 된

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토의과정에서 남녀의 성역할 태도가 바뀐 

것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성차이와 성차별에 대하여 구분하게 되었으며, 남

녀는 평등하고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서로 돕는 

가정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을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

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강의식 교육군과 역할극 교육군, 대조

군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가설 1〕은 성역할 태도변화에 세 집단간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 세 집단에서 가장 많은 성역할 태도변화를 보인 

집단은 역할극 교육집단으로 나타났다.  

   하부 역별 비교에서는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세 집단간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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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은 성별분업, 기회, 성고정관념 역이었으며, 권위관계 역에서는 

세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역할 태

도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전체문항에서는 높은 편이나, 역별로는 전체보

다 낮아 역구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둘째, 강의식 교육군과 역할극 교육군은 대조군에 비해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변화정도가 클 것이라는〔가설 2〕는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강의식 

교육은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변화에 효과가 없었으나, 역할극 교육은 긍

정적 변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역할극 교

육이 강의식 교육보다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변화에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흡연예방교육에 있어서 강의식과 역할극 교육방법을 비교

한 성경림(2001)의 연구에서도 역할극은 강의식 교육보다 흡연태도의 변화

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위의 결과와 일관성이 있었다.

   역할극 교육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연기를 해 봄으로써 체험하고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변화에 효과적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역할극을 2회 반복하다보

니 첫 번째 팀이 역할극을 할 때에는 집중하고 잘 듣는 태도를 보 으나, 

두 번째 팀이 역할극 하는 동안에 다른 팀은 흥미가 떨어져 집중을 덜하

다.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기 위한 반복운 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역

할극에 모든 학생들을 다 참여시키는 경우와 일부 학생들은 참여시키고 나

머지 학생들은 관람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그 효과를 분석해 볼 필

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강의식 교육의 경우에는 수업 도입부분에 예시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

한 교육으로 주의집중을 잘 하 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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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냈으며, 일방적인 지식전달로 인한 학생 참여 및 

체험부족으로 성역할 태도변화에 효과적이지 못하 던 것으로 생각된다. 

강의식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

한 방법과 교수매체의 활용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 직후에 측정한 것으로 성역할 태도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교육효과가 지속되는 지 여부

를 알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역할극 교육군이 강의식 교육군에 비해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변

화정도가 클 것이라는〔가설 3〕은 역할극 교육군과 강의식 교육군간에 성

역할 태도변화에 차이가 없어 지지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강의식 교육과 

역할극 교육이 일회성으로 8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역할극과 강의식 교육방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그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성역할 태도변화에 대해 사전․사후 점수차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태도

변화를 검증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와 비교할 수 없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전 성역할 태도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면 아버지의 연령, 부모의 맞벌이, 출생순위, 조부모와의 동거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과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성역할 태도

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성역할 태도에 차이를 보인 변수에서 먼저 어머

니의 연령에 따른 사전 성역할 태도는 어머니의 연령이 40대인 경우 30대

인 경우에 비해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40대인 집단에서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84.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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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90.6%)와 맞벌이를 하는 경우

(81.3%)가 어머니의 연령이 30대인 경우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던 어머니의 직업이나 학력정도에 따

라 자녀 양육태도가 다르다는 연구결과(이현옥, 1979; 조 은, 1984; 고정

곤, 1986)가 있어 이런 변수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성별에 따른 사전 성역할 태도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성역할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김아 (1999), 송민화(2001)의 연구와도 일치하 다. 성별에 

따른 교육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간의 성역할 태도변화를 비교

한 결과에서는 강의식 교육집단과 역할극 교육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교육효과에 있어서 성별간의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강의식 교육과 역할극 교육방

법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과

의 비교에서 강의식 교육집단보다는 역할극 교육집단이 성역할 태도의 긍

정적 변화정도가 크게 나타나 강의식 교육보다는 역할극 교육이 더 효과적

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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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강의식 교육

과 역할극 교육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실시하 다.

   자료수집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 4학년 3개반에서 이

루어졌으며, 1개반 38명은 대조군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1개반 38명은 

제1실험군으로 강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1개반 38명은 제2실험군으로 역할

극 교육을 실시하여 성역할 태도변화를 살펴보았다. 

   사전조사는 2002년 4월 15일에 대조군과 두 실험군에서 실시하 고, 사

후조사는 4월 19일에 강의와 역할극을 실시한 직후 실시하 다.

   연구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우은복(1998), 송민화(2001)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역할 태도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간호학 전공교수 3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χ
2
-검정, 

t-test, One-way Anova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 다.

   세 집단간 사전 동질성 비교에서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성별, 부모의 생

존상태, 부모의 연령, 부모의 맞벌이 여부, 출생순위, 조부모와의 동거상태

를 분석하 다. 세 집단은 모든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적인 집

단이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전 성역할 태도에서 아버지의 연령, 부모의 맞

벌이, 출생순위, 조부모와의 동거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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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p>.05), 성별과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성역할 태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즉,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에 비해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 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40대인 경우 30대 연령에 비해 평등적인 성역

할 태도를 보 다.

   대조군과 두 실험군의 사전 성역할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세 집단은 성역할 태도 수준이 유사한 동질적인 집단이었다

(F=.029, p=.971).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강의식 교육군과 역할극 교육군, 대조

군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가설 1〕은 세 집단간에 성역할 태도

변화의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F=7.401,  p=.001).

   세 집단간 역별 성역할 태도변화를 비교한 결과 성별분업 역, 기회

역, 성고정관념 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둘째, '강의식 교육군과 역할극 교육군은 대조군에 비해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변화정도가 클 것이다.'라는 〔가설 2〕는 대조군과 강의식 교육집

단간에는 성역할 태도변화의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과 역할극 교육집단간

에는 성역할 태도변화의 차이를 보여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셋째, '역할극 교육군이 강의식 교육군에 비해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변

화정도가 클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역할극 교육집단과 강의식 교육집

단간에 성역할 태도변화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지되지 않았다(p>.05).

   추가분석으로 강의식 교육군과 역할극 교육군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

도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교육효과의 성별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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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강의식 교육과 역할극 교육방법간에는 성역할 태

도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강의식 교육보다는 역할극 교육이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 앞으로 성역할 태도변화에 있어서 역할극의 방안을 보완하

는 노력과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2. 제언

 

   첫째, 일시적인 교육으로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지속적인 교

육이 있어야하며 교과서의 향이 크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의 내용과 삽화

가 양성평등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역할극을 활용한 성역할 교육을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의 연속적

인 교육 후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직후의 효과만을 측정한 것으로 교육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 으므로 추

후연구에서는 교육 후 그 효과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성역할 태도는 사회․문화적인 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역할에 대한 연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정확하게 측

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과 표준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성역할 태도를 형성하는데 부모와 교사, 대중매체의 향을 많

이 받기 때문에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가정․학

교․사회의 공동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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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초등학교 성교육 선행연구 

연구자 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효과

성지식 

변화

성태도 

변화

강희경(1992)
5, 

6학년

남녀어린이의 2차 성징, 

남녀의 서로 다른 

능력과 협력, 생물의 

번식과 성장

토의 및 VTR 효과적 효과적

강윤전(1995) 5학년 성생리, 성역할, 성윤리
강의, 토의, 

역할극 등
효과적 효과적

김진선(1995) 6학년

생명의 탄생, 몸과 

마음의 성장, 남자의 

변화, 여자의 변화, 

남녀의 역할과 협력, 

성폭력 예방

강의, 토의, 

OHP, VTR
효과적 차이없음

사은령(1995) 6학년

남녀의 신체구조, 임신과 

출산, 남녀의 2차 성징, 

이성교제

토의식과 

읽기식 

교육방법 비교

토의식이 

더 

효과적

토의식이 

더 

효과적

곽양신(1997)
5, 

6학년

인간의 성의 표현,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생명의 탄생, 이성교제

강의식과 

멀티미디어식 

교육방법 비교

교육방법

에 따른 

차이없음

교육방법

에 따른 

차이없음

장말희(1999) 6학년 성생리, 성역할, 성윤리

강의와, 

실물자료, OHP, 

VTR

효과적 차이없음

김스미(2000)
5, 

6학년

신체발달, 심리발달, 

인간관계, 성윤리, 

가정생활

강의, 토론, 

OHP, VTR
효과적 차이없음

박상수(2000)
5, 

6학년

생명의 탄생, 사춘기 

몸과 마음의 변화, 

남녀의 특성과 차이, 

매스컴이나 음란물에 

의한 성정보와 성폭력의 

대처능력

강의, 토의, 

OHP 등
효과적 차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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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효과

성지식 

변화

성태도 

변화

송현정(1999)
5, 

6학년

인간발달, 성건강, 

인간관계, 사회와 성문화

강의, OHP, 

토의 등
효과적 효과적

이순자(2000) 5학년

남녀 신체구조와 발달,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 

이성교제, 임신과 출생, 

성폭력 예방, 음란물의 

피해와 대처

강의, OHP, 

VTR 등
효과적 효과적

백운석(2000) 6학년
신체적 특성, 생리현상, 

임신과 출산, 사춘기

강의식과 

멀티미디어식 

교육방법 비교

멀티미디

어식이 

더 

효과적

멀티미디

어식이 

더 

효과적

하 희(2001)
4, 5, 

6학년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남녀의 생식기관의 

기능과 구조, 심리변화, 

사춘기의 여가선용, 

가족구성원과 나의 출생, 

성폭력과 그 예방

강의, 토의, 

VTR 등
효과적 효과적

이성혜(2002) 6학년

남녀 신체구조와 기능,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와 

이성교제, 남녀 역할의 

이해, 임신과 출생, 

성폭력 예방, 음란물의 

피해와 대처, 성적 

질병과 낙태, 순결의 

중요성

강의, 토의, 

역할극, 

상자료

효과적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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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수-학습지도안

일 시  2002. 4. 19 장   소  4학년 교실 시   간 80분

학습

주제
 성역할과 양성평등 수업형태

전체학습, 개별학

습, 소집단학습 

학습

목표

 ◐ 남녀의 성역할 변화를 이해한다.

 ◐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단

계

학습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교 수 활 동 학 습 활 동

도

입

전

개

동기유발 

및

문제 

상황 

인식

학습목표

제시

전체활동

성개념 

이해

성역할 

이해

◈ 학습분위기 조성하기

◐ 성차별 이야기 들려주기

-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

각 말해 보기

 

◈ 공부할 내용 예측하기

- 학습목표 확인

◐ 성역할과 양성평등이라는 

학습주제로 공부하기

- 여자만 집안 일을 해야한   

다는 것은 불평등해요.

- 할머니가 너무해요.

5‘

5‘

10'

이야기 

자료

파워포

인트

자료

◐ 남녀의 성역할 변화를 이해한다.

◐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 학습의 흐름 파악하기

◐ 성과 관련된 개념 제시 

하기

- 성차이란 무엇입니까?

- 성역할이란 무엇입니까?

- 성고정 관념이란 무엇입

니까?

◐ 성과 관련된 개념 생각해 

보기

-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

간에 결정되는 여자와 남자

의 신체적 차이를 말합니다.

-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나타

내는 사회적 역할 내지는 행

위를 말합니다.

-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특정

한 동일 행동을 기대하는 고

정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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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학습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교 수 활 동 학 습 활 동

전

개

전체활동

성차별 

이해

양성평등 

개념 

이해

개별활동

전체활동

성역할의 

시대적 

변화

인식

- 성차별이란 무엇입니까?

- 양성평등이란 무엇입니까?

◐ 성차이와 성차별 개념 

정리하기

-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 성차별과 성고정관념 이  

해하기

- 집에서와 학교 생활에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성차별

을 겪은 상황 발표하기

- 제시된 자료를 통해 누구

나 할 수 있는 역할 이해하

기

◐ 옛날과 오늘날의 가정의  

남녀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그 이유 알아보기

- 옛날 가정의 남녀의 역할

은 어떠했나요?

- 성고정관념이 행동으로 나

타나 여자 혹은 남자에 대한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체적 차이에 의해 남녀역

할이 정해지는 것 외에는 무

엇이든지 남녀가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동등하게 대우받

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질문지에 자기의 생각을 솔

직하게 정리해 보기

- 8가지 질문에 대해 듣고 대

답하기

- 자신의 성차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 남녀의 역할을 보고 남녀의 

역할 중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에 표시하기

- 학습지에 표시를 보며 자신

의 성고정관념을 인식하기

-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

안 일과 자녀를 돌보는 일을 

주로 맡아하는 등 남녀간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

었으며, 남자를 여자보다 소

중하게 여겼습니다. 

5'

10'

15'

질문지

학습지  

자신의 

성고정

관념을 

알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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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학습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교 수 활 동 학 습 활 동

전

개

정

리

전체활동

성역할의 

변화 

원인

성역할의 

문화적 

차이

인식

소집단 

활동

전체활동

내면화

- 오늘날 가정의 남녀의 역  

할은 어떠한가요?

- 가정에서 남녀의 역할이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

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요?

◐ 성역할의 문화적인 차이

이해하기

- 읽기 자료를 통해 문화적  

으로 다른 남녀의 특징과 

역할을 이해하기 

◐ 소집단 토의해 보기

- 소집단으로 오늘 배운 내  

용에 관한 학습지를 토의  

하고 발표하기

- 남녀 평등의 관계를 유지

하며, 집안 일은 가족 모두

가 서로 함께 도우며 살아갑

니다.

- 핵가족화 경향, 여성 교육

의 향상, 여성 취업의 증가, 

여권운동, 남녀 평등

- 공부 열심히 하기

  집안일 돕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기 

◐ 뉴기니아의 세 부족에 대

해 이야기하기

- 아라페쉬족

- 문머거더족

- 첨불리족

◐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소  

 집단 토의

-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모

든 일은 여자와 남자가 동등

하게 할 수 있어요. 

10'

15'

5'

읽기

자료

역할이 

시대와 

문화에 

따 라 

다름을 

알도록 

한다.

학습지

모 두 

의견을 

제시하

도 록 

한다.◈ 학습내용 정리하기

평

가
평가

1. 남녀 성역할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가?

2. 양성평등 개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표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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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역할극 대본

상황제시 - 남, 여학생들이 학교, 가정, 사회 등에서 성차별 받은 경험들을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상황들을 풀어 가는 내용의 역할극

# 교실

친구들이 함께 모여 어제 본 드라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  : 어제 S방송국 드라마 봤니?

은지 : 여자주인공이 어릴 적에 오빠는 멋진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데 초  

      등학교에도 못 다니고 오빠교복을 날마다 다리는 내용이 나온 드라  

      마 말이니?

하  :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맞아. 여자와 접시는 내 돌리면 깨진다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자와 북어는 삼일에 한번은 때려야  

      된다고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은지 :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집안 일은 온통 여자 혼자  

      하니 옛날에 태어났으면 우리 학교도 못 다닐 뻔했어.

미  : (큰소리로) 그러게 말이야. 

은 :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 다른 신체구조를 가지는 성차이로  

      인해 성차별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은지 : 근데 성차별이 뭐야?

은 : 성차별은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해.

하  : 성차별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은지 :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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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그래. 내가 먼저 이야기 할께. 우리 할머니는 심하셔.

  

# 미 이네 집 

미 이와 철이가 싸우고 있다.

할머니 : ( 철이를 감싸며) 아니 왜 우리 장손을 괴롭혀 손녀들은 다 소용  

        없다니까.

미  : 할머니 철이가 먼저 때렸어요.

할머니 : 여자애가 감히 남자를 때려. 다음부터는 네가 무조건 참아. 여자  

        가 당연히 참아야지. 

오후 노인정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살며시 철이 방으로 들어간다.

미  : ( 철이 방으로 할머니를 따라 들어가) 할머니 어쩜 철이만 맛있  

      는 것을 주시고 저는 왜 안 주세요.

할머니 : (조금 떼어 주면서) 여기 너도 먹어.

미  : (먹을 것을 받으며) 겨우 요만큼이여.

할머니 : 무슨 여자애가 장손이 먹는 것을 탐내냐 너는 나중에 네 엄마 오  

        면 사달라고 해. 

# 교실

미  : (한숨을 쉬며) 나는 남동생을 보면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남자  

      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은지 : 우리 집도 성차별이 있어. 우리 집은 아빠, 엄마가 모두 직장에 다  

      니시는데 집안 일을 돌봐주는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안 일은 어머니께서 하셔. 며칠 전에 엄마가 회사에서 일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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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11시나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신 적이 있는데 그 때 아빠는 거실  

      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부엌에는 설거지 거리가 잔뜩 쌓여있었어.  

      엄마는 어지럽혀진 집안을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시더니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셔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는데 아빠는 배가 고프다면   

      서 라면을 끓여오라고 하시는 거 있지. 주방에 서서 조용히 설거지  

      를 하시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 우리 아빠는 집안 일은    

      여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셔. 

      다음부터는 내가 엄마를 도와드려야겠어.

하  : (목소리를 높이며) 야! 너희 아빠 좀 너무 하신다. 엄마는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야.

은 : 여자와 남자가 몸은 달라도 무엇이든지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동등  

      하게 대우받아야 하는데......

미  : 맞아. 누구나 인간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해. 남자가 할 일과 여자  

      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더구나 맞벌이를 하면 네 엄마  

      도 아빠처럼 힘드신데 혼자서 집안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  

      드시겠어. 가족이 모두 서로 도와가며 집안 일을 해야지. 

준상 : 우리 할머니가 성차별에 관하여 옛날에 겪었던 일을 말 하신 적이  

      있는데 들어볼래.

은지와 하  : 좋아 말해봐.  

# 옛날 준상이 할머니(선 ) 집

 * 안방에서

선호 : (큰절을 올리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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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 허허허 그래, 우리 선호가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너희 고모는  

          뭘 하고 있느냐?

선호 : 고모도 일찍 일어나셔서 지금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어요. 

할머니 : 오호, 그럼 그래야지. 아이고, 이런 내 정신 좀 봐. 어멈이 혼자   

        애쓰고 있겠구먼...(부엌으로 나가신다)

아버지 : 선호는 요즘 공부 잘하고 있느냐? 

선호 :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한문도 매일매일 외우고요. 

할아버지 : 그래, 공부를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그럼 선호는 아침 먹기 전까지 공부방에 가서   

          공부하거라. 그리고 아범은 조반 전에 나랑 잠깐 돌담 좀 돌아  

          보자. 어제 보니 손을 좀 보아야겠더구나.

아버지 : 예, 아버님. 

선호 : 그럼, 할아버지, 아버지 다녀오세요.

 * 부엌에서

선  : (볼멘 소리로) 어머니, 저도 학교에 보내주세요. 저도 오빠처럼 공부  

       하고 싶어요.

어머니 : (엄한 목소리로) 뭐야? 여자가 학교를 가서 뭣하게?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집에서 음식 만드는 법이랑 바느질하는 솜씨를 익혀야  

         지. 여자란 그저 집안 살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다.

         알겠니?

선  : (울상을 지으며 시큰둥하게) 네에에∼

할머니 : (부엌으로 들어오시며) 이런, 쯧쯧쯧 여자애가 네에에가 뭐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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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곳하지 못하게...

어머니 : 어머, 어머님, 나오셨어요? 

할머니 : 그래, 혼자 애쓴다. 그런데 애들 고모는 뭐 하고 있느냐? 

선  : 고모는 장독대에 된장을 뜨러 가셨어요.

할머니 : 그래?  조반 준비는 다 되어 가느냐? 어디 찌개 간 좀 볼까? 음,  

 간이 아주 딱 맞구나. 아주 맛있다.

고모 : (부엌을 들어오며 공손한 모습으로) 어머니, 나오셨어요?

할머니 : 오냐. 너희 아버님 시장하시겠다. 어서 아침상 올리도록 해라.

고모 : 네, 어머니.

 * 아침 식사시간

어머니 : (밥상을 방으로 들이며) 아버님, 아침 진지 잡수세요. 

할아버지 : 그래, 아범이랑 선호도 이쪽으로 오너라. 

선  :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왜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오빠는 우리보다  

      큰상에서 따로 드세요? 어? (부러운 듯한 눈길을 보내며) 저기엔 고  

      기 반찬도 있네? 히잉∼  

어머니 : 선 아, 너 언제나 철이 들련? 여자아이가 남자들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겠다고 하다니. 쯧쯧쯧... 

할아버지 : (수저를 드시며) 어험. 자, 어서 먹자. 

          (할아버지께서 수저를 드시자, 모두들 조용히 먹기 시작)

# 교실

은지 : 정말 옛날에 안 태어나기를 잘 했어. 너 집에서 일만하고 학교에 다  

      니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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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상 : 나더러 집안 일만 하고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하면 나는 화가 많이   

       날거야.

민주 : (웃으며)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이 많이 달라졌어. 우리 집  

       은 모든 식구들이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해 주면서 집안 일은 서로  

       돕는단다. 우리 집 이야기를 들어봐.

# 민주네 집 

 * 아침에 거실에서

어머니 : (급한 듯이) 어머머, 늦었네 늦었어. 여보∼ 민주아빠∼ 민주 좀   

        빨리 깨워 주세요.

아버지 : 알았어요. (민주의 방문을 여시며) 민주야, 아직 자니? 학교 가야  

        지. 어서 일어나라.

민주 : (하품하며) 아함∼졸려. 아휴, 또 벌써 아침이네. 

어머니 : 민주야, 엄마 회사가야 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씻고, 챙겨야지. 참,  

        여보∼ 민주 학교 갈 때 감기약 좀 챙겨 주세요. 

아버지 : 그래요. 여보, 여기 당신 핸드백.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  

        요. 저녁때는 우리회사 앞에서 만나서 같이 올까?

어머니 : (밖으로 나가며) 그래요. 여보, 그럼 나 먼저 가요.  

민주 : 엄마, 다녀오세요. 어? 근데 아빠는 회사 안 늦으세요? 

아버지 : 그래, 오늘은 좀 여유가 있구나. 민주는 어서 씻고, 엄마가 아침   

        차려 놓으셨으니까 밥 먹자. 학교 갈 땐 아빠가 데려다 줄께. 

민주 : 히히히. 네, 아빠.

 * 집에 오는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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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 당신 오늘 무척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저녁식사는 내가 준비할   

         까?

어머니 : 그래 줄래요? (웃으며) 오늘 저녁은 당신의 특별 요리 솜씨를 맛  

        보게 되었네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걸요? 대신 설거지는 내가  

        할께요. 

아버지 : 하하하 그럼, 지금 우리 같이 시장보고 들어갈까? 들어가는 길에  

        태권도 학원에 들러서 민주도 데리고 갑시다. 

어머니 :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호호호.

 * 저녁식사 시간 

아버지 : 자, 오늘의 특별 요리입니다. 맛있는 카레 볶음밥과 콩나물국!

민주 : (웃으며 박수) 와아∼. 맛있겠다.

어머니 : 흐음∼. 정말 맛있는 냄새가 솔솔나네. 

        (식사기도를 하고)

민주 : 와, 아빠 정말 맛있어요. 요리도 잘하시는 우리 아빠 멋쟁이야.

아버지 : 뭐? 요 녀석. (식사 중에) 민주는 요즘 학교생활 재미있니?

민주 : 네, 가끔 남자애들이랑 싸우기도 하지만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공  

      부도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 남자 아이들이랑은 왜?

민주 : 선생님께서 청소를 시키시면 남자애들 중에 몇몇은 여자아이들에게  

      만 청소 일을 미루고 자기는 놀기만 하거든요.    

아버지 : 저런, 남자든 여자든 같이 협동해야지. 서로 도와야 청소도 깨끗  

        하게 빨리 끝날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답게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함)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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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 저녁은 아빠가 준비하셨고, 설거지는 엄마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후식으로 먹을 포도는 제가 씻을께요. 

어머니: 그래. 우리 가족은 정말 손발이 착착 맞는구나. 그렇죠?

아버지: 그러∼엄.

모두: (웃는다) 하하하, 호호호, 헤헤헤.

# 교실

은지 : 민주야 너희 집은 참 좋겠다. 서로 잘 돕고 있으니 말이야. 나도 너  

      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미  :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너희 집 같으면 나도 좋겠어. 내가 남  

      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도 안 할텐데.

은 : 요즘에는 민주네 집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는 집이   

       늘어나 남녀평등관계를 유지하면서 집안 일을 가족모두가 함께 돕  

       고 가정의 중요한 일은 가족들이 함께 결정하는 집이 많이 있어.

석 : 맞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으  

      신다니까. 

# 석이네 집

희 : 너는 남자애가 순정 만화를 보니? 

석 : 왜 얼마나 재미있는데, 지난번에 읽은 만화는 너무 슬퍼서 내내 울  

      었어.

희 : 남자애가 만화책 읽다가 울은 게 자랑이다 자랑이야. 남자는 자고로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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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 석아! 방이 이게 뭐니? 희야 넌 여자애가 옷이 그게 뭐니?

      (엄마의 꾸지람에 석이가 울음을 터트린다.)

엄마 : 사내녀석이 끄떡하면 울어. 뚝 그치지 못해!

# 교실

석 : 나는 순정만화를 좋아해서 슬프면 우는데.....

준상 : 맞아. 남자에게도 감정이 있잖아. 나도 슬픈 화를 보면 울기도 해.

하  : 어른들은 남자와 여자에 따라 동일한 행동을 기대하는 성고정관념  

      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

석 : 성고정관념이라고?

미  : 그래. 예를 들면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여자는 집안 일만 해야 한다  

      와 같이 남자 혹은 여자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 등의 이야기가 있잖  

      아. 이것은 잘못된 생각들이야. 남자든 여자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은 할 수 있는 거야.

하  : 집에서만 성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학교에도 성차별이 있어.

준상 : (고개를 끄덕이며) 응. 나는 특별활동 시간에 뜨개질반에 가고 싶은  

      데 남자가 무슨 뜨개질반에 드냐고 해서 기타반으로 들어갔어. 그   

      이후에는 뜨개질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져.

미  : 남자라고 뜨개질 못하는 것은 아니야. 무엇이든지 자기가 배우고 싶  

      은 것은 배워야 하고 그것이 적성에 맞으면 취미로도 가질 수 있어. 

은지 : 나는 청소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 남자는 운동장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가거나, 한번만 청소하면 며칠 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유리창  

      청소를 하는데 여자는 일이 많은 교실청소를 해. 우리 선생님은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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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쓸고, 닦고, 틈새 닦기, 책상 정리 그런 걸 시켜. 복도는 대걸레로  

      한 번 기만 하면 되니까 쉽잖아. 여자들이 대걸레질하려고 하면   

      여자가 무슨 대걸레냐고 하면서 칠판 정리 같은 잡다한 일만 시키고  

      큰 일들은 남자들을 시켜. 그래서 불만이 많아. 그리고 뒷정리는 여  

      자를 시키셔. 청소도 재미있어야 하잖아.

민주 : 청소에 관해서 선생님께 잘 말 드리기로 하자.

은지 : 우리언니는 간호사로 병원에 근무해. 그 병원에서 간호사를 뽑는데  

      남자 간호사와 여자 간호사가 지원을 했어. 너희는 누구를 뽑을 거  

      라고 생각해.

하  :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뽑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가와 그 사람에게 일이 잘 맞는가를 보고 뽑아야 되지 않  

      을까?

석 : 그래 꼭 간호사를 여자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 말이야. 자신의 적성  

      에 맞는 일을 한다면 더 잘 해낼거야.

미  : (큰소리로) 어제 우리 언니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 세상에는 여  

      러 국가와 민족이 있다고 해. 그 중에서 뉴기니아의 아라페쉬족은   

      남녀 모두 여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아이  

      들을 돌보고 아이에게 엄하지 않고 관대한 편이래. 그리고 그들의   

      성격은 온화하고 친절하며 따뜻한 성품을 지닌 부족이라고 해.

      두 번째로 문머거더족은 남자와 여자 모두 남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자녀교육에는 무관심한 편이래.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며 공격적이고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마지막으로 첨불리족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우리 나라와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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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젖을 주는 일 외에는 아이와 거의 같이 있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래. 여자는 매우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며,  

      활발한 반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겁이 많고 열등감을 지녔다고 해.

은지 : 남녀의 역할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

석 : (듣고 나서) 너희는 어떤 부족이 좋아?

은지 : (고개를 흔들며) 난 어느 부족도 싫어. 양성평등한 나라가 좋지. 

은 : 오늘날 남녀의 역할은 나라마다 다르고 성별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선택되어지고 활동하는 양성평등의 사회  

      로 변화되고 있어.  

미  : 양성평등사회가 좋지.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태어났지만 서로 도우  

      며 살자.

준상 : 그래 이제부터 여자가, 남자가라는 말은 쓰지 말자.

      모든 일은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게 할 수 있어. 개인의 차이는 있지  

      만 말야.

석 : 우리 내일부터 양성평등 잊지 말자.

하  : (책가방을 들며) 이제 집에 가야지.

준상 : 그래 내일 보자. 안녕!

모두 : (손을 흔들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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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 문 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것으

로 시험이 아니며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1. 각 문제를 잘 읽고 자기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한 곳에만  

  ○표를 하면 됩니다.

2. 옆 사람과 의논하거나 대화하지 말며 보여주어서는 안됩니  

  다.

3.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시하되 의문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손을 들어 질문해 주세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 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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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기록해 주세요.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       ② 여 

2. 학생의 부모님은? (     )

  ① 두분 모두 살아 계신다.         ② 어머니만 살아 계신다.   

  ③ 아버님만 살아 계신다.          ④ 두분 모두 안 계시다.

3. 부모님의 연령은?

   아버지 (       )세        어머니 (        )세

4.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5. 자신의 출생순위는? (     )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⑤ 다섯째 이상

6.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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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의 성역할 태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세요.

설 문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여자는 직업을 갖더라도 집안 살림에 대한 책임을 전적  

  으로 져야한다.
1 2 3 4 5

2. 밤에 아기가 울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아기를 보아  

  야 한다.
1 2 3 4 5

3. 집안 일 가운데에서 김치 담그기, 빨래 삶기 같은 일은  

  아버지가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4. 아기를 가진 여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를 돌봐야    

  한다.
1 2 3 4 5

5. 어머니가 안 계시면 오빠(형)보다 언니(누나)가 음식     

  을 준비해야한다.
1 2 3 4 5

6.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 한다. 1 2 3 4 5

7. 찬밥이나 남은 음식은 아버지나 오빠(형)보다는 언니    

 (누나)와 어머니가 먹는 것이 좋다.
1 2 3 4 5

8. 집안형편이 어려우면 언니(누나)보다는 오빠(형)가 대학  

  에 가야 한다. 
1 2 3 4 5

9.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잘하면 되므로 어려운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
1 2 3 4 5

10. 가정에서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주로 결정해야 한다. 1 2 3 4 5

11. 가정에서 생계의 책임자는 반드시 아버지여야 한다. 1 2 3 4 5

12.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한다. 1 2 3 4 5

13. 좋은 장난감은 집에서 남자형제가 먼저 가져야 한다. 1 2 3 4 5

14. 아버지가 반대하면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1 2 3 4 5

15. 교실청소는 여학생이 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16 망가진 학급의 물건은 남학생이 고치는 것이 좋다. 1 2 3 4 5

성역할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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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7. 학교에서 학생회장이나 반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18. 여자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예뻐야 한다. 1 2 3 4 5

19. 학교에서 잘못했을 때 여자는 좀 봐 줘야 한다. 1 2 3 4 5

20. 여자의사보다 남자의사가 더 믿음직하다 1 2 3 4 5

21. 직업에는 여자가 할 일과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1 2 3 4 5

22. 페인트칠이나 전기수리는 남자가 해야 한다. 1 2 3 4 5

23. 여자 광부나 여자 트럭 운전기사는 어울리지 않는다. 1 2 3 4 5

24. 대통령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1 2 3 4 5

25. 여자도 평생 직업을 가져야 한다. 1 2 3 4 5

26. 간호사, 미용사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27. 여자는 신체적으로 약하므로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
1 2 3 4 5

28. 여자는 바지보다 치마를 입는 것이 좋다. 1 2 3 4 5

29. 남자는 슬퍼도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1 2 3 4 5

30.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처럼 인형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1 2 3 4 5

31. 여자는 남자보다 얌전해야 한다. 1 2 3 4 5

32. 대부분의 여자는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 1 2 3 4 5

33. 여자가 사장인 회사에서 남자가 그 밑에서 일하는 것  

   은 좋지 않다.
1 2 3 4 5

34.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  

   고 태어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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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ects of lecture and role-play education on change of 

gender-role attitudes in elementary students

                         Soon Im Le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 Soon Kim,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lecture and 

role-play education on the change in gender-role attitude with 

elementary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ree classes in the fourth year of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Gwonsun-gu, Suwon: 38 students in one 

class as the control group were not given the education, 38 students in 

another class, as the first experiment group, were given the education 

using the lecture method, and 38 students in another class, as the 

second experiment group, were given the education using role-play 

methodology. Change in gender-role attitude wa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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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 interven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three groups on April 

15, 2002 and post intervention data, after the lecture and role-play 

instruction on April 19.  

   Frequency, percentages, χ
2
-test, t-test, and One-way Anova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SPSS program was used. 

   The three groups were identified as homogeneou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sex, parents living, age of parents, dual-income family, 

order of birth, and living together with grandparents) and preliminary 

gender-role attitude.

   The preliminary gender-role attitud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of father, dual-income family, order of birth, and 

living together with grandparents (p>.05), however, i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and age of mother (p<.05). Girls showed 

more equal gender-role attitude than boys, and students whose mothers 

were in their forties had more equal gender-role attitude than those 

whose mothers were in their thirties.  

   The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showed the following:  

   Hypothesis 1 that 'change in gender-role attitude will be different 

for the three groups, lecture education, role-play education, and control' 

was supported (F=7.401,  p=.001). 

   Hypothesis 2 that 'a more positive change in gender-role attitude 

will be found in the groups having lecture and role-play education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as partly supported since ther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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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fference in the change of gender-role attitude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lecture education group and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role-play education group.  

   Hypothesis 3 that 'a more positive change in gender-role attitude 

will be found in the group having role-play education as compared to 

the group having lecture education' was not supported(p>.05).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nge of attitude between the groups receiving the two different 

teaching methods (lecture education vs role-play). However role-play 

education is more effective than lecture education for a positive change 

in gender-role attitude compared to no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