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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및 강의 자료 등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이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배포를 금지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평등 문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본 교육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을 돌아보고, 가정에서

보육현장에서 성평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강화해 보도록

한다.

학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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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남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

출처 : 1948년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앵커브리핑] '레드벨벳의 빨간 맛'> JTBC 2018.03.22 http://v.media.daum.net/v/20180322211804419
참고도서 : 『컬러 인문학』 개빈 에번스 지음, 역자 강미경 옮김, 출판사 김영사 2018



여자가 듣는 말 남자가 듣는 말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어디 여자가~
( )

①

어디 남자가~
( )

②





Man Box 

https://www.youtube.com/watch?v=C9DEIMC7qqA



성역할 고정관념

남자의 할 일과 여자의 할 일, 남자다운 행동과 여자다운 행동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

성차별
수 많은 여자문제 ,  

남자문제를 만들어 냄



여자는
꾸미기를
좋아한다. 여자들은

자신의 생각
을 제대로 말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남자는
파랑색을
좋아한다.

남자는
여자보다
수학을
잘한다.



무엇이, 왜 문제일까?
【동요 속 성별고정관념 찾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lHmoZsKPktY



젠더감수성은

일상적인 성차별주의와 젠더이분법에 대하여

정서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것, 

성차별과 젠더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자기성찰, 비폭력,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

등의 성향을 의미



• 비형식적 교육(실물이나 실제 경험을 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 영유아의 경험, 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과 환경구성을 통해

자발적으로

• 매일의 일과 속에서 영유아-교사, 영유아-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해

•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계획된 통합적 교육과정을 통해

 젠더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기억해 주세요



유아에게 양성평등이 좋은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PhTM9qHCw-k



2019년 젠더 감수성에 국어사전이 흔들린다

젠더 감수성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출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Ug9hvqKWeg



나의 옷차림, 말투, 행동이

성평등하지 못한 것은아닐까?

내가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로 아동들에게

최선이었을까?

무심코 할 수 있는 말 행동이지만,

성평등하지 못한 언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성별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유아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내고, 감정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교실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성 불평등한 발언이나 갈등 중재하기

나는 유아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성평등한 사회

- 사회구성원들의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특정 성에 대하여 사회

적으로 부과되는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 여성의 상품화나 여성만의 순결을 강요하는 등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성불평등 인식을

갖지 않고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

-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한 불리한 대우가 없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자신

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의 수준까지 발휘할 수 있는 사회

-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회



 이런 대화는 하지 않아요

- 성별로 구분 또는 분리시키는 대화

-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대화

- 외모, 몸을 평가하는 대화

- 성별 직업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대화

-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강화시키는 대화

- 감정표현을 성별로 다르게 억제하는 대화



동화‘ 점’ 이야기

출처: http://jr.naver.com/s/create_story/view?contentsNo=1724

http://jr.naver.com/s/create_story/view?contentsNo=1724
http://jr.naver.com/s/create_story/view?contentsNo=1724


우리가 동화 속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된다면?

제2의 베티, 제3의 베티가 생겨나고…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오겠죠? 



양육, 보육, 교육은 목표가 아닌 “과정’ 입니다.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사, 부모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아이와 함께 하는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실환경 체크해보기]

출처: 양성평등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델연구(양미선 외, 2020) p.103.

항 목 해당여부

교실환경이 주제와 관계업이 “예쁘기’만 한가요?

영유아의 성별에 따라 미술활동 등의 배치를 파랑〮분홍 계열로 구분하나요?

개인 사물함과 신발장의 이름과 안내의 그림이 성별로 나누어지나요?

(남자는 사자, 여자는 토끼 등)

놀이에 게시된 게시물, 교구, 놀잇감에 성별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나요?

직업이나 역할에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게시물, 교구, 놀잇감은 없나요?

부엌 소품에는 분홍색이 대부분이고, 블록, 공룡, 동물은 파랑색이 대부분인가요?

화장실 등의 안내가 성별에 따라 여자화장실은 빨강 치마를 입은 여자그림, 남자화장실은

파랑 바지를 입은 남자 그림만 그려져 있나요?



항 목 해당여부

아이 방의 색깔을 분홍과 파랑으로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그림이나 사진은 없는가?

성별로 선호하는 장남감만 준비되어 있는가?

가족구성원 모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가?

여자, 남자가 라는 언어를 가끔은 사용하는가?

[가정환경 체크해보기]



[성평등 그림책 체크리스트]

그림책은 성역할의 형태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주며, 유아들이 직접 관찰하고 모방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성역할 학습에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작용함.

항 목 해당여부

1. 등장인물의 성비가 불균형한가요?

2. 여자 캐릭터는 이야기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소한 역할만 하나요?(보조역할, 비중 없는 대사)

3. 남자아이의 성격이나 행동, 말투가 성 고정관념적인가요?
- 개구지며 말썽을 자주 일으키거나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역할
- “남자는~” 같은 말이나 행동, 감정 드러내기 거부
- 로봇, 공룡, 자동차 선호 등

4. 여자아이의 성격이나 행동, 말투가 성 고정관념적인가요?
- 겁이 많고, 도전을 두려워 함
- 다른 캐릭터를 돕거나 보조하는 역할 치중
- 야외활동도 치마를 입고, 악세서리를 함
- 감정적이고 질투심, 허영심이 많게 그려짐 등

5.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 시키는 내용이 있나요?
- 남성캐릭터 : 교장선생님, 의사, 조종사, 사장님, 사장님 등 / 여성 캐릭터 : 평교사, 간호사, 승무원, 서비스직 등
- 여성은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주제로 남성은 출근하고 가계를 부양하는 주체로
- 여성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남성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6.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나요?
-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 뚱뚱한 사람은 비하, 희화화
- 주인공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조역할
- 여성캐릭터 또는 의인화 된 동물 중 여성 캐릭터만 속눈썹이나 립스틱, 치마, 장신구 표현

7. 배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비 및 연령대,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은가요?
- 스포츠 경기장이나 회사에는 남자 위주, 서비스직 또는 장을 보는 사람은 여자 위주
- 평범한 길거리, 마을 등에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은 젊은 남녀만 등장

8. 그 외 다른 문제가 있나요?
- 사회적 약자 비하 또는 희화화
- 문제해결 후 평가와 보상방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
- 가정을 부양하는 듬직한 남편, 살림을 잘하고 인내심 많은 아내로 표현
- 애교 많은 딸이나 사고만 치는 아들로 표현



0~1개 아주 좋아요! 아주 적절한 그림책

2~4개 나쁘지 않아요 문제가 책의 전반이 아닌 일부분이라면 나쁘지 않음

5~7개 나빠요
책의 일부분이 아닌 그림책 전반적으로 불평등하거나 고정관념적인

표현이 많다는 뜻으로 가급적이면 읽지 않도록 할 것

8개 이상 이주 나빠요
아이의 올바른 인성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잘못된 시각을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동 제약함. 다른 책으로 대체할 것

[진단결과]

출처: 딱따구리. 책장 평등 지수 테스트. https://wooddadda.com/boardPost/1214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