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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인구학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S시의 보건교사 13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크루스칼-왈리스 검정, 만-위트니 U 검정, 스피어만의 순위상관, 단계적 다중회귀를 시행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영향요인은 권위주의 성향, 연령, 외재적 종교 성향과 학력이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영향요
인은 권위주의 성향, 연령과 학력이었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은 권위주의 성향, 종교 유무와 내재
적/외재적 종교 성향이었다. 학교 환경에서 성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보건교사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따라서 성평등에 기반을 둔 진정한 교육적 변화를 위해서는 보건교사에게 자신의 성인지
적 관점을 능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보건교사∣양가적 성차별주의∣동성애 태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psychosocial-demographic factors affecting the  ambivalent 
sexism and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of school health teache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1st to 31st, 2019 by administering a structured online questionnaire for 138 school health 
teachers in S city. The data were analyzed via SPSS/WIN (25.0) to run Kruskal-Wallis χ2 test, 
Mann-Whitney U test, Spearman's rank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hostile sexism include authoritarian personality, age,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education. Compared to this, the benevolent sexism had the influential factors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age, and education.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found to include authoritarian personality, whether or not have a religion, and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School health teachers affect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students of their gender stereotyping and prejudice in the school environments. Theref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and provide training programs for school health teachers so that they can have reflections 
on their gender perspectives themselves, which may lead to true educational changes based on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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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성평등이라 할 

수 있다. 학교의 기능으로 이야기되는 사회화는 현 사
회의 지배적 사회규범을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교사의 태도와 가치 등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
에게 젠더규범과 성역할을 내면화시킨다[1]. 2018년 
10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2]이 발표한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학교편’ 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 중 가장 성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말
과 행동'이 34.5%로 가장 많았다. 학생들은 교사의 언
행에서 젠더 규범, 혐오, 성차별을 쉽게 목격하고, 사회
에서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젠더규범(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젠더이분법, 이성애중심주의)과 성차별적 문화
(여성 경험의 몰이해, 성적 대상화, 성소수자 혐오, 가부
장성)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1].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
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보건교사의 성평등 의식 제고는 
학생들과 상호작용 및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 왜냐하면 실제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성평등 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젠더감수성교육, 성인지교육 등 이름
은 다양하지만 성교육과의 혼동 또는 성교육으로의 대
체로 인해 대부분 보건교사가 성평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3]. 이는 단순히 성평등 교육의 
대상이 학생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건교사 또
한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과거에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직접적인 폄하 
혹은 반감을 드러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면, 오늘날
의 양상은 좀 더 은 하고 간접적 형태의 편견으로 대
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5]. 이를 설명하기 위한 
Glick과 Fiske[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에 따르면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의 두 가지 태
도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임을 제시하고 있
다.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기존의 남성위주의 권력구조
에 도전하는 비전통적 여성들에 대한 처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우대하
는 태도인 듯이 보이지만 실상 보다 은 하고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로서 전통적 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에 대
해 보상을 주고 칭찬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지배 권력구
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태도는 한편으로는 적대적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온정적 태도를 동시에 가지는 경향을 보이며, 
온정적 태도 역시 사회구조적으로 열등한 여성의 지위
를 고착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편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5]. 지금까지 이루어진 
양가적 성차별주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 연구대
상자들이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성차별주의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7][8]. 이들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자일수록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성
적 고정관념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9][10] 성
규범에서 이탈된 듯 보이는 여성(레즈비언, 윤락녀 등)
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11]. 학교
는 여성이 다수인 대표적인 조직이며 특히 초·중·고 보
건교사는 여교사의 비율이 2018년 전국 평균 99.8%이
다[12]. 따라서 여성이 대다수인 보건교사 사이에도 적
대적 차원뿐 아니라 은 하고 우호적인 차원의 성차별
주의가 어떠한 실태를 나타내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교육 주체들에게 여성-남성 간 이분법적 성 
고정관념이 차별이라는 인식은 점차 수용되고 있는 반
면 최근 들어 대중화되고 있지만 반동 역시 강하게 부
상하고 있는 성소수자 이슈는 압력과 위협이 되고 있다
[13-15]. 대표적으로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 및 교사 교
육과정에서 성소수자는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
의 대상이며 투명인간과도 같은 존재였다[16]. 2015년 
교육부가 마련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교육 내용상 동성애를 공식적 교육과정 안에서 다루
기 어려운 일종의 암묵적인 금기 주제로 치부하여 삭제
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UN(United Nations)
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할 것을 권고 받았
다[17][18].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한정
되는 이성애 가족 신화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한 우
월적인 사회질서 유지와 전통적인 성역할의 강화를 당
연시 해왔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며 기존 사회
의 보편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낙인찍어 부정적
인 편견과 차별을 수반한다[17][19][20]. 「2014년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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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교사는 성소수자 또는 동성애 학생의 존재 자체
뿐 아니라 그 학생이 경험하는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
한 인지도가 낮았다[21]. 교사는 학교 어딘가에 성적 지
향 등과 관련해 고민하고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교사 개개인이 기
존의 지식과 상식이라고 믿었던 젠더 규범을 비판적으
로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보건교사는 성교육 
주 담당자로서 현대사회의 성(性)과 관련한 다양한 변
화와 이슈에 노출되어 있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다
양한 요구를 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해 어
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관심과 토대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가적 성차별주의
에 대한 관련요인으로 연령[4-6][22], 학력[5][22][23], 
혼인상태[5], 권위주의 성향[23][24], 종교유무[22][24] 
및 종교 성향[25]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연령[26-28], 학력[26], 학교유형
[27][28], 동성애 지인 유무[24][27][28], 권위주의 성
향[28-30], 종교유무[24][26] 및 종교 성향[28][30] 등
이 제시되고 있다. 

위의 관련 요인 중 미시적 차원에서 교사 개인이 지
니는 성향이나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특성
인 권위주의 성향 및 종교 성향은 성(性)과 관련한 교사
의 교수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
다[24][26][28]. 권위주의는 기존의 사회적 위계에 대한 
수용 및 인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강자에 대한 복종, 
약자에 대한 가혹함, 그리고 권력과 지배가 중요하다는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31].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
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여성, 동성애(자) 등과 같
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닌다고 하였다[28][29][32]. 종교 성향이란 종교를 바
라보고 받아들이는 방향 및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
며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동기 
성향에 따라 내재적 종교 성향(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과 외재적 종교 성향(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재적 성향을 지닌 
사람은 종교에서 삶의 가치와 이상을 발견하고 이를 실
현함으로써 종교를 생활화하지만 외재적 성향을 지닌 
사람은 자기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

한다[33]. 기존의 연구결과들[30][34]에 따르면 내재적
과 외재적 종교 성향 간은 서로 부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일하
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는 종교적 성향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34]. 
Allport와 Ross[33]는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종
교 성향에 따라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의 정도와 
내용이 다르다고 제안하였다. 내재적 성향이 강할수록 
여성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관련이 있
으나[25][28][30] 외재적 성향이 약할수록 동성애(자)
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30]. 

학교는 사회에서 정상으로 용인되는 젠더 규범만을 
가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교사의 침
묵은 성차별이나 동성애 혐오에 대한 묵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1][2][17][18][21]. 이제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
간에서 주체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일상과 경험을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재해석 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
한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 속에서 교사 특히 보건
교사는 성교육 교수자로서 젠더이분법, 성별 고정관념, 
이성애중심주의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여성-남성 
사이의 성차별 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
여 교사로서의 자기이해를 높이는데 근간이 되는 연구
는 많이 시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보건교사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가
적 성차별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실태 및 영향요
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 양가적 성

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보건교사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가

적 성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
악한다.
 보건교사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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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
의 실태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초·중·고에 재직 중인 보건교

사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중간 효과크기(fz) .15, 독립변수를 9개로 설정하
여 산출된 최소 표본의 크기는 116명이었으며, 20%의 
탈락률까지 고려했을 때 140명이었다. 대상자는 비례 
층화하여 계통적 표집으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학교알
리미의 공시정보 서비스[35]를 이용하여 S시의 초·중·
고를 각각 조회하여 나열된 순서에 따라 첫 번째 학교
를 중심으로 8, 16, 24 등 매 8번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선정하되 해당학교에 보건교사가 없거나 설문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순서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단, 2018년 4월 1일 현재 S시에 보건교사가 재직하는 
학교는 초·중·고 각각 567개, 325개, 269개[12]이므로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의 크기인 140명 중 초·중·고 각
각 69명, 39명, 32명을 할당 배분하였다. 응답이 불충
분한 2명의 설문을 제외한 총 138명의 자료가 최종 통
계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독립변수인 심리사회-인구학

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혼인상태, 학교유형, 동성애 지
인 유무, 종교 유무 각 1개씩 6문항, 권위주의 성향 35
문항, 종교 성향(내재적 12개/외재적 12개) 24문항과 
종속변수인 양가적(적대적 12개/온정적 12개) 성차별

주의 24문항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 21문항이 포함된 
총 1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1 권위주의 성향 
민경환[32]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권위주의 척

도(The Korean Version of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를 저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인습주의 5문항, 권위주의적 복종 4문항, 권
위주의적 공격성 4문항, 반(反) 내성주의 4문항, 미신성
과 고정 관념적 사고 4문항,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
음 3문항,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5문항, 투사성 3문항, 
성(性) 3문항을 포함하여 총 35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다. 점수의 범위는 35점에서 
175점까지로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민경환[32]의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3.2 종교(내재적/외재적) 성향 
제석봉과 이성배[34]가 개발한 한국판 종교 성향 척

도(Religious Orientation Scale)를 근거로 임연순
[36]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종교 성향 척도를 저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재적 종교 성향 
12문항과 외재적 종교 성향 12문항을 포함하여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다. 
내재적/외재적 종교 성향에 해당되는 문항별로 평정하
여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외재적 종교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제석봉과 이성배[34]의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내재적 종교 성향은 .91, 
외재적 종교 성향은 .75로 나타났으며, 임연순[36]의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내재적 종교 성
향은 .85, 외재적 종교 성향은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내재적 종교 성향
은 .95, 외재적 종교 성향은 .84로 나타났다.   

3.3 양가적 성차별주의 
Glick과 Fiske[6]가 개발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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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valent Sexism Inventory)를 근거로 안상수 등
[4]이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로 제작한 
36문항을 다시 안상수 등[5]이 축약·보완하여 타당화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를 저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 
K-MSI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
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각각 12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
다.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의 범위는 12점에
서 48점까지이며, 각 성차별주의에 해당되는 문항별로 
평정하여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안상수 등[5]의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87,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척
도의 Cronbach’s α 값은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93, 온
정적 성차별주의는 .88로 나타났다.  

   
3.4 동성애에 대한 태도 
Kite와 Deaux[37]가 개발한 동성애에 대한 태도 척

도(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를 근거로 박
선진[27]이 번안 및 타당화한 동성애에 대한 태도 척도
를 저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동성애
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오개념, 염려를 측정하
는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이다. 문항은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동일한 사회, 
종교, 법 권리를 가지는 문제(직업선택권, 종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며, 점수의 범위는 
21점에서 105점까지로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
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인 것을 의미한다. Kite와 
Deaux[37]의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3으로 나타났으며, 박선진[27]의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척
도의 Cronbach’s α 값은 .95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였으며 연구진행에 앞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의 연구승인(IRB No. 1911/003-022)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무작위 추출된 
해당 학교 보건실에 전화 연락하여 보건교사에게 본 연
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 기대효과, 위험성, 철회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협조 및 구두 동의를 구한 후 
S시교육청 업무포털 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
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위한 링크를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과 함께 보건교사의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설문
지를 작성하는데 10분∼15분가량 소요되었으며 수집
된 온라인 설문 자료가 입력된 컴퓨터는 비 번호를 설
정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 불가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05 인 경우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보건교사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 양가적 성

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빈도분석과 기
술통계를 수행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의 정규성 분포를 Shapiro-Wilk 검정

으로 확인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W=0.89, 
p<.001), 온정적 성차별주의(W=0.94, p<.001), 동
성애에 대한 태도(W=0.98, p=.042)는 정규성을 충
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심리사회-인
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비모수적 방법인 
Kruskal-Wallis χ2 test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보건교사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도 
비모수적 방법인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보건교사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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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 양가적 성차
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       

 본 연구대상자의 학력은 4년제 대졸이 101명
(7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 29
명(21.0%), 전문대졸 8명(5.8%)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기혼 107명(77.5%), 미혼 31명(22.5%)으로 나타났으
며 근무하는 학교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 95명
(68.8%), 사립 43명(31.2%)이었다. 동성애 지인이 ‘없
다’라고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127명(92.0%)으로 ‘있다’
라고 응답한 11명(8.0%)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종교
가 없는 대상자는 54명(39.1%), 있는 대상자는 84명
(60.9%)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 양가적 성차별주

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                      (N=138)  
변수 범주 n (%) or M±SD (Min-Max)

학력

전문대졸 8 (5.8)

4년제 대졸 101 (73.2)

대학원 이상 29 (21.0)

혼인상태 미혼 31 (22.5)
기혼 107 (77.5)

학교유형
사립 43 (31.2)

국공립 95 (68.8)

동성애 지인 유무
무 127 (92.0)
유 11 (8.0)

종교 유무
무 54 (39.1)
유 84 (60.9)

연령 42.98±10.21 (25-61)
권위주의 성향 79.89±14.93 (46-115)

내재적 종교 성향 35.25±7.68 (12-48)
외재적 종교 성향 25.01±5.69 (12-38)
적대적 성차별주의 17.40±4.83 (12-30)
온정적 성차별주의 21.70±5.68 (12-32)
동성애에 대한 태도 73.70±16.02 (24-105)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점수분포는 48점 만점에 12점
부터 30점까지로 평균 17.40±4.83점, 온정적성차별주
의의 점수분포는 48점 만점에 12점부터 32점까지로 
평균 21.70±5.68점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에 대한 태
도의 점수분포는 105점 만점에 24점부터 105점까지로 
평균은 73.70±16.02점이였다. 권위주의 성향의 점수

분포는 최소 46점에서 최대 115점까지로 평균은 
79.89±14.93점, 연령의 분포는 25세에서 61세까지로 
평균 42.98±10.21세로 나타났다. 내재적 종교 성향의 
점수분포는 48점 만점에 12점에서 48점까지로 평균 
35.25±7.68점, 외재적 종교 성향의 점수분포는 48점 
만점에 12점에서 38점까지로 평균 25.01±5.69점이었
다[표 1].

2. 대상자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가
적 성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차이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심리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없었으나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경우 혼인상태(Z=-2.87, p=.004)와 종교 유무(Z=-2.49, 
p=.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성애에 대
한 태도는 종교 유무(Z=-3.05,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2]. 

3. 대상자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
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변
수는 권위주의 성향(r=.35, p<.001), 외재적 종교 성향
(r=.24, p=.030), 연령(r=.24, p=.004)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
변수는 권위주의 성향(r=.48, p<.001)과 연령(r=.35, 
p<.001)이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권위
주의적 성향(r=-.39, p<.001), 내재적 종교 성향
(r=-.35, p=.001)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외재적 
종교 성향(r=.23, p=.039)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4. 대상자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권위주의 
성향(β=.42, p<.001), 연령(β=.30, p<.001), 학력(β
=.18, p=.022) 순으로 26.0%의 전체 설명력을 보였다
(F=15.57, p<.001).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문대졸에 비해 4년제 대졸이 적대적 성
차별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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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위주의 성향(β=.47, 
p<.001)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으며, 연령(β
=.38, p<.001), 학력(β=-.20, p=.005)이 추가되면서 전
체 설명력은 37.0%로 나타났다(F=26.32, p<.001). 권
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원 이
상에 비해 전문대졸이 온정적 성차별태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권위주의 성향(β=-.38, p<.001), 종교 유무(β=-.18, 
p=.020)순으로 21.0%의 전체 설명력을 보였다
(F=17.70, p<.001).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종교가 있는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다음은 종교가 있는 보건교사만을 대상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종교(내재적/외재적) 

성향을 포함하여 각각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권
위주의 성향(β=.36, p<.001), 외재적 종교 성향(β=.27, 
p=.008), 연령(β=.29, p=.004), 학력(β=-.26, p=.010)
으로 27.0%의 전체 설명력을 보였다(F=7.32, p<.001).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외재적 종교 성향이 강할수
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원 이상에 비해 전문대졸이 
적대적 성차별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적 성
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위주의 성향(β
=.43, p<.001)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으며, 연령
(β=.40, p<.001), 학력(β=-.32, p=.001)이 추가되면서 
전체 설명력은 34.0%로 나타났다(F=13.74, p<.001).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원 
이상에 비해 전문대졸이 온정적 성차별태도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요인

변수 범주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M±SD χ2/Z (p) M±SD χ2/Z (p) M±SD χ2/Z (p)

학력
전문대졸 17.50±5.86

0.53
(.766)

23.50±7.09
1.91

(.385)

71.88±15.78
0.20

(.907)4년제 대졸 17.55±4.84 21.81±5.74 74.16±16.09
대학원 이상 16.83±4.61 20.83±5.11 72.59±16.31

혼인
상태

미혼 15.94±4.46 -1.93
(.054)

19.13±5.21 -2.87
(.004)

- -
기혼 17.82±4.86 22.45±5.62 - -

학교
유형

사립 -† - - - 72.56±19.26 -0.36
(.718)국공립 - - - - 74.21±14.41

동성애 지인 
유무

무 - - - - 73.04±16.14 -1.51
(.131)유 - - - - 81.27±12.93

종교 유무
무 16.67±4.50 -1.13

(.258)
20.17±5.59 -2.49

(.013)
78.81±12.66 -3.05

(.002)유 17.87±4.99 22.69±5.55 70.40±17.13

 †관련 없는 변수 제외

표 2.  연구대상자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차이            (N=138)

변수 1
r (p)

2†

r (p)
3†

r (p)
4

r (p)
5

r (p)
6

r (p)
7

r (p)
1. 권위주의 성향 1

2. 내재적 종교 성향
.03

(.762) 1

3. 외재적 종교 성향
.07

(.538)
-.44

(<.001) 1

4. 연령
.03

(.707)
.23

(.034)
-.11
(.307) 1

5. 적대적 성차별주의
.35

(<.001)
-.04

(.720)
.24

(.030)
.24

(.004) 1

6. 온정적 성차별주의
.48

(<.001)
.18

(.102)
.03

(.756)
.35

(<.001)
.73

(<.001) 1

7. 동성애에 대한 태도
-.39

(<.001)
-.35

(.001)
.23

(.039)
-.16
(.055)

-.28
(.001)

-.42
(<.001) 1

 †2 & 3 종교가 있는 84명의 보건교사만 포함

표 3.  연구대상자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      (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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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위주의 성향(β=-.37, p<.001), 내재적 종교 성향
(β=-.27, p=.007), 외재적 종교 성향(β=.24, p=.017)
순으로 30.0%의 전체 설명력을 보였다(F=11.29, 
p<.001).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내재적 종교 성향
이 강할수록 외재적 종교 성향이 약할수록 동성애에 대
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Ⅵ. 논의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동성애

에 대한 태도의 실태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실시되
었다.

보건교사의 적대적(17.40±4.83) 및 온정적(21.70±5.68) 
성차별주의 평균 점수 모두 다른 비교 대상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69세 일반 성인 여성 
748명을 대상으로 한 안상수 등[5]의 연구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평균점수는 26.29±5.75, 온정적 성차별주
의 평균 점수는 32.44±4.97이었으며, 경기도 소재 초·
중학교 20∼60대 여성 교사 106명을 대상으로 한 김
재은과 김지현[9]의 연구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평
균 점수는 18.20±5.52, 온정적 성차별주의 평균 점수

변수 범주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B (SE) β t (p) VIF B (SE) β t (p) VIF B (SE) β t (p) VIF

(상수) -0.90
(2.74)

-0.33
(.742)

-1.16
(2.66)

-0.44
(.663)

110.23
(6.69)

16.48
(<.001)

권위주의 성향 0.13
(0.02)

.42 5.56
(<.001)

1.008 0.18
(0.03)

.47 6.88
(<.001)

1.004 -0.41
(0.08)

-.38 -4.91
(<.001)

1.037

연령 0.14
(0.04)

.30 3.87
(<.001)

1.098 0.21
(0.04)

.38 5.37
(<.001)

1.066 - - - -

학력
(ref: 

전문대졸)

4년제 대졸
1.97

(0.85)
.18 2.32

(.022)
1.106 - - - - - - - -

대학원 이상 - - - - -2.83
(0.99)

-.20 -2.88
(.005)

1.069 - - - -

종교 유무 
(ref: 무) 유 - - - - - - - - -6.03

(2.55)
-.18 -2.36

(.020)
1.037

Durbin-Watson 2.054 1.948 2.017

R2 .26 .37 .21

adjusted R2 .24 .36 .20

F (p) 15.57(<.001) 26.32(<.001) 17.70 (<.001)

표 4. 연구대상자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                                    (N=138)

변수 범주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B (SE) β t (p) VIF B (SE) β t (p) VIF B (SE) β t (p) VIF

(상수) -4.33
(4.39)

-0.99
(.327)

-0.22
(3.94)

-0.06
(.955)

109.57
(14.32)

7.65
(<.001)

권위주의 성향 0.13
(0.03)

.36 3.76
(<.001)

1.018 0.17
(0.04)

.43 4.74
(<.001)

1.017 -0.44
(0.11)

-.37 -3.90
(<.001)

1.008

종교 성향
내재적 - - - - - - - - -0.60

(0.22)
-.27 -2.79

(.007)
1.065

외재적 
0.23

(0.09)
.27 2.72

(.008)
1.026 - - - - 0.71

(0.29)
.24 2.44

(.017)
1.064

연령 0.15
(0.05)

.29 2.93
(.004)

1.082 0.22
(0.05)

.40 4.23
(<.001)

1.068 - - - -

대학원 
이상

-3.17
(1.21)

-.26 -2.62
(.010)

1.080 -4.30
(1.26)

-.32 -3.42
(.001)

1.063 - - - -학력
(ref: 전문대졸)

Durbin-Watson 2.302 1.937 2.041
R2 .27 .34 .30

adjusted R2 .23 .32 .27
F (p) 7.32(<.001) 13.74(<.001) 11.29(<.001)

표 5. 종교를 가진 연구대상자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                          (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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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7.70±8.49를 보였다. 이는 보건교사의 성차별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성교육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보건
교사가 성교육 뿐 아니라 양성평등 교육 담당자의 역할
도 병행[1][3]함으로써 교수자로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적대
적 성차별주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4][5][9-11]과 일치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와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같이 보다 은 한 형태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저항이 상
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10].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적대적인 차별은 점차 개선되거나 표출되
지 않아 약화되어 나타나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성차별
적 태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성들 입장에서도 수용하기에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보다 은 하고 간접적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5][8]. 

동성애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73.70±16.02)는 전
국 고등학교 20∼60대 사회과 교사 3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 117명의 여성 교사 평균 점수 
74.27±12.75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했다. 우리나라 중
학생의 30.7%는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해 고민해본 
경험이 있으며 그에 관련한 정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7.9%에 이른다[18]. 성소수자 또는 동성애 학
생은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또는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교육 경험은 적고 그들에 대한 일반적 혐오 표현이 교
사와 학생 모두에게 만연해 있어 학교 내 모든 학생에
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성
교육과 관련하여 공식적 교육과정 뿐 아니라 잠재적 교
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보건교사의 동성애
에 대한 긍정적 시각 변화의 추세를 비교·확인하기 위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권위주의 성향, 외재적 종교 성
향, 연령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미국 18∼91세 일
반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도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보수성을 구성하는 우익 권위주의, 사회
적 지배 경향성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유

사하였다. 99명의 미국 여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McFarland[25]의 연구를 살펴보면 성차별적 교리주의
를 통제하기 전에는 외재적 종교 성향과 성차별주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가 통제한 후에는 통계적 유의
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무조건 종교가 있다고 해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종교 성향에 따라 편견이 
얼마나 심한가의 문제도 섣불리 결론내릴 수 없는 문제
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적대적 성차별주
의의 양의 상관관계는 선행 연구결과들[4][5]에 의해 뒷
받침되나 또 다른 연구결과[2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연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의 차이나 성
별과 연령 간 상호작용 등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 일부 
연구[4][5]에서는 연령과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관련성
이 있었으므로 반복연구를 통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전체 보건교사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영향요
인은 권위주의 성향, 연령, 학력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외재적 종교 성향이 추가되었다. 적대
적 성차별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위주
의 성향이었다. 권위주의 성향의 보수성 중 집단 간, 집
단 내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나 위계적 관계 중 어느 하
나를 선호하여 어느 정도 군림하기를 바라는지 측정한 
사회적 지배 경향성이 강할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2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단일 문항을 통해 자신의 보수적 성향을 
파악하여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단순 측정법으로 심
층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예
비교사가 더 성차별적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보고한 
Scandurra 등[24]의 연구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
다. 성평등이란 사회적 지배 경향성에 상반되며[23] 개
인의 권위주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가정 및 학교에서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28]. 한국의 문화적 특성 
상 교사의 권위와 교사와 학생 간의 위계관계가 강조되
고 있음을 고려할 때[29] 보건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통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점검하고 이러한 사고가 자
신과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탐색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연령이 증가
할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
구 결과와 다르게 Glick 등[22]의 연구에는 연령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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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
할수록 여성에 대한 전통적 태도와 관련되는 경향[4][5]
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도 경험적
으로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어느 국가 기구보다 보
수적인 학교라고 하는 교직사회에서의 경험이 상대적
으로 짧은 젊은 보건교사는 적대감이나 우호감 어느 한
쪽을 명백하게 선택하거나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인
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수 남성적 지배체제와 신념에 
스스로를 순응시킨 결과인지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종교가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았는데 이는 다른 연구들[22][23]과 일
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저학력자는 생애동안 고학력자
보다 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거나 그 사회
에서 일반화된 여성상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이미 
형성되어 고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
육적 개입이 적대적 성차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재 방법이라는 것
이다. 전체 보건교사의 경우 전문대졸에 비해 4년제 대
졸이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
구결과들[22][23]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보건교
사는 전부 대졸 이상으로 기존 연구와 연구대상의 차이
나 학력을 묻는 단일 문항의 척도 범주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외재적 종교 성향이 강할수록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결과는 종교 성향을 외재적과 내재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성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기존 연구결과[24]와 일부 일
치하였다. 종교도 사회의 가부장제 체계 내에서 형성되
어 작동하며 종교적 기대에 어긋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는 갈등을 양산하게 되어[24] 적대적 성차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혼인상태와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권위주의 성향, 연령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미혼보다는 
기혼이[5]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22] 온
정적 성차별주의를 나타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세 
가지 구성개념인 ‘보호적 부성주의‘, ‘보완적 성역할 분
화’와 ‘친 한 이성애’[5]는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결혼
이라는 제도의 구성요소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혼자의 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종교도 기본적으로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최우선
하기 때문에[17]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공공연하게 드러
내기보다는 여성이 수용하기 훨씬 수월한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관련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권위주의 성향과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양의 상관관계는 Christopher와 Mull[23]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가 높아졌는데 이는 다른 연구들[5][6]과 일치된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전체 보건교사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영향요
인은 권위주의 성향, 연령, 학력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보건교사 또한 동일한 영향요인을 나타냈다. 온정적 성
차별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위주의 성
향이었다. 권위주의 성향의 하위척도인 인습주의, 권위
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등을 포함하는 우익 
권위주의가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것으
로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2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
다. 전통적인 역할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온정주의에 입
각하여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온정적 성차별주
의[5]의 예측요인으로써 우익 권위주의는 당연한 결과
일 것이다. 개인의 연령 그 자체의 증가에 따라 실제적
으로 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증가하는 것인지 혹은 코호
트 차이인지는 본 연구와 같은 단면연구에서는 정확하
게 알 수 없다. 연령은 중재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연령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사이를 매개하는 다른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연령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학력이 낮을수
록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았는데 이는 다른 연구들
[22][23]과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양가적 성차별 이
론은 원래부터 인간이 가진 ‘사고와 태도의 이중성’을 
강조하므로 연령, 학력 등에 따른 성차별의 개인차를 
중요시하고 있다. 성차별이나 편견이 기존 사회 환경의 
결과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
인의 특성이 사회적 통념을 강화하는 일종의 순환기제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8].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선행연구[24]와 일
치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종교 유무에 
관한 단일 변수에 따라 438명의 이탈리아 예비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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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Scandurra 등
[24]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
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권위주의 성향, 내재적 종교 성향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외재적 종교 성향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권위주의 성향이 강하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이고 적대시하거나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
결과들[29][30]과 일치하였다. 전국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329명을 대상으로 한 조대훈[28]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강하면 동성애(자) 개념에 대한 교사
의 교수적(pedagogical) 태도도 부정적이었다. 서영석 
등[30]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종교 성향이 강할수록 또
는 외재적 종교 성향이 약할수록 동성애에 대해 더 부
정적인 태도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체 보건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은 권
위주의 성향, 종교 유무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보
건교사의 경우 내재적 및 외재적 종교 성향으로 세분화
하여 영향을 미쳤다. 권위주의 성향은 동성애(자)에 대
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
으로 주목받아 왔다[28-30].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
람은 인간을 고유한 개인이나 보편적인 존재로 바라보
지 않고 사회 통념적 집단 구분에 따라 집단 구성원을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고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32] 동성애자가 그러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려는 사람이라고 지각한다는 것
이다[30].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내재적 종교 성향이 강하고 외재
적 종교 성향이 약할수록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드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24][26][30]과 
일치하였다. 미국 30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Hall과 
Rodgers[26]의 연구에서는 종교적 예배 참석 빈도나 
종교적 신념 이행정도가 높을수록 근본주의적 종교 신
념을 가질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종교와 이성애 중심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는 서로 상생함으로써 동성애 혐오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17]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28]는 것이다. 서
울 및 기타 지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중 265명의 여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0]에서도 내재적 종교 성향이 

강하고 외재적 종교 성향이 약할수록 동성애에 대한 부
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라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의 정
도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내
재적 종교 성향이 강한 사람은 종교 교리에 입각한 도
덕적 판단의 경향성이 높아 그에 반하는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외재적 종교 성향이 강한 
사람은 종교를 갖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
기 때문에 교리를 삶의 기본 지침으로 택하는 경향이 
약하고 타인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
지 않아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 또한 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0]. 그러나 최근 동성애나 성소
수자에 대해 수용적인 종교 신자들이 늘고 있으며 따라
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이
고 고정불변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또 
다른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26]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심리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
른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실태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보건교사들이 교사로서 자기이해
를 높이는데 근간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
되었다. 

보건교사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적대적 성차별주의
보다 높았으며 권위주의 성향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
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
애에 대한 태도 또한 권위주의 성향이나 종교 성향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따라서 온정적인 형태의 성편견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성평등의 의미와 관점을 검토하여 이
러한 변인들의 부정적 영향을 성찰할 수 있는 교사 연
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 당
국의 성평등에 관한 교육 철학, 사회적 합의 과정 및 전
문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개 도시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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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시키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개인의 인지적 특성 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상호작용 요
인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교사는 학교 성교육 주 담당자이며 보건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막강한 영향
력을 갖는다. 이처럼 학생들의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양가적 성차
별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영향
요인을 가정하고 검증하는 첫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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