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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

안녕하세요? 화산교육에 항상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교육입니다. 양성
중 어느 특정한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
으며,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 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1. 성 차이・성차별・성 고정관념 구별하기
성 차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생식기를 가지며, 성장하면서 신체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자는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는 것
【예】①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
② 여자와 남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고, 자라면서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③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량이 많아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성 차별
생각이나 행동에서 여자와 남자를 공평하지 않게 대우하거나 성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
【예】①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
② 우리 학급에서 회장은 남자, 부회장은 여자가 해야 한다.
③ 남자가 돈을 버는 경우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
④ 남자는 슬퍼도 울면 안 된다.
성 고정관념
남자와 여자의 능력, 특성,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예】 남자는 중요하고, 씩씩하고, 용기 있고, 활기찬 일을 하고 여자는 얌전하고,
정숙하고, 섬세한 일을 해야 한다는 등의 사회적 고정관념.
일상에서 자녀에게 하는 대표적인 성차별 발언들 (양성평등진흥원제공)
아들에게

딸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공주같이 예쁜 딸!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래?

여자니까 옷차림이 단정해야지.

사내자식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울어?

여자니까 예쁘게 걷고, 예쁘게 말해라.

사내다워야 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집을 잘 가지.
뒷면으로....

① 가정일은 여자가 주로 해야 한다. (예, 아니오)
② 집안에서 모든 일에 남자가 우선이어야 한다. (예, 아니오)
③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이나 ‘남자는 울지 않는 거다, 통이 넓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을 자주 한다. (예, 아니오)
④ 아들이 간호사가 되길 원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아니오)
⑤ 딸은 부모 말을 잘 듣는 숙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아니오)
⑥ 여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집을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아니오)
⑦ 남자아이 놀이와 여자아이 놀이는 구별되어 있다. (예, 아니오)
⑧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이므로 여성은 남성이 중심인 사회에 적응하여야 한다. (예, 아니오)
⑨ 남성이 여성보다 능력이 우수하다. (예, 아니오)
⑩ 남자는 눈물을 잘 흘리지 않으며 마음이 강해야 한다. (예, 아니오)
결과는?

예 (

)개,

아니오 (

)개

☆ ‘예’가 7-10개 위험경보!!
고정관념이 심하신 편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고정된 생각으로 남녀차별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

석

☆ ‘예’가 3-6개. 노란불!!
성 차이를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가지도록 해주세요.

☆ ‘예’가 1-2개. 훌륭하세요!!
네! 양성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양성존중에 앞장서 주세요.

2. 양성평등교육 실천 방법
가. 가정 내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도록 합니다.
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실천합니다.
☞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성,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드러내기 쉬운 “여자가～” 또는 “여자답지 못하게～”, “남자답지 못하게～”
하는 식의 말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진로, 학업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어렸을 때부터 딸, 아들 모두 예술, 운동 등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웁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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