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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이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2뼈년대 

중반에는 세계 최저인 1.1명 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저출산현상 지 

속은 인구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시켜 복합사회시스템 

에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평균수명 상승과 세대간 인구규 

모의 격차로 인하여 향후 노인인구는 필연적으로 급증하는 반면， 이들 노인을 

부양할 노동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급증 

하는 중기·후기 고령층인구의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 

라，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 지휠연금， 

건강보험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혈연기반이 없는 사회적 부양체제 아래서 후세 

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세대간 갈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는 가족관， 결혼관， 성평둥관 혹은 성역할관이 있다 

또한， 출산건강에는 성f뾰에 대한 의식과 이해가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다른 어떤 사회제도보다도 

가족이라는 제도는 안정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 

동이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가치관들은 “옳고 그름”이나， “정 

상적 또는 비정상적” 여부를 떠나 적어도 결혼과 자녀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 

화하고 있다 사회가 늘 변동하듯이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가치도 

변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차 

이가 있으며， 이는 어린 시절부터 각자가 자라온 가족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아1이에서 가치관 

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정 

책들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게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들을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 결혼·출산·성평등 가치관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 세대의 결혼 가족·자녀 성평등·성 등 제 

가치관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 

다. 구체적으로 친 결혼관，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규명하 

고， 출산력 수준의 회복과 성평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가치관을 겸비토록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방안을 마련하며， 

이들에 대한 학교교육을 통한 전달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가 저출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의 노력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및 교육기관의 담당관들에게 일독을 권 

하고 싶다 우선 본 협동연구를 총괄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박 

사님외 연구진들께 감사드리며 협동연구에 함께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원대학교 연구진에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 

치관 조사」를 위해 협조해 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정책본부)， 교육인적자원 

부， 각급 교육청 및 1327~ 표본학교의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 

고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 원의 정경아 박사와 김혜영 박사， 

한국여성민우회의 박봉정숙사무처장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끝으로 어려운 중에 

도 기꺼이 연구를 진행해 주신 공동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보 

고서가 미래세대의 성평등 의식을 드높이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2006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 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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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uture Generation Youth’5 Family and 

Employment Culture 

πris study begins with a premise that gender equaIity is an important issue that 

must be dealt with in order to remedy the current lowest-low fertility rate. Under 

such a prem않，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ender eq뻐피ty awareness in family 

and employment found especially among the youth, the future g밍1eration and look 

for possible solution for improvement. 

To do so, this study ex뻐피1es youth’s values on family, marriage, and children, 

gend앉 eql빼ty awareness, and g'많e때 v떠U않 뼈sed on a suπey on youth’s v외ues. 

Youth’s attitudes toward fc없피ly， marriage, and children were similar in formal 

aspects but showed much flexibility. Not only youth demonstrated a hi양1 level of 

tolerance to various forms of fan피y but also had a higher gender eq빼q 

aw뼈ness than the youth in the past. &pecially, the support for the sharlng of 

house work was much hi생1er than the past. Neve빼eI않s， the res띠t of the survey 

on youth’s values shows clearly that there is a big gender gap. Not only 방1s had 

higher gender eq뻐lity awareness t뼈n boys but also they saw universalism 뻐d self 

achievem밍1ts as more important than boys. Therefore, it is important flα any 

educationa1 materials including school textbooks to deal with the gender 버fferenc않 

in various values and attitudes and attempt to reduce the gap. 

In this study, various approaches were made to propose possí비e directions for 

the future generation’s gender equality far띠ly and employment culture. Through 

뻐aly않s of ‘ textbooks widely read by youth, this study sou방1t to identity the 

obstacles ag때1St gender equaliη family and employment culture. In addition, this 



studyexarr뻐ed lega1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to propose possible family and 

employm히1t culture fi떠ng to South Korean society. In a1l 때ses， openn않s and 

socia1 tolerance were two important va1ues to be raised. In conclusion, this study is 

are똥arch on g히1der equa1ity awareness of future generation youth with a premise 

that gender equality f;때버y and employment culture is one of the fundarrlental 

condi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extremely low fertility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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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 시점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성평등’ 

수준의 제고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연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영역 및 고용영역의 성평등의식 실태와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청소년가치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가치관， 성평등의 

식， 일반 가치관 풍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의 가족·결혼·자녀에 대한 태도는 

성인들의 태도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훨씬 유연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용성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청소년에 비해서 성평등의식 수준 

도 높아졌다. 특히 가정내 공평한 개}분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 정도는 과 

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성평등 의식 등 일 

반적인 태도 항목에서 남녀간 성별 지체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차별감수성 

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보편주의 가치관’， ‘자기 성취 가치관’도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높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교육내용에 다양한 의 

식수준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고용문화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청소년들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법·제 

도적 인프라 실태를 검토하여 한국적 상황에 걸맞는 가족문화 고용문화를 모색 

해 보았다. 어느 경우에나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치는 개방성과 사회적 관용성 

의 증대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연구는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 

성이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미래세대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연구이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19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출산력 수준은 2005년 현재 

급기야 합계출산율 1.08명을 기록하며 최근 세계 최하위 출산율 국가로 자리매 

김되었다. 인구현상은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나타내며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동의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 

는 인구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시점을 실기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근 들어 더욱 뜨거워져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 사 

회가 반드시 풀고 가야만 하는 과제이다. 

최근 정부는 2006년-2010년까지 5개년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여개 과제에 32조원의 재원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 

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율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관 

점과 견해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심대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초저출산 현상이 야 

기된 데에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 

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에서도 한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얼핏 보기에 ‘성평등’과 ‘출 

산력 수준’은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역사적 과정과 

한국사회의 단편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한 사회의 성평등 실현이 출산력과 같은 

인구현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이나 노동시 

장에서의 성평등 실현 정도는 개인，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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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개인 및 개별가족의 생애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현재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성평등한 가족 및 직장 관행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집단들에게는 

결혼 시점과 출산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출 

산 시점을 앞당기고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 

할 것이다 물론 성평등 실현이라는 대과제가 출산력 수준의 회복이라는 차원 

에서만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성평등 실현은 여성은 물 

론이려니와 남성에게도 궁극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테마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 출산력 수준의 회복과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상호 연관 

된 두 과제를 위하여 특히 미래세대에 주목한다.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1)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한국사회 가족문화， 고용문화의 패 

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두 축， 즉， 가정과 일터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이뤄진다면 개인은 사회적 

지원을 바탕으로 낳고 싶은 만큼 낳아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미래를 꿈 

꿀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평둥한 가족 

문화 및 고용문화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의 성평동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발달단계 또는 생애주기상의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 

소년가치관조사〉의 조사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청소년으로 부르 

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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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 

첫째，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성평등과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성 

형평성과 출산력 수준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평등한 가족 

문화와 고용문화 모두 출산력 회복에 중요하다는 논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가치관조λ}>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가족 

및 인구현상에 대한 태도， 일반적 가치관 등의 실태와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또 

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조사결과를 2002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청소 

년 성평등 가치관의 변화 추세를 파악해 본다 

셋째，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법， 제도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성평등한 가족문 

화 모형을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현행 가족문화를 점검해 본다 

넷째，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법， 제도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성평등한 고용문 

화 모형을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현행 고용문화를 점검해 본다 

다섯째， <청소년가치관조사〉 분석 결과와 앞 절에서 제시된 ‘성평등한 가족 

문화 및 고용문화 모형’을 토대로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방법 

- 주제 관련 문헌 연구 및 이론적 쟁점 도출 

-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관련 국내외 법， 제도 자료 수집， 검토 

-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관련 국내외 실험적 사례 자료 수집， 검토 

- 한국사회 7쁨문화 및 고뽑화 점검을 위한 중，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통계 분석 

- 청소년 성평등의식 제고방안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수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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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성 형평성 (gender equity)과 출산력 

UN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선진국 가운데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 

력 수준을 지닌 국가가 5개 국가에서 63개 국가로 급상승했다 많은 연구자들 

은 저출산Oow fertility)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족에서의 성 형평성(gender eq빼)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대박수미， 2005). 

McDonald띠뼈)는 출산율 감소 이론에서 젠더 형평성의 역할을 정교화하는 

일련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높은 경제성장 

을 이룬 국가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개인적 제도(빼띠d뻐밍riented 

institution)의 높은 성평등과 가구/가족제도(f:뼈i1y-oriented institution)의 불평등 간 

의 갈등 또는 불일치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동등기회와 제도 

적 평등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켰으나， 여전히 가족 내에서 7싸 및 양육의 일차적 책임 

을 갖게 될 때， 여성은 불평등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삶을 선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 내 성별불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파트너십 

φartners.뼈 형성을 제한하며， 따라서 성평등은 가족쇠퇴의 원인아 아니라 가족 

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0ωnzl앉， 2002). 

다시 말해서， McD뼈d(2뼈)에 의하면 성평등 수준의 차이는 개인 지향적 

제도(in뼈d뻐-oriented institution)와 가족 지향적 제도(f:때피y-oriented institution) 

간의 차이를 말한다 개인지향적 제도로는 경제활동참여율， 임금， 고등교육에서 

의 성별 차이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지향적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구내 

성별분업이 있다 즉， 성평등 수준이 중간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은 개인지향적제 

도는 평등한 반면， 가족지향적제도는 불평등한 데서 나오는 차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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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은 양쪽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 

이고，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7}들은 。&쪽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경 

우이다 그리고 극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곳은 바로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국가 

들이라고그는지적한다 

호크쉴드(Hochsc뻐.d， 1989)와 같은 가족사회학자는 미국의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를 ‘지연된 혁명 (s때1ed revo1utiOll)’이라고 불랬다. 즉， 여 

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 일하는 비율은 급속히 증가했는데 남성들이 집 

안에서 가사일을 분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추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맥도날드가 제안한 개별제도에서의 높은 

성 형평성과 가족제도에서의 낮은 성 형평성 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둘 다 

여성의 ‘이중 부담’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설명하고 있다. 

린드퍼스 등(Rindfuss， Brewster & Kavee, 1996)은 노동시장 참여와 아동 양육 

에서의 여성 역할이 갈등 관계에 놓일수록， 즉， 이 두 역할의 불일치가 강할수 

록 출산율 기대 수준이 낮아진다고 했다. 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어re뼈ter & 힘ndfuss， 2뼈; Morg때， 2003; Lehrer & Nerlove, 1986) 국제 비교 연 

구를 통해， 가구 밖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사회적 지원이라 함은 모성보호정책， 정부의 지원금，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보육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가리킨다. 그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회적 지원 

변수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 

산율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부성(父性)적 ·사회적 개업의 결 

여 때문”이라는 폴브(Folbre， 1997)의 말을 떠올릴 수 있다. 

쉐내(다1없llIis， 199이는 개발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 

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 

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하였으며， 이것을 페미니스트 패러독스 

(fe때피st P뼈dox)라고 명명하였다.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젠더 관계를 함의하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기회뿐 아니라 성 평등한 역할， 규범， 가치 등을 포함하 

고 젠더가 개인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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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둥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으며，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 또한 출산율이 높지만，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경우는 출산율이 낮게 나 

타나는 U자형 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그림 2-1] 미국의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과 둘째아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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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적 커줄 

여성가사무딩 84%이상 

중간 커을 

여성가사부당 54%-84% 

모던 커을 

여성기사부담54%이하 

자료: TOtT & Shoπ 2004, 재구성(이재경， 2005에서 재인용). 

토어와 쇼트(forr & Short, 2뼈)는 쉐내(1996)의 분석을 미국 가구의 둘째아 

출산과 가구내 성평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연결시켜서， 부부간 까}분담 

정도가 높은 가구가 까}분담률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여성이 7μ}분담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가구도 가사분 

담률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가구내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가 U자형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그 

림 2-1 참조)2). 토어와 쇼트(2004)의 연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와 같은 결과는 한 국가의 제도적 성평등 수준과 출산력 수준을 비교한 M띠on떠d(2때)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제도적 수준의 성평등이 가족내 성평통 수준으로 전화되지 못한 경우에 

출산과 보육에 대한 여성의 선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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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미국의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내 7μF분담 

의 정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1987-1988 

년 1차 조사에 이어 5년 후인 1992-1994년에 2차 조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둘 

째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토어와 쇼트는 맞 

벌이 가구를 부부간 가사분담 비율에 따라 모던커플， 중간 커플， 전통적 커플로 

분류하였는데， 둘째 아이의 출산은 모던 커플이 81%로 가장 높았다. 

컨즐러(Künzler， 2(02)의 연구결과에서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 

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 

사， 육아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력 

서구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40년간 증가해 왔다.OECD와 BLS 

자료에 따르면 1960-2뼈년 사이 미국， 스웨덴， 영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 율은 20% 증가했다(Engelhardt， Koge1 and Prskawetz 2003; Brewster and 

Rindfuss 2αlO; Perry-Jenkins, Repetti, and Crouter. 2αlO: Klennan 뻐d Leibowitz 

1999). 같은 기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 

증가했다떠1ge1hardt， Kogel and Prskawetz 2003; BLS 2(03). 1990년대 후반 미국 

에서는 2살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 이상이 공식노동부문에 종사하였다 

1975년에는 이 비율이 37%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율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Klennan and Leibowitz 1999). 

인구학자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아이를 적게 낳은 여성일수록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보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이 출산을 줄였다고 결 

론지었대마19rist and Evans 1998: Cranler 198이. 그러나 다양한 국가 사례는 출 

산과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때로는 정(+)의 관 

계가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L1oyd 1991; Mason 뻐d Pa1an 1981). 따라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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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외의 사회에서 출산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시간활용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 

었대DeGtaff and Anker 1999; Donahoe 1999; Lloyd 1991; Van Esterik and 

Greiner 1981). 

출산율이 감소송F는 것은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고 그들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그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나 이 두 

변수간 인과관계의 방향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과제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력 수준이 고정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통일한 변수가 상이한 효과를 지 

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맥도널드나 쉐내의 연구 결 

과에서처럼 동일한 성 형평성 수준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었 

는지에 따라 다양한 출산력 상태를 보인다는 국제 비교 결과와도 일맥상통한 

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대한 일반적 가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 

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라 혼인연 

령과 출산연령이 상승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출산율 

이 감소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은 모든 역사적 시기에 전 사회의 출산 변화를 설명하 

지 못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하지 않으 

며， 반드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출산조절 기술 등 출산 행위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 

치기도 하나， 사회문화적 조건과 국가의 정책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방향은 동일하지 않다 또 국가마다， 시기마다 변화 방향과 수준은 다르게 나타 

난대이재경， 2(05). 

한국의 경우 1960년 합계출산율은 6.0(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7)명，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8%였으나，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낮아진 반 

면， 경제활동참가율은 48.9%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가정과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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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 

어나면서 출산율도 함께 증가하거나 안정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ECD 국가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면(그림 2-2 참조) 1980 

년에는 여성고용률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았으나， 1999년 그래프에서는 반대 

로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 그래프에서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는 R2=0.46으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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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5.억:> 

so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시작점에서 출산은 감소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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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산 안정 또는 사회가 기대하는 출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요인으로 볼 수는 없 

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가족의 변화，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도 등 다 

양한 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출산 

을 미루게 되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면서도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저출산 국가들의 공통된 출산 연기 결정요인은 초기 성숙기의 높은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이 출산 결정과 같은 장기적인 결정을 미루게끔 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에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이나 다른 형태의 인 

적자본에 투자하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부유럽의 경 

우를 보자. 남부 유럽국7}들은 소득수준은 중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점진적인 

성장을 하며，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이와 동시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 

입이 매우 어려워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북유럽에 비해 

이들 국가의 청년 실업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남부유럽 

에서의 만성적인 청년실업의 증가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 

하고，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왔다. 남부유럽 국가에서 

불확실성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 

인 것으로 되었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개인 수준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국 

가 단위의 거시적 수준에서 출산 연기 및 출산율 저하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견된다 최경수(2003)는 2000년대 초반의 

우리 사회 출산 감소와 저출산 지속을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층의 고용 여건 악화로 보고 있다 소득이나 커리어 전망이 감소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 수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Sleebos， 

2(03) 청년층의 취업률이 높은 북유럽이나 영미계의 출산율은 높은 편이나， 청 

년층 취업률이 낮은 남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낮다는 위의 사실과 일맥상통한 

다 청년층 실업 증개 직업의 불안정성은 가족 형성 시기를 앞두고 있는 젊은 



선행연구검토 27 

층의 결혼이나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출산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출산 국가들의 출산 연기φ뼈1 posφonement) 현상 발생에는 공통되는 사회 

적 환경이나 제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남부유럽 저출산 국가의 경우(이탈리 

아나 스페인)， 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노동 시장 또한 시 

간제 근무수요나 출산휴가 후의 복직 등과 같은 문제에서 비교적 유연성이 떨 

어진다. 다른 서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세금 수당 

이나 직접적인 지원 등과 같은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저 수준이다 이 

러한 정부 지원의 부족분이 부분적으로 강한 가족적 연대로서 보충되는데， 예 

를 들어 경제적 지원이나 자녀보육 등이 조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 

공 지원을 가족이 대신하는 것은 현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불충분하며 그 자 

체 한계로작용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가족에서는 여성들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측면에서 

도 매우 뒤처짐을 알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가사노동 분배에서도 성 형평성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들 나라의 사례는 성 형평성에 대한 맥도날드의 관찰 내용 

에 부합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의 관찰 내용인즉， 매우 낮은 출산율은 노 

동 시장과 같은 개인지향적제도에서의 높은 성 형평성과 가족지향제도 내에서 

의 낮은 성 형평성의 결합에서 결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한 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 

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둘 다 우리 사회보다 높 

다. 즉， 서구 사회에서 자국의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활동과 출산이 더 이상 선 

택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는 동안， 우리 사회 여성은 아직도 일과 자 

녀 양육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출산율 모두 

서구 사회 수준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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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조사설계와 조사대상 

1. 조사설계 

가.조사규모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 

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과 조사기간이 한정된 현실에서 조 

사규모는 전국 132개 학교에서 학생 약 13，뼈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 

을 위한 기초 자료는 2005년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고 표본추출 단위는 선정 

된 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1개의 학급을 선정하여 모든 학생을 조사하였다. 

나. 조사대상 및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11-18세에 속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연령에 속한 학령의 재학생에 한 하였다. 본 조사가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에 재학하지 않거나 시설에 보호되는 청소년도 포함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규모 파악은 별도의 자료 수집이 필 

요한 사항이며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으로 전국의 초등학 

교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표본설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설계 

모집단으로 하는 전국의 지역별 학교수는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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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전국의 지역별 학교수 

학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 1,513 1,460 3,233 6,206 
중학교 919 769 1,307 2,995 
고등학교 인문계 535 488 360 1,383 

실업계 204 207 327 738 
계 3,171 2,924 5;227 11,32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1i' 2005년 교육통계연보.J]， 2005. 

다. 표본추출 방법 

1) 표본 학교 및 학급의 추출 

최종 조사단위인 학생을 표본추출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령의 학생에 대한 학 

년， 이름， 성， 연령， 거주지 둥에 대한 명부(표본틀)를 구축하여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본 추출은 표본틀 구축에 많은 시간 

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다단계집락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즉， 1단계로 학교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학급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국의 학교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과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로 층화하여 각 층에서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132개 표본 학교 

의 각 층별 배분은 층의 학급수에 비례하되 상대적으로 학급수가 많은 초등교 

는 0.8의 가중치를 주었고 학급수가 적은 실업계고등학교는 1.2의 가중치로 학 

교수를 배정하였다 

표본 학교 추출은 학교를 특성(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과 지역(시군구)에 

의하여 분류한 후 학교의 학급수에 확률 비례한 계통추출로 표본 학교를 추출 

하였대표 3-2 참조) 추출된 학교 내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은 난수표를 사용하 

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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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전국 지역별 학급수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교(5， 6학년) 18,519 18,693 4,089 41,301 
중교(1-3학년) 25,749 25,145 5,078 55,972 
인문교(1-3학년) 18,518 16,072 2,398 36,988 

실업교(1-3학년) 6,577 7,570 2,467 16,614 
계 69,363 67,480 14,032 150,87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1í' 2oo5년 교육통계연보.D， 2oo5. 

〈표 3-3) 지역별 표본 학교수 

l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교(5， 6학년) 14 12 5 31 
중교(1-3학년) 22 20 5 47 
인문교(1‘3학년) 19 15 4 38 
실업교(1-3학년) 6 6 4 16 

계 61 53 18 132 

2) 표본추출 결과 

표본추출 결과 전국의 초둥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690개 학교에서 1.6%에 

해당하는 1327~ 학교를 추출하였고 학년 당 1개 학급을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가정 할 경우 약 12，775명이 조사대상 학생으로 선 

정되 었다{표 34 참조) 

〈표 3-4) 학령별 표본 학급수 및 학생수 

1 흐-처。 

구분 
학생수 학교수 1.6%표본 

학급수 
학생수 

(천명，%) (개) 학교수(개) 
(학년당 1학급) 

(학급당 평균 35명 

기준) 

초교(5， 6학년) 1,380(26.8) 5,642 31 62 2,170 

중교(1-3학년) 2，010(39.이 2,935 47 141 4,935 

고교(1-3학년) 1,763(34.2) 2,113 54 162 5,670 

계 5,153(100) 10,690 132 365 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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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및 자료처리 

가. 조사결과 

132개 학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학교에서 조사 거부가 발생하 

여 총 1317R 학교가 조사완료 되었으며 표본으로 선정된 학급은 학교의 지원과 

조사원의 지도에 의하여 당일 출석학생 전원을 조사한 결과 11，250명이 조사완 

료 되었대표 3-5 참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게 조사되었고 남녀 

공학인 학급에서 10명의 성별 미상이 발생하였다(표 3-6 참조). 

〈표 3-5) 지역별 조사결과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교(5， 6학년) 761 808 328 1,897 
중교(1-3학년) 2,146 1,837 519 4,502 
인문교(1-3학년) 1,722 1,679 528 3,929 
실업교(1-3학년) 439 때5 78 922 

계 5,068 4,729 1,453 11,250 

〈표 3-6) 성 별 조사결과 

구분 
지역 

전체 
남자 여자 무응답 

초교(5， 6학년) 1,005 889 3 1,897 
중교(1-3학년) 2,394 2， 1여 4 4,502 
인문교(1-3학년) 2,020 1,907 2 3,929 
실업교(1-3학년) 447 474 922 

계 5,866 5,374 10 11,250 

나. 추정방법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은 표본추출 확률， 조사무응답 조정， 

기지의 정보를 활용한 사후층화 과정을 거친다. 본 조사는 어떤 특성 Y를 갖 

는 학생수에 대한 학령， 지역， 성별로 신뢰도 높은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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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추출로 조사되었음으로 7}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때)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를 사용한다 또한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결과에 나타난 총학생 

수를 가중표본합계치와 일치되도록 하였다.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와 표본오차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φ 학생 총수 추정용 승수 공식(1)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N" A ,," 
M hi -'-' D'" (1) 
… n h Bhi 

이 공식에서 

따~i 학생총수 추정용 승수 

h=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1, 2, 3, 12 

't 학급을 나타내는 첨자 

J 학급내의 학생을 나타내는 첨자 

n 표본학급수 

A= 학급내 총학생수(미조사 학생 포함) 

B= 조사완료 학생수 

@ 공식 (1)의 승수를 학급별 조사완료 학생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학생수를 추정하였다. 

R = F!우 따i륙ij (2) 

@ 조사완료학생수를 집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B= 힐$우 BhIj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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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2)의 총학생수 추정치를 (3)의 조사완료 학생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1)의 총수 추정용 승수를 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하였다 

Jil!jti = Mhi (활 ) 
.LJhi 

청소년의 가족 및 성평등의식 조사결과 

(4) 

@ 공식 (4)의 승수를 조사완료 학생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 

표본합계치를 산출하였다. 

(5) Y=~~우따i 짧 

추정치의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층 h에서의 추정치 강 의 분산은 

Var( 힘 ) = 휠 댐 ( 마감 ηh!...)팎 
i ’ hi ’ ‘’hi 

(이 

nhi ε νhij) 2 

여기서 s& =짚난(짧j- 7 % ) 

끼
 

SE( 합) = [Var ( 짝)]1/2 @표본오차 

(8) 
~， s'E( 낀) 

@ 상대표본오차 RSE( R ) = fr “ 
. 100 

3. 조사 내용 

조사설문지의 항목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설문 항목은 ‘개인 및 



34 

가족사항’， ‘가족관계’，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성교육’， ‘정책’， 

‘성평등의식’， ‘일반 가치관’ 이렇게 10개 항목이다. 전체 설문지는 59개 문항， 

109개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표 3-7) 조사설문지의 항목 구성 및 내용 

문항내용 

개인 및 
가족사항 

가족관계 

가족관 

결혼관 

문항 
번호 

문항수 
(개) 

하위문항수 
(개) 

껴
/
‘
 끼
j
 4
, 

ζ
J
 /0 

7l 

n6 

성별 
형제자매수 

형제자매수 태도 

부모생존여부 

부모의 이혼여부 

양육대상자 

부의 학교급 

모의학교급 
13 

9 희망교육수준 
10 부모의 취업상태 

11 가족구성(확대 · 핵가족) 
12 가구의 경제상태 
13 종교 

14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15 부모간의 관계 

16 학생의 가족관 

17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생각 
18 다양한 가족형태 발생 이유 

19 학교가족담당과목 

20 가족내용 이해도 
2 가족내용 학습 후 생각 변화 

22 결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 
23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의견 

24 학생의 결혼관 

25 결혼 의향 
26 배우자의 조건 

2 
-
-
-
ζ
U
 
---“ 

1l 

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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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3-7) 계속 

문항내용 

자녀관 

성역할관 

성교육 

때
협
뱉
-
낀
 

얘ω
 m강
 찌
 

자녀의 필요성 

자녀 출산 의향 
희망자녀수 
남아선호 여부 

문항ι 

(개) 
하위문항수 

(개) 

9 

10 
I 

5 

3 

11 

’’
i 

1,‘ 
,.‘ 
,,‘ 

-
、J

,,‘ 
,
li 

1’
i 

31 자녀를 두는 이유 
32 자녀를 두지 않는 이유 

33 학생의 자녀관 

34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경험 
35 님혁생의 자뱀육 교육에 대한 태도 
36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 
37 집안일 분담에 대한 태도 
38 자녀양육 분담에 대한 태도 

39 기족의 의사결정권Z에 대한 태도 

때 | 학생의 성역할관 
41 학교 성교육 내용 
42 학교 성교육의 도웅 정도 

43 학교 성교육외 성지식 습득경로 
44 성문제 상담 대상자 

45 학생의 성지식 정도 
46 학교출산담당과목 

47 출산에 대한 학생 태도 

48 남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49 여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50 혼전임신에 대한 태도 
51 이성교제 경험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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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구분 
문항 

문항내용 
문항수 하위문항수 

번호 (개) (개) 
52 저출산사회현상 이유 

53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 현상 

정책 
54 학교의 저출산고령화 교육경험 유무 

6 
I 

55 저출산고령화 정책 인지도 ........................ .............................. 
56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도 
57 부모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성평등의식 58 성평등에 대한 일반적 의식 10 
일반 

59 청소년의 일반가치관에 대한 조사 11 
가치관 

총 계 59 109 

4. 조사대상 특성 

조사대상 학생의 개 인적 특성과 가족 특성은 아래 〈표 3-8>, <표 3-9>와 같 

다. 전체 조사대상자 11，240명 가운데 남학생은 5，859명， 52.1%이며 여학생은 

5，381명， 47.9%이다. 전체 학생의 16.9%인 1，902명이 초동학교 5-6학년생이고 

42.3%, 4，755명은 중학생， 나머지 40.8%, 4，594명은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의 

79%는 인문계고등학생이며 실업계고등학생은 21%이다. 조사대상 학생의 63.6% 

인 7，134명은 두 자녀 가정의 자녀이고 19.4%인 2，176명은 세 자녀 가정의 자 

녀， 나머지 12.6%인 1 ，417명이 한 자녀 가정의 자녀이다. 조사대상 학생의 

95.9%인 10，764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조사대상 학생의 62.6%인 6，997명 

이 맞벌이가정의 자녀이며 30.4%인 3，390명은 아버지 홀벌이 가정의 자녀이다 

또한 학생의 9.2%인 1 ，035명은 주로 외할머니나 친할머니의 보살펌을 받는 것 

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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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조사대상학생의 개인적 특성 
(단위: 명， %) 

강옆 대도시 4、9때(43.이 

중소도시 4，950(44.이 

농촌 1,359(12.1) 
겁별 남자 5,859(52.1) 

여자 5，381(47.이 

활표효 초등학교 1,902(16.9) 
중학교 4,755(42.3) 

고등학교(인문계 3，633(32.3) 
고등학교(실업계 961(8.5) 

할관효쏘 남학교 1,882(16.7) 
여학교 2，142(19.이 

남녀공학 7,225(64.2) 
할녕궁불 초등학교 5학년 1 ，020(53.이 

초등학교 6학년 882(46.씨 

중학교 1학년 1，558(32.기 

중학교 2학년 1 ，609β3.밍 

중학교 3학년 1,588(33.4) 
고등학교 1학년 1，270(35.이 

고통학교 2학년 1，221β3.6) 

고등학교 3학년 1，142β1.씨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293β0.4)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378(39.3)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291β0지 
휠많교율순줍 중학교 72(0.6) 

고등학교 631(5.6) 
대학교 8239(73.3) 

대 학원 2292(20.4) 

혈젠좌맨순 0명 1,417(12.6) 
1명 7,134(63.6) 
2명 2,176(19.4) 
3명 344(3.1) 
4명 이상 147(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 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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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계속 

헛제자매 수 구섯 0명 1,417(12.6) 

남자 1명 여자 0명 4,022(35.9) 

남자 0명 여자 1명 3， 122(27끼 

남자 2명 여자 0명 336β.이 
남자 0명 여자 2명 755(6.기 

남자 1명 여자 1명 1,085(9.7) 

3명 이상 489(4씨 

할생보좋교 불교 2，02어18.이 
개신교(기독꾀 3，5따(3 1.2) 
천주교 956(8.5) 
기타 종교 230(2.이 
종교 없음 4，531(때.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 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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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조사대상학생의 가족 특성 

부모 생존 여부 

모두살아계신다 
아버지만살아계신다 

어머니만살아계신다 

모두 안계신다 
부모 결혼 상태 

π배T 
이흔，사별 

보앞효교효 
학교를 안다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르겠다 

로앞효표효 
학교를 안다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르겠다 
부모간의 과계 

(단위: 명， %) 

10,764(95.9) 
134(1.2) 
293(2.6) 
38(0.3) 

9,737(90.9) 
974(9.1) 

23ω.2) 

335(3.1) 
668(6.1) 

4,382(40.3) 
3,144(28.9) 

651(6.0) 
1,667(15.3) 

31(0.3) 
362(3.3) 
808(7.3) 

5,481(49.8) 
2,270(20.6) 

295(2.7) 
1,757(16.0) 

매우 좋은 편이다 3,681(34.8) 
좋은 편이다 3,882(36.7) 
보통이다 1,968(18.6) 
나쁜 편이다 447μ.2) 
매우 나쁜 편이다 223α.1)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378(3.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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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할쏘보모표z:ll 
매우 좋은 편이다 
좋은편이다 
보통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쁜 편이다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보모쥔업갚돼 
두분모두 일을 하신다 
아버지만 일 하신다 
어머니만 일 하신다 

두분모두 일을 안하신다 
학셋의 주 양육자 

어머니와아버지가함께 

어머니 

아버지 
친할머니(외할머니) 
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 
형제자매 

이웃 

도우미 아주머니 

기타 

조부모 휴거여부 

예 
아니오 

간코경갱쏘탠 

4,371(39.3) 
4,298(38.6) 
1,859(16.7) 

215(1.9) 
44(0.4) 

335(3.이 

6,997(62.6) 
3,390(30.4) 

507(4.6) 
271(2.씨 

8，22어73.1) 

1,559(13.9) 
191(1.7) 

1,035(9.2) 

46(0.4) 
32(0.3) 
22(0.2) 
30(0.3) 

112(1.0) 

1,987(17.7) 
9,256(82.3) 

매우 잘 사는 편이다 216(1꺼 
잘 사는 편이다 1,538(13.7) 
보통이다 7,229(64.3) 
못사는 편이다 1,655(14.7) 

매우 못사는 편이다 1여(1.이 
모르겠다 4쩌34β9 

자료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J ， 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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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청소년 가족 및 성평등의식 조사 결과 

1. 학생의 가족관련 태도 

이번 조사에서 학생의 가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는 가족주의 

가 매우 강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4년 한국사회 이혼율이 세계 2위라 

는 보도와 함께 한국가족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고 최근 

출산율 세계 최하위라는 사실로 그 위기감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가족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가족의 다양성 인정，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출현 둥에 대 

한 논의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차이’가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다양성으로 인정되는 사회， 즉， 사회적 관용성 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할 

때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가족영역의 변화를 수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를 주로 가족 

구조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다. 편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입양자녀 

가족， 재혼 가족， 동거 가족，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 3-10>을 보면， 6개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용성 수준 

을 비교해 볼 수 있다<표 3-10>에 나타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지효F는 형태로 조정된 것이다. 학생들은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 

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 

다. 적어도 청소년들은 가족 범위를 혈연관계로 한정하는 폐쇄적인 태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듯하다. 학생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낀 항목은 ‘결혼하지 않아 

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미혼모 가족에 대한 것이다. 전체 학생의 21.6%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청소년들의 미혼모 가족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 가족이 낯설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태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도 거부감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재혼 

가족에 대한 태도는 매우 허용적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학생들이 국제결혼 

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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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가족에 관한 학생의 태도(종합) 
(단위%， 명) 

전혀 별로 
평균 

구분 찬성 찬성 대체로 매 T 。 계 며。 

안함 안함 찬성함 찬성함 접수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24.1 42.2 26.7 7.0 100.0 (11,239) 2.17 
수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42.4 36.0 17.4 4.2 100.0 (11 ,232) 1.83 

입양한 。l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9.1 19.8 42.5 28.6 100.0 (11,233) 2.91 
갖고 잘키울수 있다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14.7 26.5 44.9 13.8 100.0 (11,229) 2.58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26.4 40.2 26.3 7.1 100.0 (11,232) 2.14 

것도괜찮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15.6 23.1 39.9 21.4 100.0 (11,237) 2.6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표 3-11>부터 〈표 3-16>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태도를 학생의 성별， 학교급 

별로 구분하여 집단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 본 것이다. 성별 비교는 t-t않，t， 

학교급 비교는 ANOVA 테스트와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분석 방법으로 집단 

비교를 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성별， 학 

교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학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가족형 

태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각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 

를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다양 

한 가족 형태 6가지 항목 모두에서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는 항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성별 태도에선 편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입양자녀 가족， 재혼 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에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방적 

인 태도를 보였으나 동거 가족에 대해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보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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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성규범에 대한 태도를 묻는 다양한 설문조사 결 

과와 유사하다. 즉， 한국사회의 성문화가 상당히 개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규범의 이중 잣대가 작용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혼전 성관계 

나 동거 등에 대해선 여성들이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 

번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은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 

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남학생보다 

보수적인 태도를보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과 남학생간 태도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다’ 항목과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항목이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혈연가족의 폐쇄 

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구성원의 행복 

에 기반한 생애전략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1) 아버지나 어머니가 흔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평균(s.d) (집단) 

성별 

남자 7.4 22.9 43.3 26.4 2.1 1(0.88) -7.19*** 

여자 6.5 31.4 40.9 21.2 2.23(0.86) 

학교구분 
초등학교 8.6 20.2 35.0 36.1 2.01(0.95) 33.53*** τ ;1;, 

고(인)-고(실) 
중학교 6.8 26.3 42.1 24.8 2.15(0.87) 조. 

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5.9 29.8 46.9 17.4 2.24(0.81) j ‘;:, ; ;xr 

고등학교(실업계) 8.6 32.4 37.5 21.5 2.28(0.90) ~， 연 'F 

t p<O.1, * p<0.05, ** p<O.Ol, ***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44 

〈표 3-12) 결흔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평균(s.d) (집단) 

성별 
남자 4.0 14.4 36.8 44.8 1.78(0.83) -7.61*** 

여자 4.3 20.7 35.7 39.3 1.90(0.87) 

학교구분 

초등학교 3.0 11.4 30.5 55.1 1.62(0.80) 72.12*** 중-고(실)， 

고(인) 
τ1늦~JiI 4.0 15.3 37.6 43.1 1.80(0.84) 초，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4.9 22.6 37.5 34.9 1.98이.88) 초， 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4.1 19.5 35.8 때.7 1.87(0.8기 초， 고(인) 

t p<O.1, * p<0.05, ** p<O.01, ***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표 3-13) 입S한 oiOlX LH가낳은지식과같oloH정을갖고잘키울수있다고생각효다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평균(s.d) (집단) 

서。벼E 

남자 22.9 40.8 23.6 12.7 2.74(0.95) -20.68*** 

여자 34.8 44.6 15.7 4.9 3.09(0.83) 

학교구분 
it:% 긋격[ 꾀lí!. 31.2 34.3 20.4 14.2 2.83(1.03) 12.66*** τ ;;<. 

τ;:z..?i빅rJiI 31.5 42.1 17.8 8.7 2.96(0.92) 초-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24.6 47.4 21.4 6.6 2.90(0.85) τ ;;<. 

고등학교(실업계) 25.2 42.9 22.1 9.9 2.83(0.92) '(ζr 

t p<O.1, * p<0.05, ** p<O.Ol, ***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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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사별(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이나 이흔 후에도 재흔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차성<;>} 차성아 평균(s.d) 
(집단) 

함 함 
성별 

남자 11.5 42.4 28.1 18.0 2.47(0.92) -13.75*** 
여자 16.4 48.4 24.8 10.4 2.71(0.86) 
학교구분 

초등학교 8.1 29.0 31.9 31.0 2.14이.95) 270.53*** 중， 

고(인)-고(실) 
중학교 13.2 42.5 28.9 15.4 2.53(0.91) :!t':ι-， 

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16.7 55.9 21.4 6.0 2.83(0.77) 초，중 

고등학교(실업계) 17.3 49.9 23.7 9.1 2.75(0.85) 조，중 

t p<O.1, * p<0.05, ** p<O.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1뼈. 

〈표 3-15) 남녀가 사랑효!C~면 결흔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효빠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평균(s.d) (집단) 

성별 
남자 8.8 29.3 38.9 23.1 2.24ω.90) 11.70*** 
여자 5.2 23.2 41.9 29.7 2.04ω.86) 

학교구분 
초등학교 20.7 31.6 25.6 22.2 1.88(0.85) 90.62*** 중， 

고(인)-고(실) 
중학교 6.7 24.8 41.6 , 26.9 2.1 1(0.88) 조， 

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8.0 31.9 39.7 20.4 2.28(0.88) 초，중 

고등학교(실업계) 10.7 29.5 37.3 22.4 2.29(0.93) 초，중 

t p<O.한1，국 *보 p<건0사.05회*연*구 p원〈0，.01 2,% ***」p도<0.001 
자료: ~H1i!.7，l"}~ c;xl-=t-~l r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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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외국인과 결흔해도 상관없다고 생각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F 
사후검증 

찬성함 창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평균(s.d) (집단) 

성별 

남자 18.4 38.6 24.4 18.6 2.57(0.99) -11.94*** 
여자 24.2 41.9 21.8 11.9 2.79(0.95) 
학교구분 

초등학교 20.7 31.6 25.6 22.2 2.51(1.05) 43.89*** 중， 고(인) 

중학교 21.6 39.4 22.9 16.1 2.66(0.99) 초-고(실)，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22.5 45.6 21.4 10.4 2.80(0.90) 초-고(실)， 

% 
고등학교(실업계) 16.2 때.1 26.1 17.6 2.55(0.9이 중， 고(인) 

t p<O.1, * p<0.05, ** p<0.01, *** p<0.OO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뼈.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의 행복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골고루 분 

포되어 있다. 전체 학생의 31.6%가 ‘다양한 가족형태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 

복할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23.3%가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지 못 

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전체 학생의 28.3%가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 

관없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6.8%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결국 전체 학생 

의 59.9%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른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의 행복감에 대한 청소년들의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더욱 허 

용적이다. 여학생의 경우 64.4%가 다양한 가족형태가 개인의 불행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 반면 남학생은 55.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가족형태가 가족구성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반대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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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생각(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구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생각1) 

@ @ @ @ 계 며。 x2 

전체 31.6 23.3 28.3 16.8 100.0 (11,213) 

성별 
남자 29.2 24.8 26.5 19.5 100.0 ( 5,837) 102.1*** 

여자 34.2 21.8 30.2 13.8 100.0 ( 5,363)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36.3 28.7 13.5 21.5 100.0 (1,896) 606.5*** 

중학교 34.7 22.4 24.2 18.7 100.0 ( 4,728) 
고등학교(인문계) 25.5 21.1 41.8 11.6 100.0 ( 3，62이 

고등학교(실업계) 30.2 25.5 26.8 17.5 100.0 ( 962) 

t p<O.1, * p<0.05, ** p<0.01, *** p<O.OOI 
주: 1) CD 다양한 가족형태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 cz)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다，@ 모르겠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학생들은 요즘 들어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부모 

님의 별거·이혼·재혼이 많아져서’라는 이유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즉， 학 

생들은 가족형태의 다양화 추세를 가족관계 측면의 변화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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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 이유에 대한 생각(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기는 이유1) 

@ @ @ @ @ 계 며。 x2 

전체 59.3 4.3 4.1 16.0 16.2 100.0 (11,173) 

성별 

남자 50.7 5.3 5.2 18.3 20.4 100.0 (5,813) 385.0*** 
여자 68.7 3.3 3.0 13.5 11.6 100.0 (5，35이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51.9 3.9 6.4 14.5 23.2 100.0 (1,878) 203.5*** 

~~Ji!. 57.3 5.0 4.5 16.6 16.5 100.0 (4，71이 

고등학교(인문계) 65.6 4.0 2.8 15.7 11.9 100.0 (3,620) 
고등학교(실업계) 59.8 2.9 3.1 16.8 17.3 100.0 ( 958) 

t p<O.1, * p<0.05, ** p<O.Ol, *** p<O.ool 
주: 1) CD 부모님의 별거 · 이혼· 재혼이 많아져서，(2) 자녀의 교육을 위해 따로 살아야 해서， 

@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모르겠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학생들이 가족에 관해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 

은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관한 것과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에 대 

한 것이었다. 그밖에 ‘가족내 남녀간 역할 평등’에 대한 내용과 ‘가족과 이웃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절반이 채 안되는 빈도로 순위가 높았다 대체로 남학생보 

다는 여학생이 전반적인 가족 관련 수업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학교급 

별로 보면， 초동학생일수록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고 

등학생일수록 ‘가족내 남녀간 역할평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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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가족에 관해 배운 내용(복수응답)(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가족에 관한 배운 내용1) 

@ @ @ @ @ @ @ @ @ (명) 
전체 76.9 71.7 35.2 47.8 41.4 46.4 37.7 6.8 3.6 (11,238) 
성별 

남자 77.6 66.5 33.4 42.1 39.1 43.6 34.8 8.4 4.6 ( 5,852) 
여자 76.1 77.4 37.2 53.9 43.9 49.4 40.9 5.0 2.4 ( 5,377)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81.9 55.2 20.1 31.5 16.8 43.4 24.3 8.5 3.3 ( 1,899) 
중학교 80.8 73.7 32.9 43.9 46.3 51.0 37.5 6.6 3.3 ( 4,749) 
고등학교(인문계 71.5 80.4 47.3 64.7 47.0 42.8 48.7 6.1 0.4 ( 3，63이 

고등학교(실업계 67.4 61.7 30.6 35.3 44.7 43.5 23.7 6.6 6.1 (961) 
주: 1) CD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2) 기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가족 의식주에 관한 내용， 

@ 가족 내 남녀 간 역할평등，(5) 가족구성원의 갈등과 화해，@ 가족과 이웃의 관계， 
@ 가족과 사회， 국가의 관계，@ 기타，@ 배운적 없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가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 

펴본 것이 〈표 3-20>이다 전체 학생의 45.8%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한 반면， 두 번째로 응답 빈도가 높은 항목은 ‘갈등없는 이상 

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수업시간에 배운 가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비판적이 

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비판적이었다. 즉，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가족관련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증하듯， 학교급이 높아 

질수록 ‘식상한 이야기라 지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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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가족에 관한 내용 배우고 난 후 학생의 생각(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수업시간에 가족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의 생각1) 

@ @ @ @ @ @ 계 며。 x 2 

전체 12.5 45.8 6.2 17.1 13.7 4.7 100.0 (10,786) 
성별 

남자 11.4 49.4 6.9 15.3 11.5 5.4 100.0 (5,535) 123.2*** 
여자 13.6 42.1 5.4 18.9 16.0 4.0 100.0 (5,241)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3.2 66.5 6.8 9.3 8.3 5.8 100.0 (1,820) 927.0*** 

~~.ïi1. 9.9 48.4 7.8 15.0 13.7 5.2 100.0 (4,571) 
고등학교(인문계) 20.8 33.3 3.9 23.0 15.5 3.5 100.0 (3,502) 
고등학교(실업계) 11.6 때.0 5.7 19.9 17.4 5.4 100.0 ( 893) 

t p<O.1, * p<O.QS, ** p<O.01, *** p<0.001 
주: 1) CD 식상한 이야기라 지루했다，(2)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족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갈등 없는 이상적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5)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2. 학생의 결혼， 출산 관련 태도 

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결혼의 필요성에 대 

한 질문에 대해서 학생의 66.5%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2005년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결과의 60.3%보 

다 높다 청소년기는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른 나이이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갖고 결혼 필요성에 대한 세대차로 해석하기엔 무리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내부에서 여학생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남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2005년 성인조사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 

이고 있다 2005년 성인조사의 경우 미혼남성 가운데 71.4%가 결혼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 반면， 미혼여성 가운데 결혼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 비율은 49.2% 

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의 응답비율인 22.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10.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현격한 차이는 기존의 결혼관행이나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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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형성된 가족생활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반증일 것이며 청소 

년들 가운데 여학생들이 특히 이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아직 설익은 상태로서 실제 행위로 연결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겠지만， 현재 한국사회 초저출산 현상이 결혼율 저하의 형태로 표출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표 3-21) 결흔 필요성에 대한 태도(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반드시 하는 
해도좋고 

하지 

구분 해야 편이 
하지 

않는 
모르 

계 며。 x2 

한다 좋다 
않아도 

게 낫다 
겠다 

좋다 

전체 16.8 49.7 29.3 1.6 2.5 100.0 (11 ，23이 

서。벼E 

남자 22.8 52.7 20.4 1.1 3.1 100.0 (5,850) 649.1*** 
여자 10.4 46.4 39.1 2.2 1.9 100.0 (5,377)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14.2 52.2 26.7 1.4 5.5 100.0 (1,896) 145.0*** 
중학교 15.8 50.1 30.4 1.4 2.3 100.0 (4,749) 
고등학교(인문계) 18.6 48.9 29.6 2.0 1.0 100.0 (3,631) 
고등학교(실업계) 20.4 46.0 28.6 1.8 3.1 100.0 ( 960) 

t p<O.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그러나 아래 〈표 3-22>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의 결혼 의사에서는 결혼필 

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보다 다소 높은 결혼 의향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남 

학생의 77%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69.1%가 결혼할 생 

각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성별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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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본인의 결흔에 대한 태도(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결혼할 

모르겠다 계 며Q x2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다 

전체 73.2 6.1 20.7 100.0 (11,222) 

성별 
남자 77.0 4.2 18.8 100.0 (5,844) 118.3*** 

여자 69.1 8.2 22.7 100.0 ( 5,369)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61.8 6.4 31.8 100.0 (1,893) 259.8*** 

중학교 72.0 5.8 22.1 100.0 ( 4,742) 

고등학교(인문계) 79.7 6.0 14.3 100.0 ( 3,627) 

고등학교(실업계) 76.9 7.1 16.1 100.0 ( 959) 

t p<O.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아래 〈표 3-23>-<표 3깅5>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남녀별 이상적인 결혼 연령 

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전체 응답결과를 보면， 남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 

은 27.9세， 여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은 26.4세로 남녀 연령차는 1.5세이 

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반영 

하듯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만혼 경향을 지지했다. 또한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차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경향은 남학생의 

경우에 더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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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이상적인 남성의 결흔연령(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세)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 
평균 

구분 25세 26-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계 며。 연령 
이하 이상 

전체 21.7 22.9 33.1 16.6 4.7 1.0 100.0 (10,010) 27.9 
성별( X2 =때8.6***) 

남자 27.4 24.8 29.9 14.0 3.3 0.6 100.0 (5,780) 27.4 
여자 13.9 20.2 37.5 20.2 6η 1.5 100.0 (4,222) 28.6 
학교급구분 

( x2=1 ,091.6***) 
&%~εf.ïi[ 34.7 27.4 27.0 8.4 2.1 0.5 100.0 (1,745) 27.0 
중학교 26;7 25.6 31.5 12.3 3.3 0.7 100.0 (4,269) 27.5 

고등학교(인문계) 8.7 15.7 38.4 27.5 8.3 1.5 100.0 (3,188) 29.1 

고등학교(실업계) 19.3 26.7 34.4 14.1 3.8 1.6 100.0 ( 808) 28.0 

t p<O.1, * p<0.05, ** p<O.OI,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표 3-24) 이상적인 여성의 결흔연령(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세)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 
평균 

구분 25세 26-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계 며。 연령 
이하 이상 

전체 38.2 32.9 21.1 6.3 1.2 0.3 100.0 (10,112) 26.4 

성별( x 2 =623.0***) 
남자 50.4 29.2 15.2 4.5 0.6 0.1 100.0 (4,779) 25.8 
여자 27.3 36.3 26.4 7.9 1.8 0.4 100.0 (5，32씨 27.2 
학교급구분 
( x2 =701.2***) 
소4τ >= 늦~.ïi[ 53.1 29.5 12.9 3.6 0.7 0.1 100.0 (1，73이 25.8 
중학교 44.0 32.3 17.5 4.9 1.0 0.2 100.0 (4，28이 26.2 
고등학교(인문계) 22.3 35.3 30.3 9.8 1.7 0.5 100.0 (3,256) 27.4 

고통학교(실업계) 39.4 33.5 20.0 5.3 1.7 0.1 100.0 ( 842) 26.5 

t p<O.1, * p<0.05, ** p<O.OI, ***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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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학교급·학년별·성별 남녀의 이상적인 결흔연령에 대한 차이 

(단위: 평균연령) 

구분 전체 초교5 초교6 중교1 중교2 중교3 고교1 고교2 고교3 
전체학생 

남성 이상결혼연령 27.9 27.1 27.0 27.2 27.6 27.8 28.5 28.9 29.2 
여성 이상결혼연령 26.1 25.7 25.8 25.9 26.3 26.4 27.0 27.3 27.5 
차이 1.4 1.4 1.2 1.3 1.3 1.4 1.5 1.6 1.7 
남학생 

남성 이상결혼연령 27.4 26.9 26.7 26.7 27.1 27.0 27.8 28.3 28.7 
여성 이상결혼연령 25.8 25.5 25.3 25.4 25.5 25.5 26.0 26.5 26.6 
차이 1.6 1.4 1.4 1.3 1.6 1.5 1.8 1.8 2.1 

여학생 

남성 이상결혼연령 28.6 27.3 27.3 27.7 28.3 28.7 29.4 29.7 29.9 
여성 이상결혼연령 27.2 25.9 26.2 26.3 26.9 27.2 27.7 27.9 28.3 

차이 1.4 1.4 1.1 1.4 1.4 1.5 1.7 1.8 1.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결혼에 대한 태도와 달리 학생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좀 더 우호적이다. 

학생들의 75.2%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 경우도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비해서 근소하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씩 비우호적으로 변화되었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보다 본인의 결혼 

의향 응답비율이 좀 더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 

과보다 본인의 자녀출산 의향 응답비율이 더 높다. 전체 학생의 83.9%가 자녀 

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여학생보다 

는 남학생이 자녀출산에 대해서 더욱 우호적이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녀 

출산에 대해서 더욱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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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일반적 자녀출산 의향(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2 x 

있는 것이 
없어도 

없는 것보다 모르겠다 계 명 
있어야한다 상관없다 

나을것이다 

27.0 7.5 100.0 (11 ,230) 전체 

성별 
남자 

여자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문계) 
고등학교(실업계) 

30.8 
23.0 

29.8 
25.4 

26.1 
33.9 

48.2 

47.4 

48.8 

45.9 
49.0 
49.2 
44.0 

17.3 

13.2 
21.8 

11.5 
16.9 
20.8 
17.0 

8.6 100.0 (5,852) 202.2*** 
6.3 100.0 ( 5,378) 

12.8 100.0 (1,898) 244.4*** 

8.6 100.0 ( 4,752) 
3.9 100.0 ( 3,631) 
5.2 100.0 ( 960) 

t p<O.1, * p<0.05, ** p<O.Ol, ***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표 3-27) 본인의 자녀출산 의향(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반드시 별로 전혀 
가능하며 

자녀를 」 가지고 가지고 
}지낀 

}지고 싶지 싶지 
싶다 

싶다 않다 않다 

33.8 49.1 6.7 1.1 

구분 

체
 
벼
성
 
밖
 빽
 

처
】
 서
 

34.4 50.1 
33.1 47.9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26.0 54.3 

중학교 31.1 50.6 
고등학교(인문계 39.5 45.2 
고등학교(실업계 41.0 45.7 

4.9 
8.6 

3 

J 
D 

i
ι
 

zo 

/O 

nxu 

ζ
J
 

면
나
 
쨌
 

계 명 x2 

9.4 100.0 (11,232) 

0.9 
1.2 

9.7 
9.1 

100.0 (5,855) 69.1 *** 
100.0 (5,378) 

1d 

n
ι
 1
」
14 

1 

l 
l 
I 

12.3 100.0 (1,898) 218.6*** 
11.3 100.0 (4,754) 
6.2 100.0 (3,631) 
6.6 100.0 ( 961) 

t p<O.1, * p<0.05, ** p<O.OI, ***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대자녀수는 평균 2.04명으로 성인의 기대자녀수 평균 

2.055명과 비슷했다 남학생의 기대자녀수는 2.1명이었고 여학생의 기대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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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명으로 여학생의 기대자녀수가 조금 적은 편이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기대자녀수도 조금씩 증가했다. 한국사회에서 기대자녀수 2명은 적어도 아직까 

지는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표 3-28) 기 대자녀 수(출산의 향 자녀 수)(성 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계 며。 
평균 

이상 자녀수 

전체 8.9 9.4 57.9 18.3 3.1 2.3 100.0 (9,736) 2.04 
성별( x2=1l4.8***) 
남자 6.7 8.9 60.3 19.1 2.2 2.8 100.0 (5,018) 2.10 
여자 11.3 9.9 55.4 17.5 4.2 1.8 100.0 (4，71이 1.99 

학교급구분( x2=1l7.8***) 
초등학교 8.8 12.8 57.8 17.3 2.1 1.3 100.0 (1,591) 1.95 
중학교 8.4 9.8 60.4 16.7 2.4 2.3 100.0 (3,999) 2.02 
고등학교(인문계) 10.1 7.5 55.3 20.6 3.9 2.6 100.0 (3,285) 2.09 
고등학교(실업계) 7.5 8.0 56.5 19.0 5.8 3.1 100.0 (862) 2.17 

t p<O.1, * p<0.05, ** p<O.OI, *** p<O.OOI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학생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성별 구분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의 39.1%만이 남아 선호가 있다고 응답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아에 대한 

선호가 있는 편이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아들 선호 의사는 감소하였다. 다른 

성인대상 조사에서 여성일수록 남아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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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성별 이상 자녀수 성 선호 여부(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며。 x2 

전체 39.1 60.9 100.0 (9,274) 
성별 193.9*** 

남자 45.7 54.3 100.0 (4,929) 
여자 31.6 68.4 100.0 (μ4，34씨1)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49.3 50.7 100.。 (1,518) 104.1*** 

중학교 39.8 60.2 100.0 (3,859) 

고등학교(인문계) 33.8 66.2 100.0 (3，06이 

고둥학교(실업계) 37.1 62.9 100.0 ( 831) 

t p<O.1, * p<0.05, ** p<0.01, ***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α%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3. 조사대상의 성평등의식 실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1 ，240명의 성평등의식을 살펴 

보기 위해서 성평등의식 관련 10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 

에 포함한 성평등의식 설문항은 I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도구(김양희 외， 21뼈) 가운데 ‘7}족영역’과 ‘직업영역’에 해당하는 10문항이다.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새KGES-A)] 도구는 청소년의 현실에서 나타나 

는 젠더관련 이슈를 반영하는 13세-18세를 위한 청소년용 성평등의식검사 도구 

로서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3). 이 10문항에 

대해서 요인추출 모델 가운데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빼ysis)을 실시하였 

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통요인분석방법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Princi뼈1 Axis 

Factor-PAF)을 실시하였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믹스 

3) 이 검사지는 크게 4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것은 ‘가정영역’， ‘학교영역’， ‘직업영역’， ‘사 
회문화영역’이다.4개 영역에 각각 20문항씩 구성되어 전체 검사지는 80문항이며 4개 영역에 
각각 5문항씩 구성된 ‘축약형 질문지’도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축약형 질문지 가운데 ‘가 
정영역’과 ‘직업영역’의 10문항을 청소년가치관조사 설문지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또한 이 
검사지는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검사의 표준화 및 규준 마련을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중， 고등학생 3，150명을 대상으로 검증，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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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여섯 번의 회전후 고유치 

(eigenv떠뼈가 1이 넘는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먼저 가족영 역의 5문항은 각 

각 ‘전통적·가부장적 가족관’과 ‘성평등 가족관’의 두 유형으로 요인 적재되었 

다. 다음으로 직업영역의 5문항은 각각 ‘성차별적 직업역할 및 관계’와 ‘성평등 

한 직업관’으로 요인 적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30>과 같다. 

〈표 3-30) 가족생활척도와 직업생활척도의 요인행렬 

요인1 
요인2 

가족영역 
전통적· 

서。펴 。 1E5-
가부장적 

가족관 
가족관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377 

깅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승보 것을 찬성한다. 544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627 

씨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530 

잉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613 

요인1 
요인2 

직업 영역 
성차별적 

성평등한 
직업역할 

직업관 
및 관계 

이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629 

끼 남~lE 7r.족의 생겨틸 책임지71 때댐 여:A)보다 월급을 더 많l 받O싸 한다. .604 

히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448 

에 여X까 판사 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566 

1이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집 

안일에서의 성 역할 구분에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까}분담이나 가족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매우 

성평등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 역할에 대해 허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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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영역에서는 여성들의 진취적인 커리어 추구에 많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허 

드렛일에는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태도도 상당 부분 발견된다. 결국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가정 영역과 직장 영역에서 성평등한 의식을 지니면서도 사안에 따 

라 매우 이질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가치판단적인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이 인식한 성차별적인 현실을 반영한 결 

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은 사안에 따라 모순된 태도를 보임에도 불 

구하고 중요한 경향성을 드러낸다 전반적으로 가정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해 

서는 광범위한 동의를 보내는 반면， 직장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분절적인 혹 

은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 3-31>의 문항별 평균점수는 접수 

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강한 것으로 부호화된 것이다. 점수가 높은 상위 4 

순위까지의 문향이 모두 가정영역의 문항이다. 가장 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이 

며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 

야 한다”이다. 그밖에 세 번째로 성평등 의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이며 그 다음이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이다 

이에 비해 직장 영역의 문항에서는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문항과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 

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문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 

이 찬성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은 가정영역에 비해 직 

장영역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전체 10문항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가 

정영역의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문항이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통일한 문항으로 조사된 2002년 청소년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표 3-3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2뼈년 청 

소년의 성평동의식은 2002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증가폭이 큰 항목은 “설거 

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문항과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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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문항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현재 적어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집안일 

에 남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매우 보편화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02년 청소년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문항은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문항과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항으로 이 두 문항에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즉， 아들 존재의 필수성에 대한 대목과 직장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태도가 보수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경 

제불황과 저출산 현상에 기인한 결과가 아닐까 여겨진다. 경제위기 이후 장기 

화된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청년실업에 대 

한 불안감은 남학생은 물론이려니와 여학생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였다. 

이 현상은 다시 미혼층의 증대와 결혼 연기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초저출산 

현상을 결과하였다. 경제 불황 및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불안정성을 일상화시키 

면서 노동시장의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자기 투자를 

유인하여 교육년한을 연장시켰다. 이런 불안 심리가 초저출산 사회의 위기의식 

과 결합되면서 직장영역에서의 보수화 및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수성 측면 

부각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가정영역에 비해 직 

장영역은 한 단계 뛰어넘은 먼 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 측면과 태도 측면 

사이의 간격이 더 클 수도 있어서 이런 해석은 유보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직장영역에 비해 가정영역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시기이기 때문 

에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족의 일로 낭만화시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영역에서의 보수화 및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 

수성 측면이 한층 부각된 결과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며 저출산 위기 상황과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 

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홍보의 내용과 전략은 심각하게 재검토되어 

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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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성평등관 때2년과 2CXXì년 비교 

(단위%， 명) 

매우 대체로별로 전혀 
구분 찬성 찬성 평균 

찬성함 찬성함 안함 안함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2αg 2.2 7.6 44.8 45.3 3.33 

2α)6 3.7 10.5 37.4 48.4 3.31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2뼈 40.4 48.5 8.0 3.0 3.26 
하는 것을 찬성한다 2α)6 45.3 44.1 8.1 2.5 3.32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2뼈 44.3 45.8 7.4 2.0 3.31 
다같이 해야한다 2α)6 53.1 37.9 7.1 2.0 3.42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들이 있어야 한다 2αa 5.8 31.3 38.0 24.6 2.81 
2α)6 12.0 34.6 38.0 15.3 2.56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2뼈 41.8 50.4 6.5 1.3 3.33 
결정권을가져야한다 2α)6 51.1 40.5 6.6 1.8 3.41 

이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2뼈 2.0 16.7 48.0 33.2 3.12 
잘내리지 못한다 2α)6 3.5 17.5 43.3 35.6 3.11 

7)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 2002 7.3 22.3 47.9 22.2 2.84 
다 월급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2α)6 11.0 25.4 37.6 26.0 2.79 

8)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2002 3.8 20.0 41.8 34.3 3.06 
하는 것이 어울린다 2α)6 6.7 21.2 36.8 35.3 3.01 

9) 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2002 39.6 48.4 9.2 2.8 3.25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2α)6 45.8 39.7 10.8 3.7 3.28 

1이 님2까 얘}상사 밀어써 첼판 것은 ll]람직종}지 않1- 2αg 2.3 8.5 44.3 44.7 3.31 
2α)6 6.6 14.2 37.6 41.6 3.14 

주: 1) ‘매우 찬성함’=1점， ‘대체로 찬성함’=2점， ‘별로 찬성안함념점， ‘전혀 찬성안함’=4점으로 측 
정. 문항2)， 문항3)， 문항5)， 문항9)는 역부호화하여 모든 문항의 접수가 높을수록 양성평 
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면 됨(이하 동일). 

자료: 1) 한국여성개발원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κGES-A)개발J ， 2002.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특히 〈표 3-32>-<표 3-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평등 설문문항 10개 모 

두에서 여학생의 성평동 의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가장 보수적인 두 문항 

즉，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요성 문항과 허드렛일은 여직원이 적합하다는 

문항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성평등 의식의 

성별 지체 현상은 그 자체로 문제를 지닌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는 데 사회전반의 성평등 의식 고취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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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청소년 시기부터 성평등 의식의 성별 지체 현상이 

고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단위: %) 

사후검증 

(집단) 
) 

A
ι
 

。
。행

 
-
효
 

C 

혀
켜
 야
ι
 

쩌
}
 서O
 

찬
 

별로 

찬성안함 
대체로 

찬성함 
매우 

찬성함 

〈표 3-32) 

tfF 

3.06(0.84) -34.30*** 
3.56(0.67) 

33.3 

64.7 
45.3 

28.8 
15.8 
4.8 

5.6 
1.7 

구분 

성별 

남자 
여자 

학교구분 
초등학교 씨

리
 
) 

앤
 

씨
리
 ‘
앤
 

곽
 뀐
 괴
 -￡
 꽉
 괴
 

Z
}
。

-
-
-
조
 즈O
 
Z
￡
 

3.14(0.88) 51.33*** 

3.29(0.80) 
3.42(0.74) 

41.0 

46.9 
54.5 

38.2 

38.4 

35.5 

14.7 

11.1 
7.5 

6.0 

3.6 
2.5 

중학교 
고등학교(인문계) 

고등학교(실업계 4.4 11.4 

t p<O.1, * p<0.05, ** p<O.01, *** p<0.OO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3.27(0.82) 46.6 37.6 

성별 
남자 

여자 
학교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문계) 
고등학교(실업계) 

t p<O.1, * p<0.05, ** p<O.01, *** p<O.OOI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tfF 

30.6 
61.2 

집， 땅과 같은 재t떨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효J-c.~ 

(단위: %) 

사후검증 

(집단) 

-33.73*** 

평균(s.d) 

3.11(0.75) 
3.55(0.62) 

전혀 
찬성안함 

3.8 
1.0 

별로 

찬성안함 

12.2 
3.8 

대체로 

찬성함 

53.4 

34.0 

매우 

찬성함 

〈표 3-33) 

구분 

중-고(실) 
초-고(인) 
중과실) 
초-고(인) 

6.94*** 3.34(0.79) 
3.30(0.74) 
3.36(0.66) 
3.26(0.76) 

4.0 
46.9 

1.4 
2.9 

9 
”” ” 
띠
 

꺼l
·

”
”
”
 
tt 

nU 

38.4 
11.1 
47.5 
43.6 

49.6 
3.6 

44.8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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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단위: %) 

분
 

-
E자자
 

구
 

-
뺑
남
여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평균(s.이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tfF 
사후검증 

(집단) 

38.4 

68.9 
47.9 
27.1 

10.7 
3.1 

3.0 3.22(0.75) -32.60*** 
0.9 3.64(0.59) 

학교구분 
초등학교 56.2 31.3 8.9 3.6 3.40(0.8이 2.38t 
중학교 52.7 37.6 7.6 2.2 3.41(0.72) 
고등학교(인문계 52.0 41.6 5.4 1.1 3.44(0.65) 
고등학교(실업계 53.2 37.9 7.4 1.5 3.42(0.71) 

t p<O.1, * p<0.05, ** p<O.Ol, *** p<O.O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1J: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표 3-35)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평균(s.d) (집단) 
서。벼E 

남자 17.9 42.7 31.4 8.0 2.29(0.85) -34.93*** 
여자 5.6 25.9 45.3 23.2 2.86(0.84) 
학교구분 

초등학교 22.6 38.0 29.4 10.1 2.27(0.92) 143.45*** 중-고(실)， 

고(인) 
중학교 11.9 37.1 36.8 14.3 2.53(0.88) 초，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6.4 29.7 43.8 20.2 2.78(0.84) :i::, 
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13.9 35.3 39.0 11.8 2.49(0.88) 초， 고(인) 

f자료 p<:0.한1，국 *보 p<건0사.05회*연*구 p원〈0，.0 「12，뼈 ***L p도<0.00 전국1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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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효H각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평균(s.d) tfF (집단) 

성별 
남자 37.1 50.8 9.4 2.6 3.22(0.72) -30.20*** 
여자 66.3 29.3 3.5 0.9 3.61(0.60) 
학교구분 
&τt::' *L커[꾀.ii1. 50.2 37.4 9.0 3.3 3.34(0.78) 20.20*** 고(인) 

중학교 50.5 때.2 7.2 2.1 3.39(0.71)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53.7 41.1 4.4 0.7 3.48(0.62) 초-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46.0 45.3 7.0 1.7 3.36(0.69) 고(인) 

t p<O.1, * p<0.05, ** p<O.Ol, *** p<0.OO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표 3-37>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평균(s.이 (집단) 

성별 

남자 5.2 23.9 50.7 20.2 2.86(0.79) -35.50*** 

여자 1.7 10.6 35.3 52.3 3.38(0.74) 
학교구분 

초등학교 
6.3 23.0 41.1 29.6 2.94(0.88) 44.41 *** 중， 고(인)， 

고(실) 

중학교 
3.5 16.9 43.8 35.9 3.12(0.81) 초， 고(인)， 

고(실) 
고등학교(인문계) 2.1 15.2 43 .1 39.6 3.20(0.77) 초， 중， 고(실) 
고등학교(실업계) 3.9 18.8 46.3 30.9 3.04(0.81) 초， 중， 고(인) 

t p<O.1, * p<0.05, ** p<0.01, *** p<0.OO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청소년의 가족 및 성평등의식 조사결과 65 

〈표 3-38)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재| 때뭔11 여자보다월급을 더 멜| 뱀빠 효다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평균(s.d) (집단) 
서。벼'" 

남자 14.6 32.1 39.4 13.9 2.53(0.91) -30.70*** 

여자 7.2 18.2 35.6 39.0 3.06(0.93) 

학교구분 

초등학교 17.4 27.2 33.5 22.0 2.60(1.01) 52.26*** 중-고(인) 

중학교 10.1 24.6 38.0 27.3 2.83(0.95) 초-고(실) 
고등학교(인문계) 8.2 24.2 39.3 28.4 2.88(0.92) 초-고(실) 
고등학교(실업계) 14.5 31.1 36.66 17.8 2.58(0.94) 중-고(인) 

t p<O.1, * p<0.05, ** p<0.01, *** p<0.OO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표 3-39)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평균(s.d) (집단) 

성별 

남자 9.2 28.4 42.7 19.7 2.73(0.88) -34.75*** 

여자 4.0 13.5 30.3 52.2 3.31(0.85) 

학교구분 
초등학교 12.3 26.0 38.3 23.4 2.73(0.96) 103.38*** 중-고(실)， 

고(인) 

-F~악JiI. 6.8 21.1 37.9 34.2 2.99(0.90) 초，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3.7 18.0 34.8 43.4 3.1 8(0.8이 3:, 
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7.0 24.7 35.8 32.5 2.94(0.92) 초， 고(인) 

t p<O.1, * p<0.05, ** p<0.01, *** p<0.OO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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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여지카 판사 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효H각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평균(s.d) (집단) 
성별 

남자 27.0 52.2 15.8 5.0 3.01(0.79) -37.97*** 
여자 66.0 26.2 5.4 2.4 3.56(0.71) 
학교구분 
초등학교 41.4 37.3 14.8 6.5 3.13(0.90) . 32.63*** 중-고(실)， 

고(인) 

중학교 45.6 39.6 10.7 4.1 3.27(0.81) 초，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48.8 때.5 8.5 2.2 3.36(0.73) 초， 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43.1 42.0 12.1 2.8 3.25(0.77) 초， 고(인) 

t p<O.1, * p<0.05, ** p<0.01, *** p<0.OO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표 3-41)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평균(s.d) (집단) 
성별 

남자 8.6 18.9 46.5 26.0 2.90(0.89) -30.57*** 
여자 4.5 9.2 28.0 58.4 3.40(0.83) 
학교구분 
초등학교 12.3 21.1 36.7 29.9 2.84(0.99) 121.38*** 중-고(실)， 

고(인) 
중학교 6.5 15.4 37.5 때.5 3.12(0.90) 초，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3.8 9.6 37.1 49.5 3.32(0.80) 초， 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6.8 13.2 41.5 38.5 3.12(0.88) 초， 고(인) 

t p<O.1, * p<0.05, ** p<0.01, *** p<0.OO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일은 집안에서의 “성평등한 가사분담 및 의사결 

정권”에 대해서 성별 격차가 매우 작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성평등 의 

식 문항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대하는 데 비해 성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해서 

는 학교급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때6년 현재 청소년들은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집안에서 남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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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따로 없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러한 

성평등한 태도가 남학생의 경우엔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분절됨 

으로써 여학생과 남학생간에 태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런 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다같이 협조해야 할 문제이 

지만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가정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집안에서 가정일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전체 학생의 61.4% 가량이 부모님이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물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님 7μ}분담정도에 대 

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하였다. 남학생의 62.5%가 부모님의 7μ}분담이 공평하 

게 이뤄진다고 응답한 반면 이와 같이 응답한 여학생의 비율은 53.8%이다. 마 

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님의 7μ}분담정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 

가하였대) 

청소년의 가족 및 성평등의식 조사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곰평성 정도(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챔
 뺑
 
웹
-
m
 

뱉
 뺑
 
웹
-
m
 

〈표 3-42) 

전체 

성별 
남자 
여자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27.0 
중학교 16.9 
고등학교(인문계 12.8 

고등학교(실업계 12.6 

t p<O.l, * P새.05， ** P애.01 ，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 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2 x 명 

(10,449) 

계 

100.0 

대체로 

그렇다 

41.4 

매。 
nT 

그렇다 

17.0 

구분 

94.6*** 

411.1*** 

( 5,432) 
( 5,019) 

( 1 ，79씨 

( 4,434) 
( 3,397) 
( 8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7 
12.8 

6 
5 
5 
14 

6 
g 
M 

π
μ
 

28.8 
33.4 

20.7 
30.6 
37.3 

29.4 

44.0 
38.5 

45.7 

43.9 
35.4 

42.9 

18.5 
15.3 

4) 이와 같은 해석 역시 유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조사내용 가운데 조사대상학생의 부모 

연령을 알 수 없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가사분담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연령도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부모집단의 코호트효과가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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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3-43>은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부모의 7μ}분담 정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문항을 제외하고5) 모 

든 문항에서 부모의 7μ}분담이 공평할수록 성평등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 

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내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사회화 과정이 매 

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평등의 

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성인들의 성평등 의식부터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사회 안팎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3) 부모 가사분담 정도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성평등의식 항목 

1)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2) 집，땅과 같은 재산은 남편과 공동이름으로 한다 

3)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씨 집안 대를 잇기 위해 아들 있어야 한다 

5) 아내와 남편은 집안 모든 일에 똑같은 결정권 가져져야 한다 

이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 남자만큼 내리지 못한다 

7) 남자는 가족 생계책임지기에 여자보다 월급 많이 받아야 한다 

m 차심부름， 복사는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 여자가 판사， 검사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1이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t p<O.1, * p<0.05, ** p<O.01, *** p<O.OOI 

상관관계계수 

(유의도) 

.080*** 

.034** 

.αm 

.132*** 

.여0*** 

.094*** 

.068*** 

.084*** 

.055*** 

.1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5)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문항의 경우 부모가사분담 정도가 매우 높은 학생과 

매우 낮은 학생의 찬성 여부가 양극화되어서 상관관계계수가 무의미하게 나왔다. 다만 이 경 
우에도 i=285***으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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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가치를 검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 

요한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 집단 사람들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에 개입되어 있는 중요한 가 

치를 확인하면， 그들을 돕는 것이나 관련 정책이 그러한 가치 차원에서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 교육 또는 

학교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Oary， Snyd많， Ridge, Miene & Haug없， 199씨. 예 

를 들어， Oary 등(199씨은 사람들이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 

를 가지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주요 가치 차원과 부합 

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보다 

중요하게는 탈북자， 장애인， 여성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 사람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고양시키는 교육을 어린이들에 

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일반 가치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선행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일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 

Schw빠z(19있)의 가치 척도 중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치’ 및 ‘자기지도 가 

치’를 반영하는 총 7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이 가치들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 

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질문지가 구성되 

었다. 이 세 가치들은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에 의해 

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검토한 선행 연구들에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가치들로 나타난 가치들이다. 보편주의 가치 측정 문항들은 ‘더불어 사는 

삶’，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인간에 대한 사랑’의 3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권력가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의 2 

문항， 그리고 자기지도 가치는 ‘자유로운 생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김혜숙， 2002; 박수미외， 2뼈)에 따르면， 평등 및 사회정의를 중시 

하는 보편주의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와 소수 집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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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지지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권력 가치는 소수 집단 

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보편주의 가치는 소수 집 

단에 대한 일반적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나 성 

평등고용법과 같은 소수 집단을 위한 구체적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어 이 연구에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부여해 준다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각각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 

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여러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 

들에 대한 가치 교육이 중요해 질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 즉，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 

을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주의적 가치를 고 

양하도록 하고 권위주의적 가치를 지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그러 

나 현재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사회정의나 평등을 신봉하는 경 

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자유나 개인의 성취 등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상대적으 

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의 교육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개 

방성과 사회 통합을 지협F는 보편주의 정신을 충분히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표 3-44>-<표 3-53>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일반 가치관을 측정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권력 지향적 가치’였다 반면 가장 

미약한 일반 가치는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였다 ‘보편주의 가치’도 미약한 편 

으로 청소년기가 아직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생애 단계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결과이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대로 보편주 

의 가치가 성평등 의식에 정(+)적 요인이 되고 권력 가치가 부(-)적 요인이 된 

다고 할 때， 우려되는 바는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가치관의 성별 통계치를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보편주의 가치，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가 높은 반면， 남학생은 권력 가치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 

할 수 있는 힘’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학 

교급이 높아질수록 보편주의 가치가 늘어나고 권력가치가 줄어드는 경향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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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다. 즉， 현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보편주의 가치가 증대하 

고 권력가치가 감소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으며 이것은 성평등 의식을 포함한 

보다 상위의 평등 의식 고취에 현재의 교육현장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44) 더불어 사는 삶 

구분 %
인
 

씨
써
 

권
 

펴
킹u 

혀
 햄
 

져
니
 4? 

찬
 

로
 햄
 

벼
E
 서
。
 

야
잔
 

로
 
하n
 

체
”
 서
。
 

대
 
찬
 

우
 
챔
 

매
 

깐
 성별 

남자 
여자 

학교구분 
초등학교 

55.6 38.1 
54.9 40.8 

67.4 28.4 

중학교 55.7 39.0 

고등학교(인문계 49.8 44.5 

고등학교(실업계 53.6 38.7 

5.2 
4.0 

1.1 1.52(0.65) l.79t 
0.3 1.50(0.59) 

(단위: %) 
사후검증 
(집단) 

주
 
。

고(인)-고(실) 
i 
-ι-， 

고(인)-고(실) 
초，중 

초，중 

3.3 0.8 1.38(0.59) 39.30*** 

t p<O.1, * p<0.05, ** p<O.Ol, ***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Z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표 3-45)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4.3 1.0 1.51(0.63) 

구분 

(단위: %) 

5.3 

6.5 

0.4 1.56(0.61) 
1.3 1.56(0.63) 

별로 전혀 
매우 대체로 

차성아 차성안 평균(s.d) t[F 
찬성함 찬성함 

함 함 

사후검증 

(집단) 

a
-
자
 자
 

io 

남
 
여
 

53.9 36.7 7.7 
53.7 38.9 6.7 

학교구분 
초등학교 49.8 37.2 10.7 
중학교 54.2 37.4 7.1 
고등학교(인문계 55.4 38.2 5.8 
고등학교(실업계 61.5 33.1 4.2 

1.7 1.57(0.71) 2.27* 
0.7 1.54(0.65) 

2.3 1.65(0.7이 16.45*** 중-고(인)-고(실) 
1.3 1.56(0.68) 초 

0.6 1.52(0.64) 초 

1.2 1.55(0.67) 초 

t p<O.l, * p<0.05, ** p<O.Ol, ***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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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자유로운 생활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평균(s.이 (집단) 

성별 
남자 66.9 28.8 3.5 0.8 1.38(0.60) 3.45** 
여자 68.4 28.9 2.4 0.3 1.35(0.54) 

학교구분 
초퉁학교 73.3 22.9 3.3 0.5 1.31(0.56) 13.56*** 중， 고(실) 

중학교 66.9 29.3 3.0 0.8 1.38(0.58) 초-고(인)， 

고(실) 
고등학교(인문계) 67.3 30.0 2.5 0.2 1.36(0.53) 중， 고(실) 
고등학교(실업계) 62.7 32.9 3.6 0.7 1.45(0.64) 초-고(인)， 

중 

t p<O.1, * p<0.05, ** p<O.OI, *** p<O.OOI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표 3-47) 인간에 대한 사랑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평균(s.d) (집단) 
서。벼E 

남자 63.1 31.4 4.4 1.1 1.43(0.63) 5.48*** 
여자 66.7 30.0 2.9 0.4 1.37(0.5이 

학교구분 
초등학교 64.9 29.0 5.0 1.1 1.42(0.64) 2.54 

~~Ji[ 66.5 29.4 3.2 0.9 1.39(0.60) 
고등학교(인문계) 63.2 32.8 3.5 0.4 1.41(0.58) 

고등학교(실업계) 62.7 32.9 3.66 0.7 1.42(0.60) 

t p<O.1, * p<0.05, ** p<O.01, *** p<O.OOI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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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단위: %) 

별로 전혀 
사후검증 

구분 매우 대체로 찬성안 찬성안 평균(s.이 tfF 
찬성함 찬성함 함 함 (집단) 

서。벼E 

남자 50.3 35.5 12.3 1.9 1.66(0.77) 5.00*** 
여자 51.1 39.5 8.6 0.8 1.59(0.68) 
학교구분 

초등학교 54.8 34.2 9.7 1.2 1.57(0.72) 21.10*** 'õ' 
중학교 49.1 38.0 11.2 1.7 1.65(0.74) 초-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50.0 38.6 10.5 0.9 1.62(0.71) τ ;%. 

고등학교(실업계) 53.0 36.3 8.8 1.9 1.60(0.73) 저 ;zr 

t p<O.1, * p<0.05, ** p<O.01, ***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표 3-49)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평균(s.d) (집단) 

성별 
남자 30.1 31.0 28.1 10.7 2.19(0.99) -2.53* 
여자 24.3 35.0 33.0 7.6 2.24(0.91) 
학교구분 
초등학교 28.4 27.9 29.2 14.6 2.30(1.03) 21.10*** 초-중， 고(인) 

중학교 26.3 31.5 32.6 9.7 2.26(0.95) 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26.8 35.9 30.8 6.4 2.17(0.9이 고(인)-고(실) 
고등학교(실업계) 32.5 38.5 21.4 7.6 2.04(0.92) 초-중， 고(인) 

t p<O.1, * p<0.05, ** p<O.OI, ***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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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0)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tf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평균(s.d) (집단) 

성별 
남자 72.2 23.4 3.2 1.2 1.34(0.60) 5.65*** 
여자 75.1 22.8 1.8 0.3 1.27(0.51) 
학교구분 
초등학교 75.6 21.0 2.2 1.1 1.29(0.56) 1.25 
τ;ζ늦~ 피:ïi!. 73.4 22.9 2.7 1.0 1.31(0.58) 
고등학교(인문계) 72.8 24.6 2.2 0.4 1.30(0.53) 
고등학교(실업계) 73.1 22.2 4.1 0.6 1.32(0.58) 

t p<0.1, * p<0.05, ** p<0.01, ***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표 3-51>은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과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선행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편주의 가치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성평등 

의식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반면 권력 가치는 모든 성평등의식과 부(-)의 관 

계를 보이며， 자기 성취 가치는 약간의 편~}를 보이지만 대체로 성평등의식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위에서 우려한 것처럼 여학생들이 보편주의 가치와 자 

기 성취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는 데 비해 남학생들이 권력 가치지향적인 성향 

은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서 학교 현장이나 사회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부각 

시켜야 할지를 시사해 준다.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각각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 

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선행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 

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 

히 어린이들에 대한 가치 교육이 중요하다. 즉，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보 

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주의적 가치를 고양 

하도록 하고 권위주의적 가치를 지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절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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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일반적 가치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성평등의식 항목 
보편적가 권력지향 자기성취 

치관 가치관 가치관 

1)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121 *** -.084*** .100*** 

2) 집， 땅과 같은 재산은 남편과 공동이름으로 한다 .193*** -.029** .178*** 

3)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 같이 해야 한다 .205*** -.036*** .175*** 

씨 집안 대를 잇기 위해 아들 있어야 한다 -.065*** -.1 17*** -.056*** 

5) 아내와 남편은 집안 모든 일에 똑같은 결정권 가져져야 한다 .226*** -.020* .204*** 

이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 남자만큼 내리지 못한다 .065*** -.085*** .063*** 

까 남자는 가족 생계책임지기에 여자보다 월급 많이 받。싸 한다 -.010 -.132*** -.008 

8) 차심부름， 복사는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여4*** -.107*** .039*** 

이 여자가 판사， 검사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161 *** .005 .160*** 

1이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038*** -.107*** .052*** 

t p<O.1, * p<0.05, ** p<O.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 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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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가족문화 관련 청소년 교육현황 

1. 분석 대상과 방법 

다양한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 

루고 있는 교과 과목은 도덕， 사회， 기술·가정이다.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해서 

는 인구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분석된 바 있다{이삼식 외 

2005)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에 초점을 두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평등 가치 

관의 측면에서 가족문화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중학교 도 

덕 교과서 1종 3책， 사회교과서 7종 21책， 기술·가정 10종 30책 그리고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4종 4책， 사회·문화 5종 5책， 기술·가정 10종 10책이 분석되었다. 

이 글에서는 성평등한 가족문화라는 주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에 

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일부 교과서를 선정하여 질적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을 위해 선정된 교과서는 원칙적으로 교과내용의 목차에 ‘가족’ 

관련 사항이 중심주제로 설정된 과목을 설정하였다. 국정교과서의 경우 이외에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발행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어 같은 교과 과목에 대해 학년별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별하 

고자 하였다.6) 

포괄적인 측면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살펴보되， 이와 연관된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세부 항목을 재구성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6) 질적 연구를 위해 선별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 1학년(지학사 2001), 3학년 
(지학사 2003).중학교 사회 교과서 1학년(금성출판사， 2001), 2학년(금성출판사 2001), 3학년(지 
학사 2003)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 1학년(동화사 2001), 2학년(교학연구사 2002), 3학년(홍진 
P&M 2003).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2003). 고등학교 사회 문화 교과서(대 
한교과서 2003).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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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점은 가족의 형태의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함께 포괄해서 성평등한 가족 

문화에 대한 교과서의 전체적인 이해의 틀을 도모하는데 놓여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가족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구성과 해체를 다룬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보다 직접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연관되는 가족 

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둥한 가족문화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분업， 세대간 평퉁， 노인부양이나 돌봄 노동을 키워 

드로 삼아 분석을 시도했다. 셋째， 미래의 7}족문화 변화를 지챔여 성평퉁한 

가족문화와 성평등한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가족과 사회의 관계라 

는 범주를 통해 교과서 내용분석을 시도했다. 

2. 성평등한 가정문화 관련 중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가. 가족의 구성과해체 

먼저 성평퉁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가족의 ‘형식’을 검토했 

다 형식의 측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나 규 

모의 변화에 대한 서술이 성평동의 내용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가족형성 

학생들의 성비 불균형의 문제를 미래의 결혼에서 여성 배우자의 인구가 현저 

히 줄어드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가족 형성의 기초로서 전제하는 혼인관계 구 

성에서부터 양성이 균둥한 구성을 이룰 수 없다는 측면이 제시되고 있다. 가족 

의 성평등한 형식적 구성 자체를 비관적으로 전망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제 

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활동하기〉 어떻게 성평등을 이룰까? 

초둥학교 교실 모습: 남자 아이 짝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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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남의 일01 아닙니다 신부감은 모자라고 신랑감은 남아돌고 

중2 사회(교학λ}， 2002: 152) 

가족계획 표어: 1991년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꿈없는 우리 세대 

중3 사회(동화사， 2001:158) 

〈지리 전망대〉 신부감이 와란 대요: 성비 불균형 

중3 사회(동화λ}， 2001:175) 

교과서 전체 서술에서 가족형성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결혼제도는 기본 

적인 삶의 절차로 강조된다. 관련 의식이나 양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혼이라 

는 제도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더불어 결혼에 대한 법적 

신고절차를 강조하여 결혼의 법적내용은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 

적으로 그 내용에서 양성에 대해 법률이 불평등한 측면， 혹은 성평등하게 결혼 

에 관한 법이나 제도가 변모하는 방식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성평등한 법률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사회생활과 탐구활동〉 

삽화: 결혼， 출생， 이사 등등 

출생， 결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중2 사회(디덤돌， 2006:1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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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세계의 결흔 의식 

주: 1) 문화의 다양성 각 나라나 민족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관련된 의식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료: 중2 사회(금성출판λ}， 2001:171) 

선행연구의 지적대로 가족문제의 원인을 핵가족화로 귀결시킴으로써， 마치 

확대가족으로의 회귀가 이에 대한 대안인 듯 기술하고 있대이삼식 외， 2(05). 

특히 삽화에서 예절바른 ‘바람직한’ 가족의 형태를 묘사하는 경우에 확대가족 

의 삽화를 제시하고， 핵가족의 모습에는 노인문제를 의미하는 사진을 제시함으 

로써 핵가족화 자체를 문제 있는 것으로 바라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확 

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 

로 서술하지 않고 삽화를 통해 단편적인 이미지로서만 제시함으로써， 그 변화 

를 통해 향후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여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바람직한 형태처럼 제시된 내용 중에서도 확대기족의 ‘가계도’를 여전히 

양계부모가 아닌 부계 중심으로 제시하여 성평등한 7때도를 그려내지 못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의 형성을 둘러싼 기본적인 형식적 틀을 성평등이 아닌 부계중심으로 

인식하게 할 한계도 보인다. 

“확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조상들은 가족 구성원 산의 두터운 가족애를 바탕 

으로 서로 아끼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의식주의 해결에서부터 자녀교 

육，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생활이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중3 도덕(지학λ}， 2003: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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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중략) 그러나 핵가족 제도가 널리 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부모가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가족끼리 함께 

하는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가족 구성원의 수도 적고， 부모나 자식이 하 

는 일도 달라져서 가족간의 이해와 협동심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다" 

중1 도덕(지학사， 2001:158) 

[그림 4-2J 확대가족의 모습 

자료: 중1 도덕(지학사， 2001:154) 

[그림 4-3J 가족형 태 변화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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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가정은 사회변화에 따라 서양의 현대적 경향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 밑바탕에는 전통적인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되고 있지만， 서양과 같이 철저한 핵가족이 

아니라 확대가족적인 요소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중략) 

자료: 중3 도덕(지학새 2003:137) 

〈탐구활동〉 가계도.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 고모， 작은 아버지， 작은 고모， 오빠와 나 

중3 사회(디덤돌， 2002:169) 

2) 가족규모， 형태의 변화 

가족에 대한 사례나 보기를 들 때， 전체적인 서술과 삽화에서 3인 가족과 4 

인 가족을 전형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사실상 동거부부， 한부모가 

정， 이혼가정， 입양가정， 조부모 가정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 

태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이삼식 외， 2005),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균형있게 제시되면서 이를 

통해 성평등한 가족을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방향제시가 없어 아쉽다. 

〈사진〉 기족 간의 대화와 토론을 주제로 부모와 남녀 2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사진 제시， 웃고 있음. 

중3 사회(중앙교육진흥원， 2002:113) 

〈사진〉 가계 소비활동을 통해 가족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한다.4인 가족: 

부부， 큰아들， 작은 아들)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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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경제 주체 간의 경제활동 가계: 3인 가족， 딸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71) 

우리 또래 중 형제가 3명 이상인 친구를 찾아봐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자녀수는 1.42명에 불과하다. (중략) 최근에는 사람 

들의 의식변화로 자녀를 두지 않는 가정과 독신자 수가 늘어 오히려 인구가 줄 

어드는 지역도 있다. 

중3 사회(교학사， 2002:139) 

3인 가족 이외에는 그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양자와 양 

녀를 언급한 내용이 간혹 있지만， 이는 예외적 사례인 것처럼 언급된다. 다양한 

가족 형태는 언급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불행하다는 내용으로 제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부모와 자식이 있는 핵가족 내에서의 

관계로 상정하거나 ‘잘 익은’ 토마토와 ‘건강한’μ인 가족)을 공통점을 통해 비 

교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 혹은 ‘덜 성숙한’ 것처 

럼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는 3인 가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통해서도 재현될 수 있는 성평등한 가족의 형성을 형식의 차원에서부터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혼인과 혈연 또는 입댐入養)에 의하여 결합된 집단이 

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는 혼인과 맺어진 부부와 그들의 자녀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부부가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양재養 

子) 또는 양녀(養女)로 받아들인 자녀， 즉， 입양관계에 의해 가족이 형성되는 경 

우도 있다 (중략)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한데 모여 의식주 등의 공동생활을 하 

는 생활 공동체이다” 

중1 도덕(지학사， 20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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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 방송국 방영 프로그램 읽고 활동해보기. 

올해 일혼 여넓의 할머니는 취로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혼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중2 사회(교학사， 2002:150) 

[그림 4-4J 4인 가족의 모습 

“’” “ • .1' .... - .. ’. ~ ζ)~.rer 7 1' 용~?:J: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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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1 도덕(지학사， 2001:162) 

나. 가족 안에서의 관계 

가에서 살펴본 형식의 측면과 함께 이번에는 ‘내용’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가족 내에서 ‘성평둥’을 제약하는 가장 

일차적인 요소로 지적되는 성별분업에 대한 교과서 내용의 진단과 서술을 살펴 

본다. 성별분업이 일차적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부관계에서의 문제이지 

만， 그 다음으로 이 내용이 세대간에 어떤 방식으로 성평등하게 전달되는지도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사회의 가족내 문화에서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 혹은 

노인부양이나 돌봄노동 같은 상황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 성별분업 

대체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성별분리를 탈피해야 한다고 서술한대이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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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5). 그러나 삽화에서는 고정된 성역할을 제시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 중 

에서 특히 여성의 역할을 ‘집안’의 존재로 그린다거나 가사노동을 하는 존재， 

특히 ‘주부’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아래 사진에서 보면 어 

머니는 사과를 깎으며 집안일을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또한 ‘소비’의 문제를 언급할 때는 항상 여성만을 등장시키는 성별분업적 서 

술양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정된 성역할을 탈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역할분담을 그 자체로 ‘문제’거리가 있는 것으로 서 

술하는 내용도 눈에 뜨인다 더 나아가 여성의 본업을 ‘집안 일’로 전제하여 직 

장생활을 하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 

제가 현안인 상황에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오늘날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도먹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 

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부터 알아보자. 남편과 아내 사이 

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부부관이 무너지고， 서 

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평등한 부부 관계가 강조되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 

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아 

내는 남편과 똑같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어， 부부 사이의 역할 분담 문제를 두고 마찰이 생기기 

도 한다. 이밖에도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결혼관이 바뀌면서 이혼이 급속히 증 

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중3 도덕(지학사， 2003: 138-139) 

〈π속 성역할 변화〉 

1985년 방영된 TV 드라마 및 광고에 등장한 2，600여 명을 성 역할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중략) 남녀별 업무 담당은 남성은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 

양하며，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전통적인 모습이었다 (중략) 가정 내의 역할도 

여성이 가사 수행을 전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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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광고의 경우， 성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 

기해보자. 

중3 사회(금성출판λ}， 2001:107) 

[그림 4-5J 가족 내 성 별분업 

=VT-경양 • .2:2t강. 톨1"111 

자료: 중1 기술· 가정(동화λ}， 2001:3꺼 

〈삽화〉 기정에서 남자는 쉬면서 ó}이들과 놀피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있는 그림. 

중3 사회(중앙교육진흥원， 2002:68) 

- 샤 ;?i ~H한액 ιr}'t연 '::::'fd:;X，t-으1 "'-'융야 생성"'P>4"'-'8→!f 없。*툴q 

;~ 'f" .t). ~.ι~-!^ 1;.!~ ::"-:; .~.t “‘얘 γJ~ .{;t.7..1 까 .i}얘 서어i 

~λ ‘'f< .7' ~'<':'!-'<>ì "".,t 쩌 51: .Æ4- i생 .":'-1.:'. ‘ 삭연}. ~t9"l 
"'~úì '-">f" 'Ã.~.l，:~. “’ ‘ 、 t .~~! .，:.::ι ‘it' ~i'~. ~앵 ~ .. f 、z. ';j.-..:t ‘￡옛f •• ζ "'1 , >'} 

이& ‘:“야써"~!.~서생 i:4-#.‘ l. ::-ì':,;.} ‘~~}，C;:< 었 
“사니 Ü; 씬쩌 자~~! ""1ι‘~j-;:;;;，; ~1 ‘:\2.. 시 ""1 "f.tτ~}q 

7 ‘ 1ιη C'，갓‘ 71 ‘hι 、 1}"(J: ?l'"'찌 ~II '딩 .~ .. ~.~‘ J.. l. {j-".l 
" ~ I서 ‘、， ‘"、 ιi ι，.，':_ .!-~ .• ~.;>~ i!'’ ‘.l>lJ{~‘)~C; 

자료: 중3 사회(지학사， 2003: 85) 

〈삽화〉 옛날 부엌， 3인 가족， 엄마는 부엌 일， 아빠， 딸. 

중3 사회(디덤돌， 20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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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3인 가족 부부: 부부， 아들(엄마는 밥 푸고 있음， 웃음)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43) 

〈그림〉 모두 웃고 있음 엄마가 설거지 하고 딸이 그릇을 나르는 장면， 아버지 

뒤에서 웃고 있읍 남동생이 공부하고 누나가 간식 가져다주는 장면 

중1 기술· 가정(홍진PM， 2001:25) [나와 가족과의 관계] 

〈심화활동〉 지위에 따른 올바른 역할 수행하기 

사례3. 정 00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이자 직장인이다. 그녀는 바쁘지만 

아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나 그 외의 집안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곤한다 

중2 사회(교학사， :2α)2:153) 

[그림 4-7] 시골장터의 모습 

자료: 중3 사회(지학λ}， 2003:72) 

[그림 4-8J 주부로 묘사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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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3 사회(지학사， 2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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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성별분업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 사례를 제시하면서 

성별분업을 극복하는 내용을 다루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삽 

화나 사례를 제시하면서 언급되는 구체적인 내용상에 서로 편차가 심하여 일관 

성이 없다. 예를 테면 대부분의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면서도 삽 

화나 사례에서는 ‘재택근무’하는 여성이 제시된다. 그리고 그 여성은 아이를 등 

에 업고 있다. 이러한 재현은 여전히 여성을 집안 ‘내’의 존재로 남성을 집안 

‘밖’의 사회적 존재로 바라보는 보다 큰 틀에서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계를보인다 

또한 남성과 부엌일은 별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성별분업 원칙을 그다지 문제 

제기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모면하는 방식에서만 성평퉁한 성별분 

업이 언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예를 들면，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 

는 문제로 항상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제시된다 이는 육아와 가사노 

동이 ‘여성’의 원래적인 일이라는 고정된 성별분업을 다시 한번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남성의 돌봄노동이라는 논의가 시작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한계 

가 큰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일과 시간. 가사노동의 종류〉 

1 자녀교육(모자가 공부하는 모습) 2. 엄마가 세탁 

3. 아빠가 육아 5. 엄마가 청소 6 아빠가 식사준비 

중2 가정(교학λ}， 2002:201) 

요즈음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전통적 사고를 바꾸고， 남녀가 함께 나누어서 

일하는 풍토를 통해 바람직한 가정 문화를 이루어가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삽화〉 가전제품 덕분에 여성이 음악 들으며 앉아 있는 장면 

중2 가정(금성출판사， 2α)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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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활동사례〉 

인터넷을 이용해 재택근무 하는 양은아씨 아들 1명이 있고， 남편이 아이를 

재우는사이에 근무함. 

중3 사회(디덤돌， 2002:60) 

[그림 4-9J 아이를 등에 업고 컴퓨터를 하는 여성 

주: 1) 여성의 정보이용에 대한 그림으로 아이를 업고 있는 여성을 예시. 
자료: 중2 가정(교학λh 2α>2:201). 

〈사진〉 여성이 재택근무. 직장과 가정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45) 

〈탐구활동， 남자가 되어보자， 여자가 되어보자〉 

만화.4인 가족: 부부， 큰딸， 아들 

엄마: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3일간 꼼작 못하고 음식 만들 생각을 하니 아찔해요 

아빠: (신문보며) 힘든 건 알지만 당신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소. 그렇다고 

남자가 부엌일을 할 수는 없으니. 

엄마: 막 결혼을 했을 때는 당신이 부엌일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이제는 .. 당 

신 맘이 변했어요. 

(중략) 아빠: 그 때는 엄마도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지. 

엄마: 너를 낳고 나니까 회사에서는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나 잘 키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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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더라. 

딸 : 아뻔， 회사에서는 왜 여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승진도 잘 못하고 아기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둬냐 하니 말야. 

아빠: 다 그런건 아니지만， .. 상당수의 회사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분위기지. 

남동생: 그러고 보니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천만 다행이야 남자란 이유 

로 크게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말야. 

누나 : 다행이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는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니 

니? 그리고 앞으로 네가 아들만 낳으란 보장 있어?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잘 되 

어야 너도 진정 행복할 수가 있는 거야 

1 우리 사회에서 성별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변 함께 이야기해보자. 

2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진정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발표해보자. 

중l 사회(중앙교육진흥원， 2002:160- 162) 

[그림]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내리는 경제적 선택. 

육아와 일 사이에 고민하는 알뜰씨- 휴직 결정. 

중 3사회(동화사， 2001:46) 

가족과 사회의 연관 속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성별분업을 극복해야 한다는 대 

안적인 사례 제시가 다루어지는 내용도 있어 긍정적이지만， 주로 ‘서술’ 내용에 

서만 다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직 시작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진행되어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제시한 설명도 있어 우려가 된다. 성평동 사 

상의 확대로 여성이 사회진출을 하게 되었다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서술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바꾸는 방식 

으로만 대안을 제시하여 성평등의 미래적 내용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을 하나의 팀으로 보고 구성원을 전체로 하여 가족 내 일의 분업 

을 설명하는 일부 서술의 경우에는 보다 큰 의미의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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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나영이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나영이 부모님과 달리 언니는 직장 

에 나가 돈을 벌고， 형부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집안 살림을 한다 나영이 언 

니는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한다‘는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 

니고， 요즘에는 이러한 가치관이나 생활문화가 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중3 도덕(대한출판사， 2001:139)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청소는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다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청소 시간이나 다른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점 

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청소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하나의 팀으로 보고 구성원 개개인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각자 자기의 방은 스스로 책임지 

고， 부엌， 거실， 화장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은 장소별로 청소를 분담하거 

나， 돌아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맡아 하는 것이다. 한 주는 설거지， 다음 주는 

화장실 청소 등 가족끼리 교대로 청소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 때는 대화를 통 

해 연령과 개인에 적합하게 집안일을 배분하여야 한다. 

중3 기술·가정(홍진 P&M, 2002:202) 

[그림 4-10J 가사노동 분담 및 여성의 사회진출 

자료: 중3 도덕(지학사， 20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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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안팎에서 남녀에 대한 양육이 비교적 평등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또 성평등 사장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도 많아졌으며， 

그 활동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직업 선택과 관련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발 

생하는 직업적 차별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여성들이 경찰대학， 해군사관학교 동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빗장이 걸려있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졸 

업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또， 여성의 직업이라고 받아들여졌던 분야에서 우수 

한 재능을 보이는 남성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들은 거 

꾸로 그 동안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뿌리깊게 존재했었는가를 역설적으 

로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여성만의 직업이나 남성만 

의 직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그 구분의 근거는 무엇이며， 

타당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중3 도덕(지학사， 2003:123) 

집안일은 반복적이고 가족원 모두를 위한 일이므로 어느 한 사람이 담당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생활시간을 계획할 때에는 집안일의 내용과 가 

족 구성원 개개인의 여가 시간을 고려하여 집안일 하는 시간을 배분한다. 

중2 기술· 가정(교학연구사， 2001:183)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양성성의 성 역할， 즉，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성을 함께 지니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역할을 융통성있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중1 기술· 가정(홍진PM， 2001:13) 

요즘에는 법률과 정치， 정책적 측면에서도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또 ‘좋은 어머니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좋은 아버지들의 모임’ 

처럼，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중3 도덕(지학사， 2003:182) 



92 

[그림 4-11J 성역할 고정관념의 전도 

.~.i-_9 성 ... ’잉흥 ........... 용엉 R었잉 1ι"""‘ ::z<l l::j 훌예 ‘d ,;:t s:.fs.ct‘ 

'"톨""를 엉’‘。I -o:tiU>'Ii2I" 곡 ...... 늠 갖용 i훌훌 ..... 

자료:1 중1 기술·가정(동화사， 2001:20) 

<21세기 남녀평동헌장〉 남녀는 가정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한다 특히 

자녀 양육은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남녀가 평둥한 가족 공동체를 이 

루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한다. 남녀는 평동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가꾸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정과 직장， 대중 매체는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이고 남녀 

평등한 의식과 관행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중3 도덕(대한출판사， 2001:183) 

2) 세대간 관계 및 성평등 자녀교육 

성평둥한 가족문화는 부부 사이의 성평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 

평등한 관계가 자식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평등’도 포괄해야 한다 그러 

나 교과서 전체적으로 세대간 차이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 

으로 서술 기조가 잡혀 있다 이전의 대가족제도에서는 부부세대와 자녀세대의 

구분을 통해 자녀들 간의 수평적 연대를 도모하는 맥락에서 이 내용이 중요했 

을 수 있지만， 현재 1자녀 중심의 가족구성에서는 이와 같은 서술 기조는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발전시키기보다 오히려 ‘차이’를 강조하여 갈등을 내재적인 

것으로 고착화하여 세대 간의 차이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청소년 93 

청소년 세대는 부모 세대와 살아온 경험이 다므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생활 

이 넉넉해지고 지식이나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부모보다는 친구들이나 대중매 

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세대 차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대 차이가 커지고 있다 “도대체 아빠하고는 대화 

가 안돼” 이 말처럼 세대 차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대차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중2 사회(교학사， 2002:142) 

〈삽화〉 엄마， 오빠， 여동생(엄마 신문보고 아이들 TV 봄)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경 

험을 하게 되고， 기성세대로부터 전수받은 가치관만으로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 

기 쉽지가 않아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대 차이가 

발생한다. 세대 차이는 세대 간에 불신과 갈등， 더 나아가 단절을 낳기도 한다. 

(중략) 세대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각자가 상대 

세대가 자신과 똑같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 

려고노력해야한다. 

〈탐구활동〉 다음은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특성을 비교한 자료이다. 

기성세대: 동일한 가치를 지향한다. 타인을 의식한다. 

신세대: 다양한 가치를 지향한다 자신의 감정을 중시한다. 

1 위에 제시된 특성 외에 다른 특성을 찾아 빈 칸을 채워보자. 

2.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특성을 지닌 장， 단점에 대해 토의해보자. 

3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세대 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중2 사회(디팀돌， 200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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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가족문화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와의 

평등하고 수평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서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직적이거나 혹은 한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관계를 바람직한 것처 

럼 제시하는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예로 가족 내에서 개인의 선 

택과 ‘다수결’의 민주적 절차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은 문제제기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민주’적 방식이 구성원들의 나이 및 세대 간의 평등한 상황에 대한 고 

려없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녀세대와 부부세대의 갈등을 풀어가는 ‘단란한’ 가정생활에 대한 예 

시는 흥미롭기도 하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어머니를 ‘집 안’에서의 존재이자， 

컴퓨터나 기타 정보에 취약한 존재로 조망함으로써， 세대간 차이에서 어머니라 

는 역할을 고정시킬 우려도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 

거나 가족신문 만들기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고 하지만， 전체 서술에 비추어 

다루는 내용의 비중이 소략하고 다소 추상적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지금까지의 부모-자녀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중학생이 

된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부모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때 청소년은 부모에게 실망하게 되고， 권위에 도전하기도 한 

다. 한편， 부모는 어릴 때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던 자녀가 중학생이 되자 버 

릇없이 굴고， 부모를 비판하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당황하 

게 된다. 

중1 기술·가정(동화사， 2001:3꺼 

세대 간의 갈등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 

다. 기성세대들은 기존의 사고와 생활양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 

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것을 선호하고 

쉽게 따르기 때문에 옛것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앞의 사례로 든 시어 

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관이 급격히 유입되어， 전통적 가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청소년 95 

치와 현대적 가치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부딪치게 되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 

적 가치의 갈등은 특히 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두드러진다. 우리 전 

통사회에서는 적어도 겉으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 

지 않았다 유교적 전통 윤리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의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서슴없이 말 

하고 자기주장이 존중받기를 원한다. 

중3 도덕(지학사， 2003:53)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다. 즉， 부모 

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숭고한 사랑이다. 예컨대， 어느 산모가 출산 

중에 출혈이 심하여 산모와 아기 중에 한 사람의 생명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면， 대부분의 산모는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 아기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애 

원할 것이다. 이렇게 자녀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쏟는 부모의 사랑을 일컬어 자 

애(慧愛)라고 한다 

중1 도덕(지학사， 2001:169) 

[그림 4-12J 수직적 가족관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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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3 사회(지학사，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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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에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각기 보는 시각과 느낌이 다르게 되므로?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이해를 하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게 된다.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감정에 충실하여 자기 표현력이 강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에 대해， 타 

인의 시각을 의식하며 살아온 기성세대들은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세대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 기성 세대는 .. ”, “요즈음 。아}μ씨。이l들은은 .. …… •• …"“. 

대를 외면하기보디는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인정하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중2 사회(금성출판사， 2001:159) 

〈먼저읽기〉 

재홍이는 조별 활동에서 보고서 작성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월요일이 마 

친 발표 일이라 일요일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 작성이 거의 끝 

날 무렵 그만 저장을 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들어오셔 

서 컴퓨터를 꺼 주시려다 실수로 [저장하지 않음] 키를 누르시고 말았다. 그 때 

잠이 캔 재홍이는 밤새 작업해 놓은 보고서가 거의 날아가 버린 것을 알게 되 

었다 … 그래서 재홍이는 어머니께 화를 내고 학교에 갔다. 학교에 온 재홍이 

는 이 사실을 선생님께 상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달래 주 

시며 어머니께 걱정하시지 말도록 전화까지 해주셨다. 그 순간 어머니께 화를 

내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생각해보기〉 

1. 이런 상황에서 재홍이가 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면， 재홍이는 어떤 

말과 행동을 취해야 할까? 

2.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면， 단란한 가정생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생각해보자. 

중1 기술· 가정(동화λ}， 2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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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신문을 만들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4인 가족， 아들， 아들， 웃고 있음) 

중 3사회(디덤돌， 2002:127) 

성평등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7씨노동에 대한 부부세대 내의 성별분업 

이 극복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녀세대와 이 문제를 어떻게 공유하고 해결할 것 

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 교과서 내용에서 이런 부문은 거의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7싸노동을 분담하는 시 

간을 하루 평균 14분으로 제시한 그림이 인상적인데， 그램과 더불어 자녀들과 

부모세대가 7싸노동을 함께 공유하는 내용의 서술이 덧붙여 있지 않아 아쉽다 

그리고 가족 내 7싸노동이나 여타의 일에 대한 분업을 자녀세대와 함께 고 

려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서술이 간혹 있지만， 그러나 자녀세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양육에 있어서도 딸에게 ‘가사’의 역할을， 아들에게 ‘사회’의 역할을 분 

담하는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는 듯 하다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하기〉 

가족문제의 사례 

1)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문제로 갈동. 

지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가정 내에서의 기족 구성원 간의 7}사일 

분담문제로갈등 

3) 거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 단절로 인한 갈둥 

4) 가족 간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한 갈등 

중1 기술·가정(동화사， 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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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J 중학생의 하루 평균 시간 사용량 

주: 1) 가사노동 14분 

자료: 중2기술 가정(교학연구사， 2001:181) 

다음 사례를 통해 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진희네는 어머니가 취업을 하시게 되어 집안일 처리에 관하여 가족 모두 의논을 

한 결과 어머니께서 바깥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집안일을 가족 모두가 돕기로 하 

였다 

〈그림〉 진희네 가족부부-누나-남동생: 가사를 함께 하는 장변. 

중2 가정(금성출판λh 2α)2:172) 

〈그림〉 신선한 식품의 선택， 엄마와 딸 

희수네 가족의 식단과 식품의 선택 

중3 가정(동화사， 2001:21) 

3) 노인부양이나 돌봄 노동과 관련된 현황 

노인에 대한 서술이나 삽화는 가족과 직접 관련되거나 혹은 사회와 관련되는 

경우에 일차적으로 기존의 성별분엽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내용이 제시된다 특히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청소년 99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여 노년 시기에 쉬어야 하는 

존재이자 돌봄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혹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일을 통해 생활력을 갖춘 존재로 그려진다. 

즉， 노인의 경우에도 남성은 대접을 받는 존재로， 여성은 대접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돌보아야 하는 존재로 서술되고 있다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도 여 

성 중심으로 제시됨으로써， 여전히 돌봄 노동이 ‘여센의 일인 듯이 비춰져 기 

본적인 성별분엽의 논리를 고착화 수 있다.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가족 부문에서 담당하는 노인 부양의 역할에 대한 언 

급에서는 다른 가내 노동에 대한 ‘성평등’과 달리 유독 여성의 역할만이 강조 

된다. 부양받는 노인의 입장에서도 손자녀 세대를 ‘돌보는’ 노동을 여성인 시어 

머니가 중점적으로 맡고 있으며， 부양하는 부부세대의 입장에서도 노인을 ‘돌보 

는’ 노동을 며느리인 여성 혹은 손녀가 주로 맡고 있는 서술이나 삽화가 제시 

되고 있다. 

〈삽화설명〉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할머니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 중에는 인격자의 삶을 산 분들이 많다. 원효， 이황， 

이순신， 안창호와 같은 분들은 ‘된 사람’이면서 ‘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는 ‘난 사람’은 아니지만 본받아야 할 ‘된 

사람’도 많다. 예를 들면， 일찍이 홀몸이 되어 샀바느질과 식당 운영으로 고생 

하며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할머니 ... (중략)" 

중1 도덕(지학λh 2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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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J 자원봉사 하는 여성들 

}i;양영용 ，경0'"" 혔영 웠總 챙용A!: 짧혔 

자료. 중3 사회(지학사， 2003:120) 

[그림 4-15J 조부모를 톨보는 여 학생 

=ι찍Qt !!I .... _._~......... .......~ε:e- -=잉 .. ’‘ .. ~~ ~.~:::!5iiiE!!..'~:ãi1I:: ..J‘ a 깅~_.~ 
51Ø1"~ ，..!!!5i!!....~.::iíi:l!!..:. ...s영 써룰톨"""'~ """"깐i등 ... ~......~c::::::...a ..... 

자료: 중1기술· 가정(동화사， 2001:39) 

〈그림〉 육아와 개}를 혼자서 젊어진 것으로 보임， 거기다 부모 봉양까지 

(시어머니로 보임). 

역할 갈등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이 다른데， 

보통 한 사람이 여러 지위를 가지므로 역할을 수행할 때 갈등과 모순이 자주 

발생한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의 역할 갈등 

중2 사회(동화사， 2001:161) 

집안의 어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관련된 서술이나 노인부양과 관련된 

가족문화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다 간혹 등장하는 경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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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출동이나 세대가 다 

른 ‘여성’만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자녀세대와의 관계에 대한 서술만큼 전체적 

으로 어른세대나 노인세대와의 공존을 성평등한 시선에서 조망하는 서술이 보 

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관이 급격히 유입되어，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부딪치게 되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갈 

등은 특히 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두드러진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적어도 겉으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유 

교적 전통 윤리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의 젊은 며느리틀은 시어머니의 의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미덕으토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서슴없이 말하고 자기 주장 

이 존중받기를원한다. 

중3 도덕(지학사， 2003:53) 

시어머니: 얘야， 이젠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피 

는게 좋겠다. 네가 직장에만 매달려 있으니 집안 꼴이 엉망이구나. 

며느리: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살림을 잘 해 오셨잖 

아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저도 더욱 잘 하 

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시어머니: 그렇지가 않다 가정에는 뭐니뭐니해도 주부가 집안을 지키고 있 

어야 한다 아범 수입으로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넌 집에서 살림이나 잘 하도록 

해라. 

며느리: 직장생활을 하는 게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는 

여자들도 자기 일을 가지고 보람되게 살고 싶어 해요 전 계속 직장에 나가고 

싶어요. 

위의 사례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생각은 어떻게 다르며， 서로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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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와 며느리가 각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중3 도덕(대한출판λ}， 2001:51) 

다. 가족과 사회의 관계 

1 ) 경제변화와 가족 

가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 특히， 19971년 IMF 경제 위기가 

여성과 가족과 관련해 미친 영향은 적지 않으며(은기수， 2004; 강이수· 신경아 

2001), 특히 이혼율의 증가 같은 가족구성의 변화는 경제위기와 직접 관련된다 

가족의 변화를 가족 내의 변화가 아닌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이해하는 지적은 

중요하며， 교과서에서도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서술은 현상적인 사실에 

대한 서술에 머물며， 미시적인 시기 구분을 통해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를 연결 

시키기보다 산업화를 전후하는 거시적인 변화(확대가족에서 핵가족)로만 설명 

하는데 그치고 있다 

〈자료〉 유아 사망률이 높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농업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사망률이 

줄고， 대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산업사회에 들어와서는 인구 증 

가가 오히려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다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113) 

〈자료〉 가족형태의 변화 통계청 1980년 및 2뼈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자료에 대해 확대가족이 감소하고， 부부 중심의 가족 형태가 증가한 

이유를 산업화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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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활동〉 전통사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등이 함께 거주핸 

확대가족이 중심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미혼 자녀 혹은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핵가족 형태가 중심이 되었다 나ο}가 요즘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을 하여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형태가 늘 

어나고 있다 21세기에는 핵가족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사회변동과 함께 가족제도도 점점 변하고 있다 

중3 사회(중앙교육진흥원， 2聊:1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다. 도시 

지역에서는 여러 세대가 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또 그 

럴만한 공간도 부족하였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를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적을수록 편리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은 가족의 

규모가 점점 작아져 부모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집안일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들 

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또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 나누어지고， 그에 따라 저마다 독립적인 

생활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 

중1 도덕(대한출판사， 2001:159) 

산업의 발전으로 가정생활에 큰 변화 우리 가정에 물질적， 경제적인 풍요로 

움을 가져다주었으며， 가족 구조는 전통사회의 대가족 제도에서 점차 핵가족 

제도로 바뀌었고， 이러한 생활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사 활동도 각종 편의시설 

로자동화되었다. 

중3 기술· 가정(홍진 P&M, 2002:9) 

확대가족에서부터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사회와 연관된 가족변화의 매우 중요 

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후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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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가족의 형성에 대한 서술이 이 설명과 뒤섞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가족 

변화’에 대한 서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가족변화를 핵가족 제도로 

인한 ‘문제’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서술로 인해 현대 가족 

의 다양한 구성이나 형태가 그 자체로 문제나 ‘어두운’ 측면으로 묘사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서술되면서， 부부간의 성별분업에 대한 논의도 갈등문제로 

비춰지거나 이혼과 같은 또다른 가족의 형태를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 문제’ 

로 조망하는 한계가 보인다. 

그러나 핵가족 제도가 널리 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부모가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가족끼리 함께 하는 시간과 기 

회가 줄어들었으며， 7r족 구성원의 수도 적고， 부모나 자식이 하는 일도 달라져 

가족간의 이해와 협동심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으며， 가족 구성원의 

수도 적고， 부모나 자식이 하는 일도 달라져서 가족간의 이해와 협통심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다. 또 결혼과 동시에 독립하여 부모와 멀리 떨어져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노인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예절학습 기회의 부족，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청소년의 탈선과 이혼의 증가와 

같은 어두운 측면도 늘어나게 되었다 

중1 도덕(대한출판λh 2001:160) 

급속한 산업의 발달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편리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문화 

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는 자녀 문제， 노인 문제， 이혼 문제를， 사 

회적으로는 도시의 비대화와 환경오염을，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 

과 세대 간의 대화 부재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중3 기술· 가정(홍진 P&M, 2002:10)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부부 

관이 무너지고，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평둥한 부부관계가 강조되면서 남편 

과 아내의 역할 분담을 둘러싸고 갈퉁이 생기고 있다. 특히， 맞벌이는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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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아지면서 아내는 남편과 똑같이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어， 부부 사이의 역할 분담 문제를 

두고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이 밖에도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결혼관이 바뀌면 

서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중3 도덕(대한출판λ]-， 2001:139) 

2) 다양한 가족형태를 통한 미래적 가족형태 제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시가 극히 부족하다. 드물게 

입양관계에 관한 가족의 형성을 서술한 사례도 있으나 이 역시 혈연 중심의 가 

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그저 제시될 뿐，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나 구체적 

예시， 삽화， 그림은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혼인과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하여 결합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는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부부가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양자 또는 

양녀로 받아들인 자녀， 즉， 입양관계에 의해 가족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중1 도덕(대한출판사， 2001:156)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남성이 가족의 

중심이 된 가부장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 예로 

국제결혼이 농촌 노총각만을 위한 결혼처럼 서술되어， 한국땅에서 함께 사는 

여성은 여전히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서술하는 문제 있 

는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대이삼식 외， 2005). 다문화적인 국제결혼의 모습 

을 보여주기보다 이주여성들을 ‘한국화’하는 서술의 문제를 비롯하여， 이와 같 

은 국제결혼 ‘가족’에서 진행되는 7싸노동의 성별분업 고착화를 전혀 문제제 

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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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활동〉 

다음은 우리 나라의 농촌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이다. 

“농촌총각과 외국인 며느리" 30대 중반을 넘겨서도 가정을 이루지 못한 총각 

은 00군에서만 500여명에 이른다. 대한 적십자사 봉사회 00군 회원들은 

1997년부터 이들의 결혼을 주선해오고 있다 일본， 대만， 필리핀， 그리고 최근에 

는 베트남까지 처녀를 찾아 맞선을 보게 하고， 국제결혼에 따르는 절차들을 보게 

하고， 국제결혼에 따르는 절차들을 함께 밟아주는 일이다. 지금까지 결혼에 이른 

부부는 130여 쌍에 이른다 결혼 초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많지만 대부분이 

아들 딸 낳고 잘 산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 주민들의 보수적인 결혼관으로 어려 

움이 적지 않다. 기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총각도 많다. 농촌 노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이해와 보살펌이 절실하다. -00 일보 2聊 5.16

“필리핀 주부모임” 이 모임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기와 남편， 시어머니 등 

가족들에 대한 애교스런 불만으로 시작된다. 회원들이 다 모이면 된장찌개， 김 

치찌개 끓이는 방법과 불고기 요리법， 김치 담그는 법 등을 주로 배운다 요리 

가 끝나면 한국말을 공부한다 선생님은 따로 없고， 회원들이 각자 남편한테 배 

운 말들을 자랑하면 발음 등을 서로 교정해주면서 함께 배운다. 또 모임때마다 

한국 노래를 배운다. 파란 눈에 까무잡잡한 피부 등 생김새는 다르지만 이들은 

어느새 평범한 한국의 아내， 며느리로 바뀌었다 -00 일보 2뼈 3.14 

중3 사회(중앙교육진흥원， 2002:172)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3인 

가족， 혹은 4인 가족 이외의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 

으로 묘사하는데，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구성의 경우에는 매우 궁핍 

하게 묘사한다. 한 예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례라고 하면서， 여성이 중심이 된 

4인 가족 이외의 가족구성을 궁핍화하는 것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 가족을 내용이 아닌 구성의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상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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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어느 개발도상국의 한 가족. 엄마와 아이 5명， 할머니 장면: 궁핍해 보임 

중3 사회(금성출판λ}， 2001:172) 

3. 성평등한 가정문화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가. 가족의 구성과 해체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형식’의 측면을 검토해본 

다 형식의 측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나 규모 

의 변화에 대한 서술이 성평등의 내용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가족형성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여자 짝 기근’이라는 남녀 성비의 불균형의 

인구문제를 결혼의 불균형으로 이어 설명하는 방식이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지 

속된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이나 ‘자녀를 가지는 

것’을 인간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제시하면서 결혼과 가족을 필연적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형식의 측면에서 어 

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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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J 남녀 성비 불균형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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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문화(대한 교과서， 2002:206) 

우리는 성년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교육시키며 

자녀가 성장한 뒤 결혼을 시키고 노년을 맞게 된다. 

기술· 가정(법문λ}， 2003:206) 

인간은 자녀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영속성과 생명 창조의 성취감 그리고 부모 

라는 지위 획득의 자랑스러움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녀와 깊은 애정 교환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자녀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성숙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기술· 가정(형설출판사， 2005:41) 

[그림 4-17J 전통 흔례 및 오늘날의 결흔 모습 

자료: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3:115) 

중학교 교과목과 달리 특히， 기술·가정에서 가족과 결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결혼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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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변화하는 결혼제도의 다양성이나， 결혼 

이 필수적이지 않고 선택사안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 

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핵가족의 전형화가 다른 형태의 가족 

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그 

러나 이런 시각이 사회， 도덕 교과목과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며칠 전 승아는 사촌 언니의 결혼식에 갔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하는 언니가 부러웠다 그런데 언니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승아는 장래에 자신도 사회생활을 그만두고서라도 결혼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과연 결혼은 필수인가， 선택인7꺼 또는 부모가 될 것인7}， 말 것인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7꺼 

기술· 가정(교학사， 2005:21) [나의 생활설계] 

현대사회에서는 결혼 여부가 성인의 기준은 아니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 

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결혼과 그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 문제로 

사회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회 활동을 더욱 중시하는 사람들은 결혼보다는 독신을 선택하 

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120)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결 

혼 자체가 선택 사항이 되었다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기 위하여， 또는 가정생활 

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 

하여 독신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기술· 가정(대한교과서， 2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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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최근에는 독신도 선택가능한 생활방식이 

라는 생각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지고 사 

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독신을 결정하기도 한다 

기술· 가정(법문λ}， 2003:11) 

가족생활 주기는 핵가족을 기본으로 하므로 무자녀 가족， 편부모 가족， 독신 

가족， 재혼 가족 동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는 전형적인 가족생활 주기가 맞 

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생활 주기에 맞추어 볼 때 핵가족 이외의 다양한 형태 

의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으나， 모든 가족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술·가정(교학λ}， 2005:23) 

2) 가족규모， 형태의 변화 

가족규모의 변화와 여러 가족 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무 

자녀 가족을 개인주의로 인한 결과로 설명한다거나 독신 가족을 결혼 연령의 

증가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듯， 다양한 가족의 변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의 다양화를 자칫 가족의 위기나 핵가족 형태에 대 

한 위협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 

가족 구조에 있어서는 평균 가구원 수가 1960년 5.6명 에서 1995년 3.3명으로 

감소했으며， 3세대 이상의 가족은 줄고 1인 가구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또한 독신 가족， 무자녀 가족， 노인 단독 가족， 편부모 가족， 재혼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 가정(형설출판사， 2005:11) 

우리나라 가족은 가족 수의 감소로 인하여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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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이상의 가구가 2세대 혹은 1세대로 단순화되고 있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농촌에는 노인 단독가구가 늘고， 결혼관의 

변화나 이혼율 증가 등에 따라 편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독신， 재흔 가족， 별 

거 가족 등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기술· 가정(교학연구사， 2003:1이 

부부와 그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가족의 증가 

와 함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아내， 주부，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기대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맞벌 

이에 의해 나타나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 

안을 탐색하여 생활에 적용하는 적극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 사회에 

서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편부모 가족과 재흔 가족에 대한 관심이 

더욱요구된다. 

기술·가정(교학λ}， 2005:34)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편견을 자제하려는 

서술 방식을 보이지만， 전통윤리 과목이나 법과 사회 등의 다른 과목에서는 이 

혼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서술하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표현으로 설명함으로 

써， 이혼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온존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이혼의 특성 중 하나는 평균 결혼 기간이 8.4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혼 초기의 이혼이 많은 것은 제대로 준비가 되 

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할 때문일 수도 있다 여지껏 우리는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을 나이에 맞추기보다 

는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결혼 

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 가정(법문λ}，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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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붕괴의 문제이다 완전히 다른 가정에서 자라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혼인 생활을 하 

는 데에는 위기가 오게 마련이지만， 개인주의적 사고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 

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매우 충격적인 일이 

라서 일생 동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 

서 자라난 사람들은 꿋꿋이 성장하여 자신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으로 일탈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5이 

이혼은 혼인의 본질에 비추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은 틀림없다. 이혼은 오 

랫동안 엄격히 금지되어 왔으나， 근대 이후 인류의 역사는 이혼의 자유를 인정 

하는추세로 변하였다 

법과사회(교학λh 2003:5이 

가족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제대로 서술되거나 설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증가문제는 매우 커다란 사회 현상의 하나임에도 불구 

하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주여셈남성들은 ‘근로자’로서 조망되는 경우 

에서만 비춰진다. 함께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는 이주 여성/남성들을 한국 ‘가 

족’의 다양성으로 포괄하는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한편 일곱 핏줄이 

모인 한가족에 대한 설명처럼 극히 적은 비중으로 ‘입양’한 가족을 직접 소개 

하는내용만 있다. 

〈일곱 핏줄이 모인 한가족〉 

박형규 씨네 가족은 식구의 숫자로만 보면 전통적인 대가족처럼 보인다. 하 

지만， 박씨네 가족은 공동체 가족으로 대안 가족， 이른바 ‘신가족，(new farr뼈의 

한 유형이다 박씨 가족은 먼저 아내 양임씨와 박씨 아버지 박정근씨를 비롯해 

11명의 아이들까지， 무려 14명이나 된다 아이들이 많은 까닭은 친자녀 둘에 셋 

을 입양한데다， 복지 지설 등에서 여섯을 데려왔기 때문이다. 박씨네 집은 아 

침， 저녁으로 식사 때가 되면 시끌벅적 늘 잔칫집 풍경이라고 한다 박씨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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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가족은 나와 아내， 아이들 성씨가 다 달라서 모두 일곱 핏줄이 모여 한가족 

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한다. 가족 해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가족의 개 

념에 대해 한번쯤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다. - 00주간지， 1999.12.30. 

사회 · 문화(대한교과서， 2α)2:108) 

[그림 4-18J 이주노동자들의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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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3:232) 

나. 가족 안에서의 관계 

가에서 살펴본 형식의 측면과 함께 이번에는 ‘내용’의 측면을 고찰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먼저 가족 내에서 ‘성평등’을 제약하는 가장 일차적인 요소로 지 

적되는 성별분업에 대한 교과서 내용의 진단과 서술을 살펴본다. 성별분업이 

일차적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부관계에서의 문제이지만， 그 다음으로 이 

내용이 세대간에 어떤 방식으로 성평등하게 전달되는지도 살펴보고， 아울러 한 

국사회의 가족내 문화에서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 혹은 노인부양이나 돌봄노 

동 같은 상황에서의 성평등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1) 성별분업 

여전히 성별분업을 고착화하는 설명들이 ‘전통’적인 측면에서 강조되거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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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그러했음을 당연하게 전제하는 부분이 무비판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인류 사회의 최초 형태는 남성들은 사냥을 하고， 여성들은 작물을 줍거나 요 

리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였다 시민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11) 

음양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동양사상에서는， 남녀 어느 한쪽도 혼자만으로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상호 결합에 의해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본 

다. 따라서 남녀는 주어진 성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동시에， 자신과 다른 역 

할을 지니고 있는 이성의 존재를 존중해야 한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11잉 

의도적으로는 성역할의 분리를 지양하며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여성의 역할은 가사와 육아에 국한된 집사람으로， 남성은 사회 활 

동과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 바깥사람이라는 전통적인 남녀관을 반영하는 사 

례가 많대이삼식 외 '2005). 구체적으로 도표를 통해 바람직한 가사분담의 정도 

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한 성역할이 달라진 설명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함께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정 내의 문 

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서술을 드러내고 있다 

〈삽화〉 초대와 행사의 준비 과정에서 장보고 음식 만드는 일을 모두 여성이 

하는것으로묘사. 

〈삽화〉 청소와 정리정돈: 여성이 청소하는 방변 

기술· 가정(교학연구λ}， 2003:66, 6잉 〈초대와 행사의 계획준비〉 

특히 가사노동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으로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교 

육， 일상생활의 가사 등에 있어서 앞으로 남편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가정(형설출판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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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는 삶의 동반자로서 상호 갈둥이 있을 때에는 서로 대화로 해결 

하도록 노력하고， 양자의 주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하 

며， 집안일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118) 

[그림 4-19J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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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3:118) 

[그림 4-20J 가정 내 성역할 변화 

“아내의 사회진출을 놓고 화합을 이루지 못해서 붕괴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 

면， 결혼을 사회 진출의 장애물로 생각하여 독신을 고집하는 남녀도 많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3:121) 

주부의 취업은 가족원 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중 역할 수행에 다른 과중한 부담으로 가족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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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가사를 분담하 

여 역할을 조정해 나가야겠다. 

기술· 가정(법문새 2003:192) 

부부간의 역할 분담과 권력구조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으로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기혼 여성의 취업 증 

가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교육， 일상생활의 가사 둥에 있어서 앞으로 남편 

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 가정(형설출판사， 2005:11) 

7싸노동을 공동으로 분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 

는 서술이 눈에 뜨인다. 특히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국가정책의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이 부분은 기술· 

가정 교과서의 서술에서 눈에 뜨이는데， 성평둥한 가족문화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성권의 강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라마즈 체조， 호흡법 등을 배우는 임산부 교실 등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술·가정(법문λh 2003:1이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났으며， 

이제는 전국적인 모임으로 확산되었다. 딸사랑 아버지의 모임. h빼:I/www. 

daughter1ove.org 

기술·가정(법문사， 2003:1잉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청소년 117 

주는 일을 담당하였고， 아버지는 경제적， 물질적인 측면에서 가족 부양의 책임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가정에서의 남 

녀 역할이 변화하면서 자녀 양육 면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아버 

지들의 관심이 또한 커짐에 따라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 가정(형설출판사， 2005:41)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단지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 

에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 가정(교학연구새 2003:42) 

자녀 양육을 어머니의 책임으로만 인식하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녀의 발달과 평등한 부모 역할을 위 

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형 

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국가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 가정(교학λh 2005:30)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에도 좋을 

뿐 아니라 남성들 자신에게도 많은 보람과 자기 계발의 기쁨을 느끼게 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자녀를 키우는 것이 현대 사회의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일 것이다. 

기술· 가정(법문사， 2003:1잉 

2) 세대간 관계 및 성평등 자녀교육 

중학교 교과서 내용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강조하는 내용과 다소 다르게 세대 

간의 차이를 갈등으로 보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서술도 눈에 뜨인다. 또한 

직접적으로 가족 관계 내에서 의견 차이가 일어나는 상황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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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가족의 문제로는 주로 세대간의 갈등， 결혼 생활의 불화로 인한 별거나 

이혼， 가족의 문제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의 증가 등이 있다. 

기술· 가정(대한교과서， 2001:13) 

생활문화의 변화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생활양식이 

나 가치에 있어서 세대 차이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가 세대 차이가 세계에서 가 

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세대 차이가 반드시 세대 갈등 

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190) 

의례의 방식에 대하여 세대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 

갈 수 있을까 이야기해보자. 

기술· 가정(법문새 2003:191) 

성평등한 가족문화는 세대간 전수의 맥락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부부간에 가사노동 분담뿐만이 아니라 성평등한 자녀교육이 필요한데， 기존의 

고정된 성역할론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기도 하고， 자녀들 

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의 서술을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있 

다 특히， 부모세대의 모범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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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고정적 성역할을 주입하는 자녀교육 

자료: 사회문화(대한교과서， 2뼈:61) 

고등학교 2학년인 영희는 음악을 전공하여 성악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음악 학원에 다니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에서 수업이 끝 

나면 밤 10시가 조금 넘는 시간인데， 배가 출출해서 친구들과 떡묶이라도 사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부모님께서 꼭 야단을 치신다. 여자는 너무 늦게 다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오빠는 나보다 더 늦게 들어와도 야단은커녕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며 간식까지 챙겨주시면서 야단을 맞지 않으려고 친구들과 헤어져 혼 

자 오는 날은 너무 속상하다 이것뿐이 아니다. 왜 우리 사회에는 여자이기 때 

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 많은지 .. 나도 남자로 태어날 걸 ..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110) 

21세기에는 가사 분담이 보편화될 뿐만 아니라 부부가 집에서 하는 일의 경 

계가 허물어진다. 따라서 남자 아이에게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가르치는 것은 

이제 필수이다. 성별에 따른 직업 구별이 무너지고 취업 여성이 증가하기 때문 

에 여자아이도 집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여자 아이에게 현모양처형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적극성과 모험심을 키워 주어야 한다 전통적인 남녀 

역할 분담에 따라 ‘남자는 씩씩하게， 여자는 양전하게’ 키우기를 고집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길을 막을 수도 있음을 부모들은 알아야 한다 

기술· 가정(교학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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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많은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독립적이고 평등한 인관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고 집안일을 분 

담시키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12이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모방함으로써 형성되므로， 

부부가 집안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양성적으로 조화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 가정(대한교과서， 2001:33) 

세대간 성평등한 문화를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족 내의 가족 

일을 가족원 모두가 평등하게 분담하는 내용에 대한 강조도 눈에 뜨인다. 그러 

나 성별로 고정된 역할 분담을 함께 공동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언급이 연령에 

따른 차이나 다른 사안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당위적으로 제시되는데 

그치고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직업 노동을 병행함으로써 노동 부담이 커지므 

로 가족원 간에 7싸 노동을 적절히 배분하도록 한다. 

기술· 가정(법문사， 2003:213)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고， 

가족원 모두가 함께 일을 나누어 하는 민주적인 가족 관계로 변화하였다 

기술·가정(금성출판사， 2005:12) 

가족 관계가 아버지 중심의 수직적 관계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관계 

로 변화하고， 성 역할에 관한 고정 관념도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였으며， 가사와 육아에 남성의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가사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상호 협조 및 역할 분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기술· 가정(천재교육，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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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부양이 나 돌봄노동 

전체적인 서술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나 현재 가족이 당변하는 문제를 ‘개 

인주의’의 폐해로 단순화시켜 설명하는 문제가 있다. 나이든 부모와 자식이 따 

로 사는 것을 소원한 관계로 묘사하면서 함께 사는 것만이 ‘자연스러운’ 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현재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않는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노인의 소외 문제 

를 비교하는 방법 또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개인주의 문화의 또다른 폐해는 노부모 부양 문제이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는 모든 생활을 개인이 각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늙어서도 자식들에 

게 의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양의 노인들은 자식들과 소원하여 양로원에서 

홀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늙어서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것은 거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던 생활모습이었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59)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애정만이 강조되면서 자녀와 함께 λF는 노인이 

가족 내에서 소외되는 문제나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 둥 노인문제가 심각해지 

고있다. 

기술· 가정(법문새 2003:193) 

많지는 않지만， 노인문제를 사회와 가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루는 교과서도 있다. 또한 노인의 입장에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내용 

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족의 문화와 더불어 노인과 관련된 내용 

을 ‘문제’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와 

가정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기술 · 가정(금성출판사，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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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동거형 주택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확대 가족제 

도를 도입하여， 노인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다. 고령화 

사회가 형성되고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수요가 높아질 새로운 주택 

유형이기도하다 

기술· 가정(교학λ}， 2005:12)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성인 자녀들은 노인 부양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노부모 스스로도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흔자 사는 노인의 증가로 인한 노인 문제가 섬각 

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술· 가정(형설출판사， 2005:12) 

노부모 부양의 문제를 언급할 때는 거의 항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설 

명과 연결짓는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문제의 근원으로 히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돌봄이나 부양노동을 원래 ‘여성’의 업무인 것처럼 전제하며 설명한다 

오늘날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족원의 역할분담，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동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 가정(금성출판사， 2005:12) 

우리 가족은 할머니， 부모님， 나， 남동생으로 다섯 명이다 부모님은 모두 직 

장에 나가시고 나와 남동생은 학생이다. 그런데 늦게 퇴근하시는 엄마 대신 가 

사의 대부분을 담당하시던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 

기술· 가정(형설출판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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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과 사회의 관계 

1 ) 경제변화와 가족 

경제변화와 가족을 설명하는 내용은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경제변화만을 중심축으로 설명한다. 이를 테면 전통 농경사회의 대가 

족 제도와 현대의 핵가족 제도의 대립만으로 경제변화와 가족관계로 설명한다. 

따라서 1960년대 산업화 이후 2뼈년까지 때여년에 걸쳐 진행된 빠른 속도의 

가족관계나 형태 변화를 경제적 단계의 변화와 연관시켜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그리고 추상적인 다양화만 문화의 특성으로 제시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벼농사 중심의 농경사회였으므로，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대가족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위계 구조 

의 가족 형태가 나타났고，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인해 친족의 영향력도 강하였 

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전개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직업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이동 또한 잦아졌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수가 급격히 감 

소하여 핵가족화되었다. 

사회문화(대한교과서， 2002:102)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 발달로 인해 전통 사회의 대가족 제도가 분리되면서 

가족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족 제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 

전통사회의 대가족 제도가 분리되면서 부부 중심의 소수 가족이 늘어나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 

회활동 증가로 비동거 가족， 맞벌이 가족， 노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 가정(금성출판λ}， 2005:11) 

21세기의 세계의 가족문화의 특성은 한마디로 ‘유사성의 증가’와 ‘다양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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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가정(법문사 2003:198) 

구체적인 경제단계별 가족과 사회의 연계가 설명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의 

변화는 모두 여성의 취업과만 관련되어 주로 설명된다. 즉， 가족관계나 가족문 

제를 단편적인 도식화로 제시한대이삼식 외 2005). 이런 서술 방식에서 특히 

여성의 취업이 노인부양이나 출산율 감소 등 전통적 가족형태를 바꾼 일차적 

원인처럼 서술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상승하여， 통계청 

의 보고(1998)에 의하면 전체 여성 취업자 중 기혼 여성의 비율이 74.9%에 이 

른다. 그리고 취업 부부가 당변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 및 교육인 것 

으로나타난다. 

기술·가정(법문새 2003:25) 

소득의 증가에 따른 인간 욕구의 다양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인구의 노령 

화나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인 변화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 

문화를 바꾸어놓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특히 전통적 가정 생활문 

화의 바람직한 면을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조화시켜 새로운 가정 생활문화 

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민주적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 가족 내의 민주화 

는 가사 노동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 

발해짐에 따라 가사노동은 여자가， 직업 노동은 남자가 한다는 성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어느 한 사람에게 과다한 노동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 

담이 필요하다. 

기술 · 가정(법문λh 2003:203) 

취업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아기를 어린이집J 유아원 등의 보육기관에 맡 

기는 가정이 늘고 있다. 또한 방과 후에 이런 보육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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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자라나는 아동의 복지와 건강한 발달은 개개 가정 

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및 미래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육아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이 

야기해보자 

기술·가정(법문λ1-， 2003:2꺼 

2) 다양한 가족형태를 통한 미래적 가족형태 제시 

기존의 핵가족 형태를 넘어선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시하는데 역시 인색하며， 

입양에 대해서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술·가정 교과서도 상당수 있다. 

입양을 디루는 내용에서도 한편으로 여전히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삽화〉 다양한 가족 삽화 소개에 ‘입양아 가족생활 삽화’ 포함. 

기술· 가정(교학연구사， 2003:35) 

혈연 중심의 동양과는 달리 [서양의 7]-족] 은 자녀를 입양하여 키우는 것에 

많은 보람과 의미를 가진다. 

〈사진〉 미국의 입양7쁨의 모송 백인 부모가 유잭인 0찌를 각각 안고 있는 모습. 

기술· 가정(대한교과서， 2001:13) 

일반적으로 가족은 혼인과 혈연을 통해 형성되지만， 입양에 의해 가족 구성 

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 

다 (중략) 사회가 분화되기 이전에는 친족 관계가 사회 조직의 중심을 이루었 

으나， 사회 조직이 다원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구성원들에 대한 친족의 영향 

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도시화， 분업화， 개인주의화 

된 현대 사회라 할지라도 인간은 친족관계에서 완전히 유리될 수 없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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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사회문화(대한교과서， 2002:98) 

이러한 혈통의식에 따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동성동본의 금혼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혈연적 가족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 부계의 혈연적 연속성을 유지 

하기 위해 ‘남아선호’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 

되고 있고， 혈연적 가족 의식이 중시되어 고아를 해외에 입양시키면서도 국내 

에서 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35) 

입양을 통한 가족형성 이외에 다른 가능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여전히 ‘문 

제’의 시각에서만 바라본다 한국 내에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하거나 모순적인 내 

용을 혼합하기도 하면서 하나의 가족형태를 하나의 국가에만 해당하는 기이한 

정형화를 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높아 가는 이혼율이나 가정 내에서의 폭력， 버려진 아이 등을 

보면서 결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응}는가 알아보자 

기술·가정(법문λ}， 2003:12) 

일찍 부모가 된 경우 결혼 생활이 불행하기 쉽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은 부모 

됨이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5，뼈명 이상의 미혼모가 아기를 낳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10대 임산부는 1991년 전체 입소자의 

24%에서 점차 증가하여 올 상반기에만 63%에 달하였다 성·피임에 대해 자세 

히 안다고 응답한 미혼모는 4%에 불과해 피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00.10.31. 0 0 일보 

기술·가정(법문λ}， 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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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는 ... 젊은이들이 보통 10대 후반에 동거를 시작할 때 주위에서 

는 이들의 독립을 축하해 준다. 

기술· 가정(교학연구사， 2003:15) 

유럽과 북미 가족의 가장 큰 특정은 가족 내 개인주의이다. 이로 인하여 자녀 

를 갖지 않는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독신과 동거가 보 

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가족 내 성평등과 역할 공유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성평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기술· 가정(지학λ}， 2005:1끼 

미국의 가정생활은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평등의식이 강하여 육아와 가 

사를 공동으로 책임진다. 또한 일과 사생활을 확실히 구분하고， 휴일은 가족과 

함께 보낸다. … 그러나 미국의 가정도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편부모 가정의 

증가로 자녀 양육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낳고 있다. 

기술· 가정(천재교육， 2002:16-1꺼 

기술·가정 과목에서만 두드러지게 미래가족의 형태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 

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미래처럼 제시하여 혼돈을 안겨준다. 일부 미 

래형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핵심으로는 가사노동의 분담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 

고 또한 혈연공동체를 넘어서는 생활공동체， 패치워크형 가족， 코하우징 등 실 

제로 대안적 형태를 미래형으로 제시하는 서술도 간혹 눈에 뜨인다. 

미래의 가정의 모습은 성역할의 평등으로 인한 취업 여성의 증가에 따라 부 

부가 맞벌이하는 가정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평 

등주의적 가족 이념과 공평한 역할 수행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술· 가정(교학λ}， 2005:1끼 

앞으로의 가족의 형태는 독신자， 자발적 무자녀 가족， 편부모가족， 계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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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수정 확대가족 혹은 수정 핵가족， 4세대 가족， 동거 가족， 미혼모·미혼부 가 

족， 공동체 가족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가정(교학연구사， 2003:13)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고， 

가족원 모두가 함께 일을 나누어 하는 민주적인 가족 관계로 변화하였다. 

기술· 가정(금성출판사， 2005:12) 

앞으로는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 규모가 3-4명 정도의 소수인 가족이나 

1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가족 형태가 더 

욱더 다양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 가치관은 평등주의의 방향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고， 기혼 여성의 취업 증 

가로 가족 역할의 변화도 촉진될 것이다. 

기술· 가정(형설출판사， 2005:1키 

2010년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태. 오전 6시 반， 주부 신미레는 창밖의 새소 

리를 들으며 깨어나고 남편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한다. 그 동안 신씨는 초등학 

생인 남매의 등교준비를 돕는다. 이들은 크든 작든 가사와 육아에 관해 철저하 

게 공동책임제를 고수한다. 

기술·가정(교학λ}， 2005:19) 

가족이란 한 주거 공간 안에 사는 부부와 혈연으로 맺어진 그들의 자녀로 구 

성된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어， 유대감을 나누며 서로 협조적인 생활 공 

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술· 가정(대한교과서， 2001:12)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주거， 독신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생긴， 개인 생활과 공동생활의 조화를 이룬 주거를 코하우정이라고 한다. 

기술· 가정(두산，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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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활동 2 미래에는 어떤 형태의 가족이 나타날까? 

“이러한 가족형태를 패치워크형이라 하는데， 서양에서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 

의 가족 형태는 이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패치워크는 쓸모없는 작 

은 천 조각들을 잘 배치하고 꿰매 아름답고 실용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수공예 

를 말하는데， 패치워크 가족이란 조각보처럼 여러 인간관계들이 복합적으로 구 

성되어 가족적인 유대감을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 “동거 가족， 한 부모 가족 

등 훨씬 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할 것이라고 미래 학자들은 예견한다. 동 

호인 가족， 공동체 가족 따위를 이루는 변형 1인 가구가 동장할 가능성이 높다 

는 예측도 있다” 

4. 가족문화 관련 청소년 교과내용의 개선방안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초점으로 청소년 교과내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다양 

한 측면에서 내용수정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만을 비교하면， 중학교 내용에 비해 고둥학교 교과내용이 한걸음 더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서술이 당 

위적인 차원에서 그쳐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두드러지지 못한다. 

교과과정상의 형식적 측면에서 첫째， 중학교 교과과정에도 고동학교의 기술· 

가정에 준하는 내용이 포괄되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 

교 교과서의 내용이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근접하게 분석되는 것은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교과내용이 포괄되었기 때문이다. 도덕과 사회과목에서 특히 전통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문화’에 관해 전통적인 방식을 이상으로 제시 

하여 현대의 특성을 하나의 일탈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조망하는 측면이 상당수 

를 차지한다. 중학교에는 고동학교 교과과정의 기술·가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강할 교과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으 

로 개선되면 좋으리라는 생각이다 

둘째， 교과서의 과목별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이 도덕교과 

서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와 기술·가정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접근방식과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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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에서 편차가 커서 학습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일관성을 견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문화의 내용이 

기술· 가정과 같은 ‘가정’을 초점으로 하는 교과목에만 편중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에서 요청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가정을 사 

회와 구분된 하나의 범주로 상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도 포괄하기 때문이다 

기술·가정의 교과목이 통합되었지만， 내용변에서 기술과 가정이 유기적으로 조 

화를 이루고 있지 않고， 가족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가정’ 과정에 국한되어 있 

다. 기술과 가정을， 가정을 기술과 연결시키는 유기적인 시각으로 가정， 가족문 

화가 사회문화와 연계된다는 재구성이 필요하다. 

내용의 측면에서 첫째， 전반적인 서술에서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거한 교육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민무숙 외， 2006:33) 때문에， 성평등 

한 가족문화 자체에 대한 접근은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일관되지는 않지만， 다 

양한 방향과 각도에서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 

된 틀을 구성하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덧붙여 당위적인 서술을 피해 청소년들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삽화나 그림에서 서술 

과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더 

욱요청된다. 

둘째， 가족의 형식적 측면을 둘러싸고 다양한 가족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전통가족 대 핵가족이라는 대비는 현대 사회를 포괄 

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내용이 뒤쳐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가족문화 자체를 경직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본 인식틀이 형성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열린 자세로 가 

족을 바라보게 되면 가족문화에서 진행될 다양한 관계를 일차적으로 남녀 성별 

구도를 념어서서 고민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가족 내에서의 관계에 대해 7싸노동 분담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차세대에게 이런 평등관계를 어떻게 전수할 것이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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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고령화 시대의 도래를 고려할 때， 노인세대와는 어떻게 관계 맺기 

를 할 것인지도 다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즉， 청소년의 현재， 그리고 가족을 구 

성할 미래만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가족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정책의 측면과도 

연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3인 가족 혹은 4인 가족 내의 성평등한 7싸노동 분담을 기본으로 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넘어 사회적으로 성평둥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가족문화를 ‘정상’으로 바라보거 

나 단일한 가족형태를 고착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구성의 

다양한 내용의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가능함을 원칙적으로 제시하는 서술이 포 

괄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여성의 혹 

은 어머니의 직장생활과 가정의 양립， 남성의 혹은 아버지의 직장생활과 가정 

의 양립 문제를 성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평둥한 

가족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절 국내외 성평등한기족문화관련 법·제도현황 

1. 국내외 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한 법과 제도의 측면도 교과서 분석에 

서 활용한 범주화를 토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기초적 법과 제도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내용적 측면을 

보충하거나 지원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사회와 연관된 가족문 

화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덧붙여 보고자 한다. 

가.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형식적 구성을 위한 법·제도 

이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족관련 법에 관한 내용을 성평등을 초점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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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을 기본으로 검토하면서 관련사안별로 해외 사례를 

비교하려고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족에 관한 관련법은 민법과 여성정책 기본계획 하에 추 

진되는 「가족정책기본법」이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영유 

아보육법」， 「남녀고용평둥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일부가 가족문화와 관련된다 

1) 남성 가장 중심의 부계적 가족형식 극복 

한국에서는 성평둥한 가족문화형성으로 향한 일차적 단계로 호주제의 폐지를 

언급할 수 있다. 호주제의 폐지에 따른 민법개정안(2008. 1.1)은 다른 무엇보다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계보를 양성으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 

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개챙긴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778조， 제780조，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제779조.). 

또한 ‘자녀의 성(뼈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 

지만，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제781조제1항)으로써 형식적인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기초를 다질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또한 한번 정해지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 

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제781조제6항) 하여 변화의 가능성에 대 

해서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후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에서 성 

평등의 원칙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1996년에 시행된 한국의 여성발전기본법 제 19조 (가정교육) 항목에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 항목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 헌법 제24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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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기본적 정신에 기초하여 

가계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에서 ‘집’이 폐지되어 결혼 시의 

성씨의 결정이나 친권， 부양， 상속 등 모두가 남녀의 본질적 평동에 기초해 법 

률상 가정생활에서 남녀평등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대정해숙· 김 

연， 2002:38-3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를 통해 남성 가장 중심의 부계중심의 

가정문화가 형식적 측면에서부터 양성 모두를 함께 고려하는 성평등으로 방향 

을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성평등 가족법의 제도화와 내용변화 

독일은 1966년에 제정된 독일민주공화국의 기본법에 제시된 혼인 및 가족법 

에 입각한 가족 모텔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남녀의 평동 

권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는 부부와 그 자녀는 기본적인 사회집합체로서 직장， 

학교와 공공생활 등의 집합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도 함께 명시되어 있 

대강점숙 외， 2003). 스웨덴에서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이 논 

의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족생활에 관한 중요성과 책임을 증대하는 제 

도개선이 모색되었다H敏， 1992; Leria, 2002; 윤홍식， 2000b 재인용). 

한국에서는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통해 가족관련 법 

및 정책의 제도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2뼈년 ‘건강가정’기본법7)01 마련되는 과 

정에서 병행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제 1차로 2006-2010년까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족정책의 정책비전으로 ‘가족 모두 평동하고 행복한 사회’ 

가 제시되었다. 비전에 따른 정책목표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 

화 실현 그리고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총 6가지의 정책과제가 제시되는데， 이 중 다섯 번째 정책과제가 ‘평등한 가족 

7) 한국에서 최근 추진되는 여성관련 법안은 용어선정을 둘러싸고 여성운동단체나 여성주의 연 

구자들 그리고 정부 간에 의견이 배치되고 있다. ‘건강가정’이 일정한 형태(3인 혹은 4인의 이 
성애 가족구성)의 가족을 소위 ‘건강한’ 가족으로 전제하고 그 밖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불 
건강 혹은 비건강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건강가정지원법’은 ‘가족지원법’으 

로 개정되는 과정에 있다 이 법안과 연관되어 있는 센터의 명칭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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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후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3)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논의 

각 국가별로 성평동 내용을 구체화하는 일환으로 부부간의 재산을 둘러싸고 

성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진행되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1985년 개정 

을 통해 부부가 공동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남편이 더 이상 단독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 부부재산법상 남녀평등의 기반이 확보된다{조은희 · 전경근， 

2뼈) 또한 독일에서는 1957년 남녀동권법에 의해 잉여공동재를 법정재산제로 

결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남녀평동의 기본원리가 부부간의 재산관계에도 적용 

되어야 함이 명시되었으며， 재산처리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규정하 

고， 각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이 동동하게 취급되고 있다{조은희 · 전경 

근， 2004). 

한국에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일차적으로 부부간의 평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양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와 부부 

공동재산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대한국여성개발원， 2006). 부부재산 

제에 관한 문제제기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부부재산제도가 “별산제를 택함으로 

써 일방의 배우자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측면과 “재산형성에 대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되었대박선영， 200이 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주요 골자는 7}.사노동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이를 인정함으로써만 부부간의 경제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부부재산제의 개정에 동의하면 

서도 그 방향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자칫 여성의 역할을 ‘주부’로 한정 

하여 다시금 성별구분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둘러싸고 부부별산제 

와 공동재산제로 입장이 구분되고 있다 부부재산제를 둘러싼 이런 쟁점은 매 

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형식적인 성평등이 구체적인 내용상의 성평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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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결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내용상의 성평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 

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처럼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기초적인 법과 제 

도를 수립하거나 확대 개편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하고 있다 

나. 가족 내 노동의 성평등한 분담을 위한 법·제도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족 내 노동， 

특히 아동의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노동에 관한 사회적 책임， 성평등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도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대 전제 하에 

가사노동 공동부담， 육아휴직제도，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확대， 모성 개념의 새 

로운 확장， 돌봄 노동의 사회화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가족’의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고 한다. 

1 ) 가사노동 공동분담 

이 제도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가족법에 의해 부부가 가 

사노동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에 기초하 

여 가정에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독일 남녀동등화법(BGleiG)을 통해 시간제 근 

무나 휴가를 요구할 수 있대민무숙 외， 2뼈:12이.7μ}노동 공동 분담에는 특 

히 부인이 자녀를 가진 취업모인 경우 남편은 까}를 돕는데서 더 나아가 구체 

적인 가족상황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대강점 

숙 외 2(03)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문제의 접근은 

가정의 일과 사회생활의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시작되었다. 일과 가정 

의 양립을 제약하는 문제로 남성의 장시간 노동이 지적되었다 남성이 장시간 

노동이 여성의 가사， 육아부담의 집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남성이 육아， 개호， 

가사노동이나 지역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일과 생활의 균형의 실현을 위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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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숙， 2뼈:61) 엔젤플랜 3탄인 “어 린이 · 양육응원플랜”에서 특히 이 부분을 고 

려한 대응책을 보강하였다. 

한국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비율은 남성 32분， 여성 3시간 28분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7배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강학중· 유계숙， 

2005:188).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참여가 남녀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면서 효과적인 가족재생산을 위해 여성이 가정에 고착되 

어야 한다는 성역할론이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대김혜영 2뼈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가사노동 공동부담 제도는 한국 사회에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마련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 여성가족부는 부부간에 동반자적 배우자 관계가 정립되도록 

하는 한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고정되지 않고 좀 더 개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부부 7μ}분담 비율을 8.1%에서 15%로 만든다는 지표를 제 

시하고 있대여성가족부， 때이. 이 지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이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성평등성 확보 

7싸노동과 함께 가족 내 성평등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육아에 관한 돌봄 

노동 부분이다 가사노동에 비해 볼 때， 이 부분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해서 

논의되면서 ‘가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직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족의 

측면 특히 남성과 여성의 젠더 균형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성평등 휴가제도 

한국에서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 

며， 생후 1세 미만의 영 öl를 가진 남녀 노동자 모두가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 

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요즘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98.3%, 남성 1.7%로 압도적으로 여성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다(조애저 2005)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모성보호법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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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여성=모성’이라는 원칙을 갖는 측면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에 의해 2002년 ‘소자화 대책 플 

러스 원’에서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이 중심이었던 종래의 대책에서 남성을 포 

함F는 방식이 포괄되었대문옥륜 외， 2뼈; 김명중， 2빠'). 이때 5인 이상 업소 

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업 취득률을 당시 0.33%로부터 10%까지 약 30배 끌어올 

리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독일에서도 1998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서 여성정책의 

주요 기조에서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내에 모와 부가 번갈아 하는 논의가 제시 

되었고， 1999년 육아휴직을 ‘부모시간뀐lternzeit)’으로 전환핸 성평등적 역할분 

담 지원정책이 자리 잡게 되었다{강점숙 외， 200키. 

스웨덴에서도 육아를 남성， 기업， 국가가 함께 책임지면서 여성의 일과 양육 

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이 실시되고 있대김종기， 2005). 이 정책 

은 1970년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육아를 위해 집에 있는 부모의 한 쪽이 390일 

동안 수입의 80%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되는 남성은 육아휴가 

를 두 달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권이 사라지게 된다. 부모수당과 

같은 이 제도를 통해 남성은 가사노동 영역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양육노 

동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인되고 있다. 스웨덴의 이러한 제도는 여성만 사 

용했던 모성휴가가 1974년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용하는 부모휴가로 통합되는 

것과도 맥락이 이어진다{윤홍식， 2oo5b). 그리고 이는 유럽국가로 확대되어 유럽 

전역에서 성중립적인 부모휴가가 제도화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기존의 부모휴가기간에 추가적으로 아버지할당기간을 더해 

총 부모휴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휴가기간 내에 

서 아버지할당기간을 나누는 스웨멘의 방식보다 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홍식， 2005비. 

한편 핀란드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영아양육 및 부인 산후 조리 지원에 참여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유급 출산 후 휴가 및 유급 부모 휴가 기간 중 18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4회까지 분할이용 가능)의 휴가를 아버지가 사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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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대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2뼈4-B). 그러나 위의 보 

고서에 의하면， 시행결과 유급부모 휴개158일)를 어머니가 이용하는 경우가 압 

도적이며 부친휴개18일)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대부분 실제적인 자녀양육을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성 중심의 육아 

휴직제도를 남녀가 함께 하는 방안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는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이루어 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방향전환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저출산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육아휴직제도나 모성보 

호， 모성휴가， 아동수당 지급 등은 ‘일하는 여상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내에 전업주부(여성이든 남성이든)에 관한 고려가 일차적으로 배제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돌봄 노동을 남성으로 확대하 

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또다른 여성에 대한 ‘개악’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 예로 한국에서 2001년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을 들 수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산전산후 휴가 %일이 보장되었지만， 이는 여성노동관련 보호조항을 삭제 

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남녀평등을 조건으로 여성에 대한 야간， 휴 

일， 시간외 근로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임산부 보호로만 한정되는 방식이 

진행된 것이대문은미， 2004). 이렇게 되면， 성평등을 내거는 다양한 관련 법안 

들이 사실상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방식으로 적용되기 이전에 여성 내에서 

맞벌이， 그것도 정규직에 안착한 여성들에게만 적용되고 전업주부나 비정규직 

의 여성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성평동적인 접근 자체를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성을 보호하는 것 자체에서 여성 간의 ‘차이’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생 

시키며 남성에게로 확대하는 방식에서도 역시 일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남성에 

게 확대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측면도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측면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형식적인 제도의 마련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과 동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과정에서 미묘함과 젠더의 불평등함에 놓인 복잡성 

을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새삼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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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족간호휴직제도 

저출산의 대책으로 제시되는 아동에 관한 양육의 측면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평등을 고려하고 특히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때， 노인세대나 간호가 필 

요한 가족원에 대한 돌봄 노동의 대책방안도 덧붙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가족간호휴직제도라는 명칭으로 관련 내용이 시행되 

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해 필 

요한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기존의 성별분업 원리에 의해 주로 여성이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한계가 여전히 지적된다. 따라서 이를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더불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에의 남성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사회적 노동과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성평등 가족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제도 

성평퉁한 가족문화의 사회적 정착을 위해 먼저 내용적 측면의 정책과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런 가족문화를 전체 사회 영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1 ) 성평등 가족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정책지원 

한국에서 가족정책에 관한 지원은 가족지원정책법으로 개정될 예정인 2004년 

의 건강가정기본법 하에 추진되고 있다 가족지원정책법안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의 제3장 건강가;성사업을 ‘가족정책 기본시책’으로 개정하면서 제28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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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정의례와 같은 표현을 지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조문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대변화순 

외 200잉. 개정안은 가족문화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성평등 가족문화’ 항목 

을 ‘평등 가족문화’로 변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05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성평등 가족문화’ 항목을 중점적으 

로 살펴보면， 지역단위 교육 및 문화사업에 대한 센터의 사업 부분이 관련된다. 

이에는 첫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둘째， 

지역사회 가족생활문화의 변화 유도가 포함된다. 첫째에 대한 세부 프로그랩으 

로는 가족관계 향상(결혼전 준비교육， 예비부모， 부모자녀간 ，부부간 의사소통 

교육 등)， 평등한 가족생활 영위(가족 내 역할분담， 가족간 소통， 돌봄의 공유 

등)， 가족구조의 다양성 수용(가족에 대한 의식전환， 가족유형에 적합한 가족생 

활 방식 등)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성평둥한 가족문화 

확산의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지 

원센터는 ‘건강가정’수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센터 실무종사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2005년부터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위탁하 

고 있다 이 센터가 근간이 되어 시군구의 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내용의 원 

칙이 정해지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환경조성의 내용이 상당부분 ‘상 

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내용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 

렵다 또한 결과보고서 등에서 센터를 방문한 인원에 대한 통계만 제시되어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를 통해 제공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성평둥한 가족 

문화’를 이끌었는지를 판단할 근거도 희박하다 따라서 가족지원법이 보다 구체 

적으로 현실적용을 고민하면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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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폭력방지법 

한국사회는 7}족 내 부부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시정하고자 1998년 ‘가정폭 

력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해 가 

정폭력 방지관련 법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보완대책이 계 

속해서 제기되고 있다.2뼈년 7}족정책 시행방안 중에서 “민주적이고 성평등 

한 가족관계 촉진”의 내용으로는 ‘폭력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변화순· 최 

윤정 2뼈)가 제시된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폭 

력방지’와 관련된 부분이 단 두 개의 항목에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3장 제21 

조에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건강가정사업의 세무항목으로 

소개되어있으며， 제26조(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항목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 

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고 언급되는데 그치고 있다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가 

정폭력방지법 개정안에도 상담소와 보호소 설치관련부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문현애 2(05). 

성평둥한 가족문화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 가정 내 부부간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학대 동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여전히 예방교육이나 사후 상담을 통한 교정에 그치고 있는 한 

계가 존재한다. 폭력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설문결과 피해를 입은 여성들 대부 

분은 1차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대정춘숙， 2(03). 기존의 ‘건강가 

정’ 중심의 가정폭력 대처방안은 피해자를 기존의 폭력가족 내부로 돌려보내는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혼’을 원하는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우， 이혼한 이후에 여성이 새로운 ‘가족’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모 

해야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만 보다 

큰 맥락에서 성평등 가족문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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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3인 가족 혹은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성평등 가족문화가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족이나 미혼독신가구， 사실혼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 가족 등은 

법적인 혼인상태나 생물학적인 관계 맺음(임신과 출산)으로부터 벗어나 성적 

(sex뻐) 대안 및 친부모 관계에 있어서의 대안적 측면을 보여 주며， 양성간의 

평등성을 시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대변화순， 2003:9-10).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강조되는 두 측면을 중점 

적으로살펴볼수 있다. 

개 한부모가족지원법 

한국에서는 「모7l복지법」이 부자가정을 포괄핸 필요성을 고려하여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된 이후 「한부모가족자립지원법」을 거쳐 현재 「한 

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 

모 동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 

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자녀학비(분기별 지급)와 아동양 

육비(월별 지급)이다. 영국에서는 모자가정(한부모가정)에 대해 시영주택을 제공 

하거나 아동수당， 보육수당， 어머니 실업수당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최봉섭， 2005). 

이런 정책들은 일차적으로 명칭에서부터 성평등한 기족문화 형성과 배치된다 

‘경제적 빈곤’ 해소와 아동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목이 한무보가족지원법으로 되어 있다. 즉， 법이 한부모 가족을 3-4인 가족과 

는 구분되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가 

족의 형태를 포괄하는 사회적으로 폭넓은 평등한 가족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들 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경제적 측면과 구분하여 생각하는 관점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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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흔이민자 가족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전국을 6개 권역(서울권， 인천·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부산권· 울산권)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내용에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한국 

어 교재 발간，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및 생활상담， 출산도우미 지원 등이 포괄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생활상담의 내용에는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 상담이 중심을 

이룬다 또한 결혼이민자부부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출신 국적의 차이라는 배경과 

상관없이 상호평등과 존중이 기반이 되는 부부관계 확립을 목표로 결혼이민자 

부부교육 프로그랩을 개발 및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지 

적하고 있다 첫째， 한부모가족지원과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을 기존의 결혼과 매우 

다른 형태로 분리하고 있다. 둘째， 여성을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원칙에 입각 

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문화를 근본에서부터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셋째， 한 

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은 전혀 포괄되지 않고 있다{한국염， 21α]이.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정책은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맥락에서 상당히 한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국내외의 법과 제도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체계나 가족법에서 형식적인 성평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법과 정책을 통해 내용이 이후 보완되어야 하며，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7}족 내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이 기존의 3-4인 이성애 중심의 가족구성 

의 가족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가족으로 확대되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평등 

한 가족문화가 사회에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국내외 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 사례 현황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관한 사례는 먼저 개별 기족 내에서의 성평등과 가족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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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가족과 사회 간의 확대된 형태의 성평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개별 가족 내의 성평등 가족문화 

먼저 개별가족 내에서의 성평둥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을 ‘평등명절 

십계명’을 한 예로 살펴보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2006),8) 명절 부분을 별도로 

하고 이를 성평등 가족문화로 대체하여 전체 항목을 성평등을 위한 내용으로 

재구성하면 대략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족의 일상사를 ‘가족회의’를 통해 부부간， 부부-자식 세대간 평등한 

의논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의 변화가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음식을 차리거나 하는 

등의 7싸노동 더 나아가 양육이나 가족원에 대한 보살펌 등과 같은 돌봄 노동 

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따지지 않고 평등하게 분담되도록 한다 셋째， 제사를 지 

내거나 가족 내 의례를 시행할 때는 딸， 아들이 돌아가면 진행한다. 넷째， 주변 

에 소외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취한다 다섯째， 시어 

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 혹은 함께 살지 않더라고 소위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이것을 이들만의 갈등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지협}고， 가족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여섯째， 처가댁과 시댁으로 구 

분되는 구조 속에 세 번째 항목을 고려하면서 양가 모두에 균형 잡히고 평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다 끝으로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평등하 

며 민주적인 입장에서 대하면서 함께 등F는 7}족여가 문화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경험과 실험은 미래세대를 고려하면 더욱 필요하다 가족학자들은 ‘원가 

족의 사회화(f:뼈i1y-of어양n soci때갱tio띠를 강조하는데， 이는 자녀들이 이후 성 

인이 되어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 

8) 1. ‘가족회의’를 열어 명절 계획을 함께 세운다. 2. 명절음식은 여성， 남성을 따지 않고 일을 
나눈다 3 딸， 아들이 돌아가며 명절을 주관한다.4.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한다. 5. 조상을 
추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6. 고스톱은 이제 그만! 가족 명절놀이를 개발한다. 7 외로운 이웃 
과 정을 나눈다. 8 며느리에게 휴가 주기. 9. 시댁과 처갓집 가리지 말고 평등하게 인사하러 
가기. 10. 고생한 가족들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 나누기.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청소년 145 

는 설명이대Cunning뼈m， 2001, 강학중·유계숙 2005:194 재인용). 이 설명틀에서 

는 특히 평등하게 7μ}분담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자란 남성이 7μ}를 분담할 

가능성이 높아， 원가족에서의 7}.사노동 분담이 한 집안의 7}사노동 분담을 예 

측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현재 일상에서는 드물지만， 

명절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젊은 세대의 남성들이 여성의 일을 보조하거나 

공동으로 분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험이 원가족에서 정착되면 이후 

미래세대들에게도 전수되어 성평등 가족문화가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활동의 책임은 남성이， 가족활동의 책임은 여성이라는 성 

별 분업에 기초한 불평등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대안모색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아 

버지’상의 확립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부장적이며 권위있는 아버지 

상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자녀양육을 모색하고 자녀의 성장과 관심 

을 함께 나누어 궁극에 아버지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훼한국여성개발 

원 2005)하는 비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자녀세대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의 남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서 남학생들 

에게 돌봄의 가치를 강조하여 이를 성평등 교육기회 더 나아가 실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대서병숙·김혜경， 2뼈) 이는 기혼여성의 자원 

봉사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자원봉사활동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도된 것이지만， 이를 

확대하여 잘 활용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강화하는데 효과 

가 있음과 동시에 미래세대， 특히 남성에게 돌봄 노동의 가치를 확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가족과 가족 간， 그리고 사회로 확대되는 성평등 가족문화 

성평등한 가족문화는 가족 단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가족단위와 연계되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하나의 가족을 전형화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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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이상화하려는 생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전형적인 정상가족 

이라는 제한적 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유형의 7딱을 인식하고 수용따 자세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혈연 중심， 동일 성씨， 동일 국적 중심의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정형화하는 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 

운 시각으로 7}족을 바라볼 필요가 있대김유경， 2006:72). 즉， 일차적으로 7}족을 

상당히 큰 범주로 인식하는 작업 그리고 하나의 가족을 전형으로 대표하지 않는 

인식이 일상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 법， 교육 모든 부문에서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멘마크에서는 코하우징 공동체 

(Cohousing Community)가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1960년대 멘마크에서 시도된 

코하우징 공동체는 기존의 주택과 공동체 형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생하였 

다 코하우정 공동체는 건축적인 측변에서부터 고려되었으며 50여 개의 가족들 

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시작되어 현재 덴마크뿐만 아니라 북유럽에 

확산되어 있으며， 미국에도 80개가 실행되고 있다. 캐나다에는 7개가 이미 시행 

되었으며， 15개가 준비단계에 있고， 호주와 영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9) 

이는 가구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서로 간에 의사친족적 연결망(fi.ctive 

kin netw야에을 만들어 가구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확대하는 것이대이은아·마경희， 2006) 미국의 콜로라 

도에 자리 잡고 있는 코하우징 공동체에서는 6개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10) 

첫째는 기획과정에서부터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동체의 건축 계획 

과 관련되어 하나의 구획화된 지역에서 서로가 이웃처럼 공존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셋째， 공통의 부엌， 거실， 휴게실， 작업실， 놀이터， 

세탁실， 도서관 등등 공동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 여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여건에 따라 보강될 수 있다 넷째， 공동체 주민들이 

공동체를 책임지며 운영한다. 서로 돌0까면서 공통의 식사를 마련하기도 하며 

함께 모여 회의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다 다섯째， 모인 구성원 간에는 

위계적이지 않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여 

9) http://en.wikipedia.orgjwikijCohousiniLCommunities 
10) h야P:I/www.coholJS띠19.or;밍oveπiew.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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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째， 공동체 안의 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공동체 내의 가구 일부가 주된 임 

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체의 주민들이 그를 위해 돈을 지불하기도 하지 

만 대부분의 업무는 서로를 위한 자원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다 

섯 번째 항목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확대된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현실공동체는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사회적 맥락에서 자리 잡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각종 코하우정 공동체의 소개글을 살 

펴보면， 코하우징 개념이 사실상 예전의 이웃 개념을 되살리는 것으로 제시되 

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 더 나아가 후기현대사회에서 새롭게 과거의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이 접목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다 이런 측면이 보편 

화된다면 청소년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서술되는 전통=확대가족， 현재=핵가족 

은 내용도 보완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코하우징 공동체의 형태는 후기현 

대적인 특징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형태는 일면 확대가족이기도 하고， 

핵가족인 측면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의 확대가족은 혈연 

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또다른 특징이 덧붙여 강조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개념을 직접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 근교 

지역에 은퇴한 친구들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경우나 다양한 귀 

농공동체， 공동육아 공동체， 대안공동체 등의 모습에서 이런 특정의 단변을 살 

펴볼수 있다 

제 3절 한국형 성평등한 가족문화 발전 방향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미래의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앞으로는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 규모가 3-4명 정도의 소수인 가족이나 1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가족 형태가 더욱더 다양화 

될 것이므로 이러한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 가족 가치 
관은 평등주의의 방향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고，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로 가족 

역할의 변화도 촉진될 것이다"(형설출판새 2005:19). 이처럼 성평등한 가족문화 



148 

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시작된 것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사회적 변화 

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사회적 변화를 현실의 ‘가족’이 

얼마나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변화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되리라 생각 

한다. 성평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특히 이런 측면이 앞으로 더욱 초점이 될 것이다. 

사회적 변화와 함께 현재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핵심에는 ‘다양성’과 

‘평둥’이 놓여 있다. 다양성에서는 3-4인의 가족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혈연’에 집착하지 않는 새로운 가족형태의 모색 

에 대한 포괄적 이해도 이야기되고 었다. 또한 ‘평동’의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 

의 가족구성에서도 파트너간， 세대 간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족이 꾸려져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괄하여 만들어 

지는 가족이 바람직한 한국형 성평퉁 가족일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단계로서 하나의 가족을 이상형으로 제시하는 기본 인식의 

틀이 깨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인류사의 변천 속에서 가족은 각 시대별로 다양 

한 형태를 띠면서 변화해왔다 하나의 가족 형태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전제일 수 있다 한국사회에 

서는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계혈통의 이성애 중심적 가족형태가 하나의 이 

데올로기적 전형으로 제시되었던 역사가 존재한다. 기틴스는 이런 측면을 고려 

하여 명쾌하게 대안을 제시한다. “가족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면，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대처하는 새롭고 독특한 방법을 생 

각하기 시작할 것이다’'(71틴스， 2001:244) 하나의 전형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폐기하고 그 전형에 현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신 그려 넣는 것에서부 

터 그리고 이를 통해 현실 속의 다양한 가족들의 존재를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모델의 초석은 다져 

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미래세대를 위한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는 것도 의 

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에서 교과서의 내용 그리고 법이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아도 사실 ‘청소년’을 중심 대상으로 상정하는 내용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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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대한 가치지향적 육성을 염두에 두는 연구이기에 더욱 초점을 ‘청 

소년’으로 맞추는 시각의 전환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부모세대의 문제를 청소 

년들에게 주입하거나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보다 청소년 세대가 새롭게 변화시 

킬 수 있는 혹은 청소년 세대의 현실에 걸 맞는 성평등 가족문화가 어떻게 가 

능할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방향전환도 필요하 

리라는 생각이다. 



제 5 장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청소년 

제 1 절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청소년 교육 현황 

1. 분석 대상과 방법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된 교과 내용은 상대적으로 사회와 도덕 교과목에 

편중되어 있어서， 사회와 도덕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된 교과내용은 주로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평등 문제로서 포괄 

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성평등 영역의 교과내용이 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특정 학년에 편중되어 있거나 교육의 연속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교 

육내용 자체도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이해 

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대이삼식 외， 2005)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한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과내용 분석은 일차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의 성평등 내용에 대해 교과서 분석을 한 선행 연구 보고서 자료 

를 참고하였다11).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우 7종 21책 중에서 1학년 교과서에 

는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2, 3학년 과정에 2-4종의 교 

과서에 2-3쪽 분량의 본문과 삽화가 실려 있는 정도이다. 도덕교과서의 경우에 

는 1종 3책 중 1, 2학년 과정에는 고용문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으 

11) 2005년도에 출간된 보고서 『인구관련 교과내용의 실태와 개선방향』 의 부록에 실린 교과 

분석 내용중 사회적인 영역의 성평등 관련 내용을 양적인 분석 자료로 참고하였다 이 보고 
서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중학교 과정은 (주) 통화사，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 지학사， 
(주) 도서출판 디팀돌， (주) 금성출판사， (주)고려출판， (주)교학사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7종 
21책과 대한교과서(주)에서 출간된 도덕교과서 3책이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대한교과서 

(주)，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법문사， (주)도서출판 디팀돌， (주) 두산， (주)교학사， (주)천재교 
육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7종 7책과 대한교과서(주)，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천재교육， 

법문λ}， (주)금성출판에서 나온 사회 · 문화 교과서 5종 5책， 그리고 (주)지학사에서 출간된 도 
덕，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4종 4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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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3학년 과정에 4쪽에 걸쳐서 고용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었다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사회 교과서 7종 7책， 사회·문화 5종 5책을 분석한 

기존 자료에 의하면， 7종의 사회교과서중 4종의 사회 교과서에 고용평등과 관 

련된 본문이나 사례， 삽화 등이 한 쪽 내지 네 쪽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5종의 사회·문화 교과서 중에는 4종의 교재에 적게는 2-3쪽 많게는 5-6 

쪽에 걸쳐서 실려 있었다.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항목은 

‘정치생활과 국가’， ‘공동체 생활과 사회발전’， 또는 ‘사회변동과 미래 사회‘ 부 

분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 교과서보다는 사회·문화 

교과서에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도덕 교과 4종 4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고용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단원이나 본문 내용의 언급은 없으며，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와 윤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회 전반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권리 인정으로서 성평등을 

사회적 규범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도이다 

기존의 교과 분석이 사회적 영역의 성평등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 

므로， 성평등한 고용문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중고교 과정의 사회， 

도덕 교과서들 중 한 출판사를 선정하여 교과서 총 8권(중학교 학년별 총6권， 

고등학교 전학년용 2권)에 대해서 다시 심층적인 내용분석을 하였다12) 고용문 

화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변화의 양상을 

소개하는 본문과 관련된 사례와 그림과 사진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교 

과서 전체를 통해서 그림이나 사진， 사례 등 간접적으로 표현된 고용 관련 내 

용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가치지 

향을 시각적으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청소년에게 고용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무의식속에 각인시켜주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12) 고용문화와 관련된 중· 고등학교 교과내용을 심충 분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각 교과별로 한 출판사에서 출간된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중학교 과정의 경우， (주)지학사에 
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3책과 국정도서출판위원회에서 나온 도덕교과서 3책을， 고등학교 과 
정의 경우， (주)도서출판 디딩돌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1책과 국정도서출판위원회에서 나온 
도덕 교과서 1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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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편적인 사회인， 인간의 대표로서의 남성 

@ 남성 = 인간， 국민， 시민의 대표 

사람의 일생， 사회 변동， 정보화 사회의 변화 등 보편적인 사회현상을 보여주 

는 사진이나 삽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성이 동장함으로써， 남성이 사회， 역사 

현상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용 

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사회에서 남성들에 비해 뭔가 부 

족하고 평균적인 인간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열퉁한 존재로 무의식적으로 생 

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인간의 일생에 대한 묘사를 나타낸 사진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설명의 주 

인공으로 남성이 소개되어 있어， 남성이 인간을 대표핸 것으로 형상화됨(중1 

도덕， 국정도서편찬위원회， 9쪽)." 

[그림 5-1] 인간의 대표로 전제되는 남성 

혹톨훌 

*없;싸냐짧ι*양 
~E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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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J 정보화 사회의 중심에 있는 남성 

l 팩술 
S여”‘~I ‘융l 

주: 1) “정보화 사회에 관련된 사진에 모두 남성들만 등장하고 있음 
자료: (중2 도덕， 국정도서편찬위원회， 10쪽)." 

[그림 5--3J 사회변동의 주역으로 전제되는 남성 

인간O! 놓사톨 짓01 서작한농얹 쩍멍은 신석기 시 

디해l 영어닝다 그리고싱업 핵영용 1&'흥;7 1어l 시작되 

었E여‘ ξ12핵는 정오 혁영01 일어나고 있다 산업 혁 

명파 비슷앞 시키떼 입어q 민주 정치릎 장칙시컸던 

~사적 시건은우엿잉71? 

- ‘’간 

시| 

지료 ‘ -1 영번 토훌허의 재3외 훌경 λi씩 영옹m 속도는 장징 
멸하지고있다. 

주: 1) 사회변동으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으로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퉁 

장인물은다남성으로 
자료: 중2 사회， 지학λ}， 133쪽. 

@ 남성 = 정부， 기업， 근로자의 대표 

직업에 대한 소개 및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근로자가 남성이라는 인식에 

치우쳐져 있다. 여성근로자보다는 남성근로자에 대한 사진이 더 많으며， 근로자 

의 대표와 사용자의 대표 모두 남성만 등장하고 있어 여성근로자에 대한 긍정 

적 인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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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사무원， 재단사， 철공 명장 사례의 주인공이 모두 남성들 삽화와 사 

진으로 표현되어 있음(중2 도덕， 137-139쪽)." 

“노사화합 사례 사진에서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모두 남성들이 서로 악수 

하는 모습이， 직장인 체육대회 사진에서도 남성들만 나와 있음(중2 도덕， 

142-143쪽)."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에서 남성만 사진에서 등장함t중3 사회， 지학새 61쪽)." 

[그림 5-4J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 

주: 1) 정치화 과정에서 합의안 도출을 설명하는 사진 속에 등장인물은 모두 남성임. 
자료: 중3 사회， 지학사， 25쪽. 

@ 남성 = 사회와 역사의 주체 

사회변동과 역사의 주체로서 국민， 정부， 기업의 대표가 남성으로 표상되고 

기술되는 것의 연속선상에서， 역사속의 위인이나 명언， 고전 등에 대한 소개도 

거의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학생들은 역사 속에서 미래의 역할 모델을 발 

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역사와 사회의 주체가 아니라 주변인으로서 소외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특히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여성들이 얘기되는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교과서의 내용구성이 보 

다 미래 지향적으로 재구성되어， 여학생들에게도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는 작 

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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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에서 명언， 인물혁습， 동서양 고전 탐구 등 도덕 교과서의 특성을 분석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중학교 도덕교과 3년 동안 1학년 인물학습에서 헬렌 켈러 

와 신사임당 소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언， 동서양 고전탐구에서는 전혀 여성 

명사에 대한 소개가 없어 여학생들이 역할모델을 발견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참조 사진으로 언급된 여성인물로는 테레사 수녀가 있다 

〈표 5-1) 중학교 도펙 교과서의 특징 

구분 내 용 

여성 전학년 없음 

명언 (중1) 소크라테스， 노자， 루소， 석가모니 등으로 20여명 
남성 (중2) 공자， 이이， 김구， 간디， 페기， 케네디 등의 20여명 

(중3) 안창호， 정약용， 주자， 순자， 아우렐리우스 등 14명 

여성 (중1) 헬렌 켈러， 신사임당 

인물학습 (중1) 원효， 석가모니， 안창호， 이황， 공자， 페스탈로치 
남성 (중기 이이， 예수， 정약용， 프랭클린， 일연， 간디， 이순신， 씀원 

(중3) 김삿갓， 노자， 영조， 루소 

여성 전학년 없음 

동서양 (중1) 맹자， 명심보감， 유토피아， 서유견문， 오륜행실도， 격몽요결， 효경， 향연 

고전탐구 남성 
(중낀 해동소학， 사회계약론， 목민심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삼국유사， 국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 백범일지 

(중지 논어， 장자， 변증론， 소유냐 존재냐， 채근담， 학교모범 

여성인물 발견이 어려운 것인지， 남성과 동등하게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되 

어 수록되지 않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여성들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여성 위인을 발견하 

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성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여 

성 위인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13). 이러한 새로운 역사적 발견들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 교과목(지학사， 2(01)에서의 특성은 단원 끝에 역사여행이나 지리 여행 

13) 예를 들면 과학자 마리 퀴리， 철학자 시몬느 드 뱉념 잔다르크， 버지니아 울표 유학자 입윤지당， 문 
학가 허난설헌， 독립운동가 유관순， 윤희순 등 각 분야의 여성 인물을 다OJ: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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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나 해외의 특정 장소에 대한 설명을 일기나 편지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대부분 여행 주체가 남자이다 1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여행을 떠나는 주체는 

부모님과 내141쪽)， 큰아버지 댁을 방문한 연수(187쪽， 성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름으로 보아 남자일 가능성이 높음)， 사회 선생님인 아버지와 내214 

쪽)， 아버지 혼재254쪽)， 동석이의 삼흰287쪽)， 담임선생님(303쪽， 성별 알 수 

없음)으로 나와 있다. 그 외에도 강원도 소개를 하는 사람도 여행을 간 아버지 

로 표현되었대45쪽).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여행의 주 

체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아버지와 같이 간 경 

우에도 어머니는 짐만 싸주고 집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다른 여자 친척이 간 경우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여행의 

주체가 대부분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나. 성역할 고정관념과 공-사영역의 분리 

본문의 내용에서는 성역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 

이기 때문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편견인 경우가 많으므로， 오늘날에는 

남녀의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선택하는 경향이 늘 

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성차별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성역할 변화(금성출판사， 사회 중3， 2001:107쪽)와 

함께 변화하는 남녀 직업 사진， 국가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도표(교학새 사회 

중2， 2002:151쪽)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발생하 

는 직업적 차별에 대한 내용 및 사례(국정도서출판위원회， 도덕 중3， 

2001:122-123쪽)와 더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군사 분야로 진출하는 

‘최초의’ 여성 사례를 제시(지학사， 사회 중2， 2001:157쪽)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본문 중에서 본문을 부가적으로 설 

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사진이나 삽화， 사례에서 사회에서의 성 역할 고정 

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성역 

할 고정관념이 ‘여성은 사적 영역， 가정， 소비자/남성은 공적 영역， 직장，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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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이분법적인 관념이다. 특히 삽화나 사례를 보면， 여성은 가정이나 사회 

에서 돌봄 노동의 담당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남자의 경우 생계부양자로서 

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서， 진로 고민이나 진로결정의 주체는 

주로 남학생 사례가 많으며， 여학생이 주체가 될 경우에도 상상 속의 미래 직 

업인에 대한 모텔은 남성을 떠올리는 삽화가 등장한다 생계부양자인 아버지의 

사업실패나 실직 사례들을 통해 가정내에서 생계부양자 역할을 승}는 아버지의 

실직에 보다 더 심각성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여성의 실직보다 남성의 

실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다양한 사진이 나오는데， 여성이 주인공인 사진 

은 소비자와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는 경우이괴 정부수립50주년 기념식， 증권 

회사객장， 환경단체 활동 등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사진에는 모두 남성들이 주 

인공으로 되어 있대중3 사회， 지학새 표지 뒷면)." 

“지방의회본회의， 시민 단체의 활동에 대한 사진 모두 남성이 절대 다수이고， 

지방의회의 사진에서 여성은 속기사로만 나온다(중3 사회， 지학새 8쪽)." 

“시장경제와 관련된 사진에서 기업， 정부의 사진은 남성만이 동장하고 가계 

의 경우 물건을 매매하는 측은 모두 여성이대(중3 사회， 지학사， 70쪽)."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대기업이나 소규모 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나오는데 

여성은 상품 교환을 원하는 소비자로만 동장하고 있대중3 사회， 지학새 94쪽)." 

“여성이 인터넷 투표를 하는 사진을 보면， 아이를 엽은 여성으로 그려져 있 

다(중3 사회， 지학^}，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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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J 아이를 등에 업고 전자 투표하는 여성 

《‘ ε:::..71':.~im1
~ν) ’“ ’‘“、'，;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문의 내용에서는 주장하면서， 실제 사 

례들로 등장하는 것은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과 정치 

의 대표들은 여전히 모두 남성들로 묘사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돌봄 역할 

은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몫인 양 그려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투표를 하는 

여성을 그라면서도 육아는 여성의 역할인양 아이 업은 여성을 그리는 것은 가 

장 대표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남성 

이 아이를 업고 인터넷 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렸다면， 가정 일에서의 성평등한 

분담 뿐 아니라 육아 역시 남성의 몫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 

이 되었을 것이다 

[그림 5-6J 여성들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 모습 

지약 사회의 혐씬 s쩨 ~A~ {.?q 찌; 
"r"}Y , /} '11 섭었 사엿<>li서 .z: '(-L4 혔기 1상 

‘’ ?t “hl~ Z5j ‘’ 성‘t:L J?- 녀회、{::.- +강'1_ "\섯을 
김지 {.f .!f~ ~/서 ι 잉 cl ",,. .F? .~~ ~.B ~~;. _'e 1~ P. “{‘ 

젖정f 쓰“1>'1 유fiHγ‘ ε<t ;~.tηH.:- t'1 j 깃 :"; ?l<.r., 

~i:} C~'l 었‘ i 

~f “;‘ 지 <'1 사찌?、.; <.">j 펀@‘."ti ι'~!n"ß~ 강’ 

'7: 1! 찌 간 λ!장 염이 ‘ ~ι1'" 양 이양~!、 챙짱 ‘’ i+ :t t 91q~ι “엎 lι25 ~녕었야영%5!e 

주: 1)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조직한 단체의 대표로 부녀회가 소개되어 있는데， 불우이웃 돕기， 

주민의 여가활동을 톱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자료: 중1 사회， 지학λ}，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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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J 돌봄 역할을 하는 여성들 

01웃 셔앙혼 여혀훈이풋훌 eI~ 잉각GII 쭈는 갖어Cι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직업세계에서의 차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 

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둘간의 관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개인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면 해결되는 것으로 단순화 

할 위험이 있다. 여성이나 남성 개인이 성 역할고정관념을 바꾸어서 남성적인 

또는 여성적인 직업영역에 교차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와 기업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고용 문화 및 관행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함께 변화되어야 해결가능한 문제라는 것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성차별의 실태와 원인으로서 성별 직업 분리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노동시장내 성불평동 실태에 관한 내용은 주로 직업 

별， 교육별， 성별 임금지수 그림(동화사， 사회 중2， 2001:164쪽) 등 남녀 임금 불 

평등의 문제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참여가 낮은 이유와 대안에 대해 토론 

(디덤돌， 사회 중3， 2002:123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채용시 용모차별에 관한 사례(교학사， 사회 중2， 2002:158쪽)가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교과서 본문에서는 성평등한 고용문화를 지향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상당 부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평등과 직접적 

인 관련은 없지만 교과서 전반에 걸쳐 실려있는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면 전통 

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거한 교육내용 - 남자는 의사， 여자는 간호사 - 이 여 

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의 직업의 종류를 정리한 〈표 5-2>를 보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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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 직업은 소수의 특정 직업으로만 나타 

난다. 여성 직업은 미싱사와 같은 공장근로자， 시장 상인， 보험설계사， 경리원 등 

저임금의 효꿰직들이 주를 이루며， 기업주나 회사 관리자 등의 고임금의 상위직 

으로는 한 사례도 나오지 않는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주로 전통적인 

여성전문직인 간호새 교사가 많이 동장한다 반면 남성들의 직업은 여성 직업에 

비해 종류도 훨씬 많고 기계공이나 장인 등 숙련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이나 회사 관리자， 의사 등 고위직이 많다 

〈표 5-2) 중학교 도덕， 사회 교과서의 남녀 직업 구성 

구 분 내 용 

보험설계사， 경리사원， 은행원， 주부， 상인， 미싱사， 공장근로자， 간호사， 

기존 상점직원， 양호교새 민원담당 공무원3 자원봉사재 미용새 교새 부녀회원， 

여성 직업 
식당주인，속기사 

신규 
소아과 의사， 판사， 건설현장 감독관， 사관생도， 컴퓨터 프로그래머， 

수의새 운동선수， 여성 파일릿， 정비기술배우는 외국인 여성， 재택근무자 

중소기업 사장， 의새 장인， 버스기사， 우체부， 119 구조대， 환경미화원， 
군인， 건축업자 근화， 기술자 λ}무원， 재단새 명장， 직장인， 노동조합간부， 

택시기사， 한의사， 기계공， 기계사용 농민， 회사 과장， 농구선수， 근로자 

남성 직업 
기존 권익 대표A}， 화7}， 축구선수， 구두장인， 건설작업반장， 치과의사， 온라인 

판매 농민， 지하철 운행기사， 기업대표， 어부， 시민단체활동가， 환경단체 
회원s 공무원s 외국인투자자 석유판매상i 고고학자 컴퓨터 전공자 실직회사원， 
경찰관， 요리사 

신규 무용수， 미용사， 꽃꽂이， 영양사， 간호λh 피부미용사 

전통적인 남성분야에 여성이 진출한 직업사례는 의사， 판λh 건축현장 관리 

자， 파일릿， 프로그래머 등으로 전통적인 여성분야에 진출한 남성 사례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의사는 의사라 하더라도 소아과 전문의로 나온다든가， 

재택근무자의 사례자가 여성만 등장한다는 것은 여전히 아동과 관련된 일， 가 

정과 일의 양립은 여성의 일이라는 편견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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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특정 직엽의 경우 남성 위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데， 농민 특히 기 

계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도예가， 요리사 등 한 직종에서의 장인들은 남성 

만이 동장하고 있다. 

“감사해야 할 사람으로 우체부， 119 구조대， 환경미화원， 군인을 표현하고 있 

는데 여성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음. 또한 남성이 대부분인 직업인만을 감사해 

야 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대중1 도덕， 국정도서편찬위원회， 109쪽 사진)." 

[그림 5-8J 대표적 직업인으로 남성만이 소개되는 삽화 

π 속의 성역할 변화에 관한 본문내용은 1985년도에 이루어진 연구를 인용 

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더욱 강 

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의 자료를 수록해야만， 성역할의 실태와 앞으로 

의 변화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대중3 사회， 금성출 

판λ}， 2(01).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불평등 사례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 

고 있는 내용들이 성별 임금격차 실태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적절하거나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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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간의 임금 불균형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의 단적인 예이다. 이 

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남녀 차별에 따 

른 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세와 경쟁적 

대립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서로를 위한 봉사와 공존의 가치관을 갖도록 해 

야 한대중2 사회， 지학사， 163쪽)." 

성별 임금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의 단적인 예이며，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 

한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 

시하고 있지 않아 임금 불평등의 해결 가능성이 불분명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결의 방향에 대해 출세와 대립의 가치관을 벗어나 봉사와 공존의 가 

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성별 임금 불평등 문제의 원인이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이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로 전가시킴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성별 임금격차를 낳는 중요한 원인은 노동시장내에 지속되고 있는 성 

별 직업 분리이다. 성별 직업분리의 현실을 알려주고， 성별에 따른 직업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고용형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르 

게 분포되어 있으며，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여성의 평균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단지 개인적인 차 

원에서 여성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남성의 직업으로 나아가야 하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해결방안은 충분하지 않다. 

여성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여성들이 가정내에서 담당해온 가 

사와 양육과 같은 무급의 돌봄노동의 담당자라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과 남성이 가정내에서 다른 조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기회의 평등은 결 

과에서의 성 불평등을 제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나 기업에서 전제 

하고 있는 이상적인 노동자는 가사와 양육 등 돌봄 노동의 부담으로부터 면제 

된 남성노동자로서 회사에 24시간 헌신하고， 회사가 명령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갈 수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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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못하는 한 성별 직업 분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성들은 여전히 저 

임금의 하위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내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정내의 무급의 돌봄 

노동의 부담을 남녀가 함께 분담하면서도 직장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 

업의 고용문화와 국가의 고용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안 

가정과 사회의 성평등의식 확산으로 남녀 역할분담이 공평해지고 직업도 다 

양해지고 있으며(국정도서출판위원회， 도덕 중3， 2001:175쪽)， 탐구활동에서 모 

성보호법이 개정되는 사례(디덤돌， 사회 중3， 2002:13쪽)를 소개함으로써， 육아 

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내리는 경제적 선택의 사례로서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알뜰씨 사례(동화새 사회 중2， 2001:46쪽)를 그림으로 제시하 

고， 남녀고용평동법， 좋은 아버지들의 모임 소개와 21세기 남녀평등 헌장을 소개 

(국정도서출판위원회， 도덕 중3， 2001:181-3쪽)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성역할을 바 

꾸어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반드시 여성 

들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나영이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나영이 부모님과 달리 언니는 직장 

에 나가 돈을 벌고- 형부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집안 살림을 한다. 나영이 

언니는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살렴한다’는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이러한 가치관이나 생활문화가 변하고 있다”고 말하였대중3 

도덕， 국정도서편찬위원회， 175쪽)."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 대안 중에서 재택근무의 사진을 여성 사진으로만 

제한한 것은 또 다시 일과 양육을 양립해야 하는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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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금성출판새 사회 중3， 2001:55쪽). 마찬가지로 인구 

정책에 대한 소개로 프랑스는 출산장려를 위해 공공유아소와 탁아소 운영 및 

임산부에게 많은 휴가를 주면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정책사례와 더불어 스웨 

덴의 정책도 소개하고 있는데， 국가의 공공보육정책을 출생률 제고반을 위한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출생률이 낮아 인구정체 현상과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프랑스에서는 출산을 장 

려하기 위해 공공 유아소와 탁아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며， 임산부에게 

많은 휴가를 주면서 임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스웨멘에서는 자 

녀수에 따른 세금 혜택제도， 학교급식제도， 출산수당 제도 등을 복지정책적 측 

면에서 실시하여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손실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중3 사회， 지학λ}， 175쪽)." 

자칫 잘못하면 공공보육정책은 여성의 근로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출생률 제고를 위해 여성이 아이를 낳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게 될 우 

려가 있다. 출생률 제고라는 시각에서만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는 부정적 

인 요인으로 그려질 수 있다 실제로 교과내용을 보면 여성의 취업 확대나 지 

위향상은 출산율 감소나 가족해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교육 기회 확대， 의학 기술발달， 결혼연 

령증개 소득증대， 여성의 지위 향상을 들고 있다{중3 사회， 지학λ}， 1깨쪽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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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J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여녕외 ζl입 양상 

교육 11ru임 확대 외억 11 융외 땅당 \1.~ ‘건형 흉11 소특 증QI 

훌灣 蠻쩔홈觀훌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 개인의 

수준에서 경제활동과 출산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회(또는 국개 

수준에서 보면 어떤 국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게 나타 

나는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게 나 

타나는 국가가 발견된다 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 

와 그렇지 않고 시장노동과 가정생활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시 

스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대장지연 외， 2005). 우리나라는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보다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3.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가. 남성=근대화， 정보화의 주역， 여성=전근대성， 사회문제의 표상 

중학교 교과서의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일관되게 경제성장， 근대화 과정의 

주역으로서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와 더불어， 전근대성을 대표하고 환경파 

괴， 조기영어교육열풍 등 사회문제의 주원인으로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을 불러일으키는 사례， 그림과 사진 등이 교과서 전반에 걸쳐 실려 있어서， 본 

문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고용평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허하게 들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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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분석 사례로 삼은 디덤돌에서 나온 사회 교과서의 경우， 생태산업단지 

내의 농부 그림(디덤돌， 사회: 16쪽)과 농기계로 벼수확하는 농민의 사진이 모 

두 남성으로 되어 있으며(디덤돌， 사회:60쪽)， 지리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컴퓨 

터를 보는 두 명의 남자 사진(디팀돌， 사회: 18쪽)과 가스 공사 직원과 지리정 

보체계(GIS) 대장은 모두 남성이며， 가스폭발에 대해 항의하는 소비자만 여성으 

로 나오는 그림(디팀돌， 사회: 30쪽) 등 정보 통신 시대의 일상을 설명하는 사 

례에 나오는 사람은 주로 남성들이대디덤돌， 사회: 103쪽). 

[그림 5-10J 근대호h 정보화의 주역으로 전제되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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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징썽짧강였*總1 
3조~!t찌↓ ”앤~，.확，2외't ... 샤，t7，씨제’~l.ø화}、1써 3 
여!õ 앙상 'f;(으l 댄쩌 
g 이õ$b'=야 에， ~ιL 

M、씩§융시칭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에 대한 설명도 전자 대화를 하는 회사원은 모두 남 

성(디팀돌， 사회: 159쪽 그림)으로 나오고， 고급상품인 모자를 생산하는 장인 역 

시 남성(디덤돌， 사회: 160쪽 사진)이며， 뉴욕의 금융시장 사진에도 남성들만 나 

온대디덤돌， 사회: 162쪽) 마찬가지로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세 명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비행기 조종사， 중소 기업체 사장， 농부， 청소업 

체의 임시직 근로자는 모두 남성이며 여성은 간호조무사의 직업만 묘사된대디 

팀돌， 사회: 163쪽) 



[그림 5-1 1] 세계화와 성별직종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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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유명직업에 대한 그림에서 인터넷 정보공급자， 벤처 기업가， 의료인， 

연예인/운동선수， 정치인은 남성으로， 과학기술자와 언론인만 여성으로 표현되 

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이나 벤처， 정치인 둥의 직업 영역에 여성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디덤돌， 사회: 236쪽 자료1). 정보화와 관련된 사회문제로서 

타인의 감시나 익명성과 관련된 내용의 주인공도 모두 남성들이며， 심지어 개 

까지 주인공으로 나온다. 하지만 여성은 단지 남성 컴퓨터 사용자의 상상 속에 

만 둥장하는 대상으로만 표현되어 있대디덤돌， 사회: 286쪽 그림). 

[그림 5-12J 정보화의 주역으로 묘사되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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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변화의 주역으로서의 남성과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주로 전근대 

사회를 대표하는 직업군에서 주로 나온다. 예를 들면， 갯벌에서 일하는 여성(디 

덤돌， 사회: 49, 127쪽 사진)으로， 도시 상설 시장의 확대로 농촌 정기 시장의 

쇠퇴 사진에서 여성 상인으로 나온대디멈돌， 사회: 108쪽) 중학교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강조된다. 아이와 장난감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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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여성의 사진(디덤돌， 사회: 248쪽)과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영어 조기 

교육에 관련된 내용으로 엄마와 아이가 영어 공부하는 사진(디팀돌， 사회: 271 

쪽)이 실려 있다. 

또한 여성들은 경제발전， 인구증가， 환경파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를 괴롭히는 팬으로 나온다.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는 다름 아닌 ‘남성’으로 묘 

사되고 있다 이 그림의 대사를 보면， ‘지구오빠 사인해 주세요’， ‘우린 지구 오 

빠의 팬들이에요-(디팀돌， 사회: 117쪽) ’ 그냥 성 구별 없이 ‘지구씨， 사인해 주 

세요’로 중립적인 표현을 해도 충분할 텐데， 은연중에 지구는 열심히 고생하며 

일하고 있는 남성으로， 여성들은 놀면서 철딱서니 없이 지구를 괴롭히는 부정 

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다. 

[그림 5-13J 여성비하적 성별 묘사 

책
?
 

오존층 파괴의 원인인 프레온 가스가 든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사람 역시 

여성으로 그리고 있대디덤돌， 사회: 118쪽). 하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헤어스프 

레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오존층의 주요 파괴 원인을 그리지 않고 부수적 

인 원인인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는 주인공으로 여성을 나타냄으로써 여성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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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J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로 묘사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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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의 변화에서 긍정적인 인불사례로서 아무리 허드렛일이라도 열과 성 

의를 다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례를 외국의 

호댈 청소부 여성을 통해서 상R하고 있기도 하지맨디덤돌， 사회:299쪽)， 전체적 

인 맥락에서 여성의 직업에 대한 묘사는 주로 전통적인 성별 직업 분리의 논리에 

따라 주로 여성 직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이외에도 

내 집터에 사회복지사업에 써 달라며 시가 4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증한 김 

할아버지의 사례가 나오는데(디팀돌， 사회:211쪽)， 이 역시 평생을 어렵게 수억의 

돈을 모아 사회에 환원하고 간 수많은 할머니들의 사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남성은 근대화， 정보화의 주역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자원， 노동， 기 

술， 자본의 짐수레를 자전거에 달고 끌고 가는 땀 흘리는 주인공으로서 주로 그 

려져 있어서(디덤돌， 사회: 223쪽)， 경제성장의 주역은 남성이라는 메시지가 강하 

게 담겨 있다. 

나.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내 성차별 사례들 

현대 사회의 성불평동은 가정과 경제， 정치 영역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기 

술하고(금성출판사， 사회·문화， 2003:87쪽)， 공동체 사회의 여러 갈등 중에 남녀갈 

동은 정치， 경제적 차별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편견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회문 

제라고 언급되고(교학새 사회， 2003:254쪽)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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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J 사회 갈등의 주체로 묘사되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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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나오는 사회 갈등의 예시들은 대부분 남성들이 주체로 되어 있고 

여성들은 보조적이거나 주변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한의새약λh 노동자/사 

용자， 군복무 가산점 폐지와 관련한 군인/인사관리자， 상류지역 사람1하류지역 

사람 등이 등장하지만 모두 남성으로 그려져 있다{디덤돌， 사회: 198쪽)， 한의사 

와 약사 관련한 내용에서 가끔 여성 약사와 여성 한의사도 나오지만， 대표 당 

사자는 남성으로， 중재 아이디어를 낸 시민단체는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대디덤 

돌， 사회: 200쪽).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의사단체， 약사단체， 정당， 보건사회부는 

남성으로， 언론과 시민단체는 여성으로 등장한다{디덤돌， 사회: 204쪽). 특히 정 

치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등장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익집단간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과 공정한 중재기구의 마련의 사진들에 모두 

남성만 나오거나(디덤돌， 사회:210쪽)， 경제영역의 갈등 그림에서 선진국， 개발 

도상국， UN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두 남성이대디덤돌， 사회: 288쪽). 여학생들이 

정치 영역이나 국제 사회의 영역에서 역할 모델을 갖고 꿈을 키워가도록 격려 

하는 그림이나 사진들이 많이 실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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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J 정치·경제 영역의 주체로 전제되는 남성 

-없-‘ 1 r 

고등학교 사회， 사회·문화 교과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의 성차별 사례들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결방 

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오히려 여학생들의 

경우 취업하기도 전에 위축될 우려마저 갖게 한다. 

주요 국가의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표>， 주요 국가의 대졸 이상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 〈표>(천재교육， 사회 · 문화， 2003:227쪽)를 제시하여 우리나 

라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낮으며， 특히 고학력 여성 

들의 경우는 더욱 낮은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사례들은 

대부분의 교과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성차별 사례들이대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 · 문화， 2003:223쪽; 금성출판λh 사회 · 문화， 2003:88쪽). 

직장내 승진차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직위별 여교사 비율의 〈표〉 제시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승진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 

(법문새 사회， 2002:197쪽)과 유리천정(gl!lS:S ce뻐1잉을 묘사한 만화， 남녀박사학 

위자의 고용실태 및 조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한 〈표〉가 제시되어 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문화， 2003:99, 104쪽). 또한 언론의 여론면에 여성의 

비율이 12%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론계의 여성 언론인의 비율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 2003:240쪽). 

그 이외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불평등의 문제로서 여성들이 하위직， 비전문적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조기정년퇴직의 문제 등 한국의 여성 권한 척도가 64개 

국 중 61위라는 〈표〉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대한교과서， 사회 · 문화， 20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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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다양한 직업세계의 사례에서 여자 법관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성은 미용사 

로 남성 둘은 의사로 나와서 노동시장내 성별 직업 분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 

하고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 · 문화， 2003:94, 98쪽).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성 실업의 급증 실태에 대한 서술과 국회내 

실업대책위원회에 16명의 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이라는 신문 기사가 인용되 

기도 하지만(대한교과서， 사회·문화， 2003:13쪽)， 실업 문제를 다룰 때에는 여전 

히 남성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구조조정을 당하여 은행을 그만두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어머니에 대 

한 언급은 없고 생계부양자인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 

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디팀돌， 사회: 230쪽 본문). 교과서 내에 실업이 개 

인의 생활을 파국으로 이끈다는 내용의 주인공 사진은 고개 숙인 남성 근로자 

로 표현되거나(디팀돌， 사회: 235쪽 사진)， 정보화 사회에서의 실업 문제로 자동 

차 영업사원인 남성의 사례를 들고 있대디팀돌， 사회: 236 사례).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독신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생계책임을 지 

고 있는 여성의 실직 문제도 동등하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관점의 변화 

가필요하다. 

[그림 5-17] 실직한 남성의 모습 

길;.J.~동죠르 $H.~5으§ 강양3홍혼안훌훌 .n:: r...:;죠캉드E즈프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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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내 성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은 상당히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남녀 대학생이 여성학 과목을 통해 성차별 문제에 대해 인 

식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에 직면해서는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적 통념을 

뛰어념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를 서술하고 있다{천재교육， 사회 · 문화， 2003:242 

쪽).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여성 100년사를 7장면의 만화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취업 주부의 근로권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의 시위모습을 그리고 있대대한교과 

서， 사회·문화， 2003:53쪽). 그러나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는 매우 미약하여， 능력이 뛰어난데도 여성의 승진을 제한하는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녀평등가치관을 확립하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아주 일반적인 서술이 실려 있대중앙교육진흥연 

구소， 사회， 2003:289쪽). 

다.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몫?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에게 부인이 아이를 출산한다면， 직장일과 

양육을 어떻게 조화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토론해보는 내용을 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육아는 무조건 여성의 역할로 놓고 아이를 갖게 

되면 일차적으로 여성들이 책임을 지고 갈등상황에 놓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여학생들에게만 육아와 직장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남자도 육아휴직 가능하 

다고 판결하는 삽화와 더불어， 사회의 다원화로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육아 출 

산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대천재교육， 사회， 2003:196-7쪽). 

그러나 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은 우선적으로 부인이 

양육을 할 것을 설득했으나， 부인이 계속 일하겠다고 고집함으로써 남편이 할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하는 사례(대한교과서， 사회 문화， 2003:103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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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다 만일 법이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다면， 남편이 자신에게 일과 자녀양육이 모두 중요한 것처럼 부인도 마찬 

가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반씩 쉬기로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변 훨씬 신선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사례에서는 암묵적으로 여성 

은 육아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일에서의 성공만 챙기는 이기적인 존재로， 남 

성은 일보다도 육아를 중시하는 인간적인 변모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육아휴직사례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교과서 안에는 육아는 여성의 일차적 책 

임임을 암시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한다. 야단치는 직장상사와 우는 아기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여성의 모습을 ‘슈퍼우먼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 · 문화， 2003:68쪽). 만약 지각한 남성 

사원이 아이 손을 잡고 등장하는 모습이나， 밤늦은 회의 자리에서 자녀를 돌보 

기 위해 먼저 일어서는 남성 사원의 모습을 그린다면 청소년들이 훨씬 친근하 

게 육아를 남성의 일로 받아들이고 가족친화적인 직장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 

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보다 진취적인 내용으로 여성취업의 발목 

을 잡는 육아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비용의 사회분담방안에 대한 

신문기새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 · 문화， 2003:125쪽)가 실리기도 한다. 

그러나 취업여성의 증가는 주로 가족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기술되는 경 

향이 있대법문새 사회， 2002:100쪽).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 

황에서 여성 취업 증가를 가족문제라는 부정적인 현상과 연계시킴으로써， 남녀 

학생 모두에게 여성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교사가 성평 

등한 토론 지침을 가지고 수업을 지도하지 않는 한， 가정문제는 모두 여성의 

책임이며， 여성은 집안일이나 자녀양육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후에나 취업 병 

행이 가능하다는 여성 취업에 대한 현재의 편견을 반복할 우려가 매우 크다 

여성취업의 증가와 가족문제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 문제가 아니 

다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내 여성 역할의 공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남녀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일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 기능의 변화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기업과 국가 차 

원의 성평등한 고용정책의 마련으로 해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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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문화 관련 청소년 교과내용의 개선방안 

성평동에 대한 교과내용은 대부분 규범적인 수준에서 가부장적 문화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가치지향성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에 따라서 가족 내에서도 상응하는 역할의 변동이 필요하고， 남편과 부인 간에 

역할분담이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잉.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평 

둥한 고용문화와 관련해서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성 평등하게 제시될 필요가 

었다. 한 사회의 온전한 시민이라면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 

하여 유급 노동에 참여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가정생활을 병행하 

는 것은， 남녀를 떠나서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들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 가정생활 유지 

에 들어가는 무급의 돌봄 노동을 남녀가 같이 나눠 하고， 가정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인 자원활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 시스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사회나 도덕 

교과서 전체에 걸쳐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과서에는 고용문화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 

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양한 직업영역으로 진출하는 사례 제시와 

더불어 가정내에서 남녀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사회 구조나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문화 교과목에서 여성의 직업과 육아 문제는 현 

대 사회의 갈둥 상황의 사례로， 도덕 교과목에서는 여성의 결혼 기피 이유 둥 

으로 제시되고 있다. 육아와 노인부양 등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가 

정과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결혼기피와 저출산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는 체계적인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결혼 기피， 저출산의 

원인이 직장내 성 불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언급도 거의 없다. 

일-가족의 양립은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된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사회 

를 살아가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과 의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 

다 여성에게만 일과 가족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성불평등한 고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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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되는 한， 여성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하위직에 집중되는 성별 직업 분 

리와 성별 임금 격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과 국가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외국의 대안적인 사례들이 보다 풍부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문화와 관련한 교과목 내용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은 본문의 내용과 그림， 사진 등의 자료들이 서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 

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나 역사적인 서술이 성 중립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면 대부분 남성들이 등장하여 남 

성이 보편적인 인간을 대표하거나 사회변화와 역사의 주체로 표상되는 성 편견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교과서의 저자들이 대부분 남성 

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삽화나 사진담당자도 남성들이라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있다. 

성역할의 변화와 성평등한 고용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본문의 독립된 내용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교과서 전반에 

걸쳐서 성 평등에 대한 가치지향이 일관되게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 

서 본문의 내용과 그림이나 사진 등이 일관성 있게 사회 각 분야에서의 성평등 

의 현실과 미래를 묘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보다 정보 

전달 효과가 뛰어난 시각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의 선택에 있어서 인구의 절반 

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저출산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평등한 직장문화와 가정생활에 대한 예시를 

많이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 교과서에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교과 저 

자와 그렴， 사진 담당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실시될 필 

요가 있다. 양적인 대표성뿐만 아니라 성평등의 질적인 내용을 담보해내기 위해 

서는 교과 집필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또는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 

육이나 워크숍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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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내외 성평등한고용문화관련 법·제도현황 

1. 국내외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법·제도 

가. 국내외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법 · 제도 현황 

성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의 정책 방향은 목적상 크게 세 가지 

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직 

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둘째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이 

임금을 비롯하여 교육이나 배치， 승진 등에서 평둥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셋째，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성평등한 고용정책은 정책수준을 기준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1970년대부터 동일가 

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동 

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의 평 

등 원칙에 따라 적극적 조치(affmnative actio띠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둘째는 

노동시장 개입 프로그램들이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은 성에 따른 직업 

분리에서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비전통적인 직업 

에 여성을 통합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 

다. 또한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여성 

가장 지원 프로그램 등 남성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평등고용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지원정 

책이 있다. 여성의 가새 육c}， 노인부양 등 무급 돌봄 노동의 부담이 남성보다 

많이 있는 한， 노동시장내에서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국가와 

기업이 남성들을 가사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 

하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직장-가정 양립지원정책은 가족친화적 고 

용정책으로 실천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친화제도는 기혼의 취업여성만을 위 

한 정책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정책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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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출산율 제고 등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대문유경 외， 2000:32-37쪽) 

1 ) 스웨덴 

@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스웨덴은 1980년 7월 1일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법(Act Concerning Eq뻐lity 

betwe앙1 Men 때d Women)을 시행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여성 취업률이 높고 

남녀 임금격차가 적은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남녀 종업원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으며， 

직장환경을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채용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응모자를 모집해야 하며， 직업훈 

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남녀 종업원이 각종 업무에서 수적으로 균동해지도 

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느 한 성이 적어도 40%를 차지함을 균등한 것 

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어느 한 성이 때%가 되지 않은 직종에서 신규 채용 

을 할 경우에는 소수의 성을 우선해서 채용하여야 하며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 

도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 시행 10년을 맞아 정책적으로 보완된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 결과가 1991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Equal Employm히1t Act between Men and Wome띠’이다 이 법의 강화된 남녀평 

등내용을 보면， 구직단계부터 성차별 금지， 임금차별에 대한 제소 가능성， 성희 

롱의 금지， 직접 혹은 간접차별 금지， 사용자의 평등계획 작성의 의무화， 그리 

고 평등 옴부즈만의 감독범위 확대 등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위법행위에 대해 

서 강력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대문유경 외， 2뼈:93-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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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기회 및 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남녀고용할당제 

1981년 스웨덴에 도입된 적극적 고용촉진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의 영향 

을 받긴 했으나， 여성과 남성 각각의 고용수준을 같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남녀고용할당제(Sex-밟ed employment q뻐tas)로 발전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 

적은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어느 한 

쪽 성이 40%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 

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남녀고용할당제를 지역개발원조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역개발원조 프로그램은 1974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인구가 적 

은 지역에 새로 공장을 세우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자금지 

원을 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남녀고용할당제를 요구하고 있다. 남녀고용할당 

제는 정부지원으로 늘어난 신규채용과 결원의 충원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성 

을 우선적으로 충원함으로써 각성의 비율이 최소한 40%가 되도록 õ}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제도이다. 

스웨멘 정부는 고용할당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할당제와 직업훈련 

프로그랩을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다. 고용에서의 성별 분리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개발 원조금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남성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 

구되는 직업훈련 과정에 여성을 적극 참여시키거나 반대로 전통적인 여성 업무 

훈련에 남성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성별 직종 분리의 문제를 근본적 

인 공급 과정에서 풀어나가려는 시도로서 고용평등 정책의 모범이 되고 있다 

(문유경 외， 2αX>:97-99쪽). 

@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스웨멘을 포함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일하는 엄마 

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을 전일제 근로자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 

진 국가이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 

직제도를 운영하지만， 기간은 길게 두지 않고 그 대신 휴가기간의 임금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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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높게 유지한다. 한편 。&육의 책임은 상당 부분 국가가 공유하여 공보육 체 

계(public childcare)를 중심으로 양육의 사회화를 진전시킨 국가이다. 

스웨덴의 육01휴직제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육o}휴직 λ냉을 강조함으로써 

양육책임의 성평동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른 

국가보다 긴 것은 아니지만， 사용이 가능한 연령대가 매우 길게 잡혀 있고， 시간 

제 휴직이 매우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정이다. 스웨멘은 1995년에 ‘어머 

니의 달과 아버지의 달’을 도입하였대daddy’S 대lllta). 157~월 중 한 달은 아버지가 

사용하되 만약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가 대신 사용할 수 없고 그 휴가자격은 

자동 소멸되는 것이다 2002년에는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연장되면서 아버지 

에게 할당된 기간도 연장되었다 2뼈년 이후 127~월은 부모 중 누구나 사용이 가 

능하고， 그중에서 2개월은 어머니만; 2개월은 아버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것은 자 

녀가 만 8세 될 때까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대장지연， 2005). 

2) 미국 

@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미국의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명시한 대표적인 법으로는 남녀통일임금법 

(Eq뻐 Pay Act, .1963)과 시 민권법 제7편(Tit1e VII of the Civil Ri방lts Act, 1964) 

이 있다. 남녀동일임금법은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떠r Labor Standards Act)의 

일부로서 상업과 생산활동에서 고용주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시민권법 제7편은 고용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의적인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떤 고용주로라도 

개인의 성별， 종교， 인종， 국적을 이유로 고용상의 보상， 기간， 조건， 특혜에 대 

하여 차별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그리고 피고용인이나 지원자를 제한하거나 분 

리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72년에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를 강화하였으며， 1991년에는 고의적인 성차별에 대한 처벌하기 위하여 개 

정을 하였대문유경외; 2:뼈:1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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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비전통적 직업의 여성고용 촉진 정책 W때TO) 

고용상의 성별 직종 분리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최근 적극 관심을 갖 

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비전통적 진로촉진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성별 직종분리를 해소하고 여성들의 취업 분야의 지평을 확대하 

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은 1984년 성평둥 조항이 강화된 칼 

c. 퍼킨스 직업 교육 법안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다 1聊년에는 미국 직업 

교육 수정 법안을 통해 여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연방기금 사용을 확대하면서 

강화되고 있대정해숙， 1맺，). 즉， 여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 과학， 기술 분야 

에의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에 따라 고임금의 장래성 

있는 기술직， 공학 계열의 직종에 취업이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 여학 

생들의 비전통적 진로 촉진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것 

이다. 비전통적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전체 취업자중 여성이 25%가 되지 못하는 

직업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수당이 기대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 

국의 경우 여성 중 6%만이 비전통적 직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 전통적 진로 촉진 프로그램 중 EYH(Expanding Your Horisons : 
Encoura밍ng YOlIDg Women to Persue in Sci하lce and Ma뻐natics)는 가장 대표적 

인 프로그램이다. 1976년 이후 미국의 전역에 걸쳐 매년 1-2회 중고등학교 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기 

술 공학 분야 둥 남성 지배적인 영역에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소개하고 성공적 

인 역할모텔을 제공하고 있다{강이수· 신경아 2001:317-8쪽). 

@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미국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와 적극 

적 조치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고자 노력하는 대신， 양육에 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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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보편 

적 제도로서의 아동수당과 공적 서비스로서의 보육시설， 유급 육아휴직 등 양 

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다 개별 가족이 시장을 통해서 양육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다{장지연， 2005:100쪽). 

미국은 유급모성휴가에 대한 국가 정책이 없으며， 인구의 뿌3%가 거주하고 

있는 5개의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이랜드)에서 임시장애 

보험법πemαmuy Di잃b피ty Insuranc리으로 약간의 급여가 지급된다. 평균 5-13 

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평균 주당급여는 142녕73달러 정도이다. 부모휴가는 

무급으로 주어지는데， 고용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고 만1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용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였다면 12주간의 가족휴가와 의료휴 

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부성휴가는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부모휴가에 

서 부모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휴7바 있으며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휴가부분 

을 호환할 수 없게 규정하였으나， 임금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발히 이용되 

지 않는다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고용 

주와 근로자간의 다양한 조합으로 재원조성이나 비용지급이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디{장지 연， 2005:91;"'96쪽). 

3) 한국 

@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 

우를 하지 못하며” 라는 ‘남녀 균등 처우의 원칙’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정부 수 

립시 선진적인 외국의 제도를 따라 한 장식적인 법률 조항에 불과했다 여성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정부 정책이 수립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로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12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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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의 누락， 벌칙 규정의 미약 등 일부 법 조항의 실효성 부족이 지 

적되면서 1989년 4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성차 

별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책임과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1차 개정이 이루어졌 

다. 1995년 8월에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차별현실을 

법이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원을 모집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 

하지 않은 조건 제시의 금지， 노동자를 배우자로 둔 남성에게까지 육아휴직의 

확대 등이 추가된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 1999년 2월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조치와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 삽입됨으로써 일하는 여성의 

평등과 보호는 물론 여성의 성희롱 방지까지 구현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하 

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자리잡게 되었다{강이수 외， 2001:295-7쪽). 

또한 1999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남녀 

차별에 대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법안이라 할 만하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관행·가치관 둥 가부장적 사회제도 전반을 개선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법은 남녀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남녀 차별 금지 기 

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규정， 남 

녀차별개선 실무위원회의 운영조항을 두는 둥 실행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2005년 3월 여성가족부 소관의 ‘남녀 

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폐지되고， 차별판단 및 구제에 대한 기능이 ‘국가 

인권위원회법’으로 통합되었다. 2006년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내놓았는데， 이 권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19개의 차 

별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차별사유를 20개로 확장하였다. 현재 우리사회 

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여성의 비정 

규직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차별금지법에서는 사용자 

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 

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대박봉정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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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기회 및 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조치는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동법에 명시되 

어 있다.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02년 제5차 개정에서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적 우대 

조치’변경하였다. 대표적인 적극적 조치로는 1996년부터 실시된 ‘여성공무원 채 

용목표제’를 들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한 결과， 외무고시에 

서 여성합격률은 1998년 231.%에서 2002년 45.7%로 증가하였고， 행정고시에서 

는 여성합격률01 23.1%에서 2뼈년에는 28.4%로 늘어났다. 2002년에는 국공립 

대학교 여성교수 비율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공립대에 여성 

교수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남성들의 역차별 정서가 확산되어 사회갈등 양상 

이 나타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꾸어 실시하기 시작하 

였다. 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성이 30% 미 

만일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양적인 성비 균형을 의미하는 

평동개념(김경희， 2(05)으로 후퇴하여， 적극적 조치의 본래 취지가 희석된 것이 

라할수 있다. 

또한 2004년부터 노동부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낮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을 대상으로 ‘고용평등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재정적 인센 

티브를주는 계획을 시범 실시하고， 2006년까지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 

공부문의 성비 불균형과 직종간 성별 격차는 점차 완화될 것이지만， 앞으로 이 

러한 적극적 조치를 절대 다수의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사적인 부문에까지 확 

대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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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출산과 초기양육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동법’에서는 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과 육아휴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2001년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 

일로 연장되어， 연장된 30일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60일은 여전히 기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고 

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함으로써 기업이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경우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의 보전을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들은 법적으로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대기업의 정규직 여성 

근로자들만 λF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절반 이상의 여성근화가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인 상햄서 절대 디수의 여성들01 이 

제도들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장지연， 2005:101쪽). 

최근에는 모성휴가제도가 현재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자녀양육 역할을 강 

화하지 않도록 성평등한 양육책임을 확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기간의 부모할당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14). 

보육정책의 경우，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예산을 많이 확대해가고 있으나 

아직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2005년 12월 현재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는 약 99만 명으로 전체 대상 영유아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공보육 시설(국공립， 법인， 비영리단체 등)의 비율이 

15.9%로 매우 낮교 대부분의 보육수요가 민간시장 중심의 보육시설에 맡겨져 있어서 

뼈부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4)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 2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m 국가틀에서는 빠르게 J 확산되고 있다.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와 운영은 여성의 산전후휴가에 
준한다. 육아휴직기간의 부모할당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장지연， 2005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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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기업 사례 현황 

가. 성평등한 기업문화로서 가족친화적 정책의 도입 배경과 의의 

현대사회 기업에 있어 남녀 근로자들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직 

장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성평둥한 고용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극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직장에서의 역할과 자녀양육과 같은 가 

족으로서 역할의 양립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남녀 근로자가 모두 활용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f.빼y-frien뼈 기업 문화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친화 제도는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요구와 부모로서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육아 및 가족관련 휴가，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지원서비스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친화 기업이라 함 

은 이러한 가족친화 제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과 가족을 조화시키고 있는 가족친화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 

업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법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외면하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독 

일의 ‘헤르티에재단’에 따르면 가족친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생산성 

이 30%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친화적 제도의 시행이 기업에게 적지 않은 비용부담 

을 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업 이 

미지 및 경쟁력 개선을 기대하기 때문이대강혜련 외， 2006:1-2쪽). 

한국의 경우 무엇보다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장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직장생활 뿐 아 

니라 가족 안에서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고 고실업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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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공유Gob-s뼈ring)하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가족과 일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나.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다양한 유형들15) 

@ 탄력적 근무제도 

탄력적 근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탄력성을 제공해줌으로써 직 

장과 가족 영역의 일을 보다 더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 

•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근로자들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시 

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일정을 조 

정하여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을 자녀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근로자의 직장-가정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준다 . 

• 집중근로시간제 

집중 근로시간 프로그램이란 일주일이 소요되는 업무를 5일 이내에 끝내거나 

2주일이 소요되는 업무를 10일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것 

이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직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주중 휴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적인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 시간제 근무 

시간제 근무란 1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조건의 근무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이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경우，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두 

15)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다양한 유형들과 기업사례연구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7월에 발간한 연구보고서 『가족친화 기업모델 및 사례연구』 

(강혜련 외)를 참고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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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 선호되며， 특히 출산과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여 

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간제 근무의 경우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전 

일제 근무와 시간제 근무를 선택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필요 

가있다 . 

• 직무공유 

직무공유란 두 사람이 하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자들은 

실업을 줄이면서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고， 고용주는 숙련된 근로자를 지 

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일자리를 공유하면서도 승진 

가능성이나 휴7}， 기타 보조적 급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 재택근무 

재택근무란 컴퓨터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사가 아닌 곳에서 근무가 가능 

한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여 시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경력휴가 

경력휴가란 근로자가 일정근무 기간이 경과하면 진학， 여행 그리고 기타 근 

로자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취하는 장기간의 휴가를 말하며， 재충전의 

기회로활용되고 있다. 

@ 육아지원 제도 

육아지원 제도는 근로자들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를 보살피는 데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육아데이 

육아데이란 기업이 근로자들이 정시에 퇴근하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날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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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휴가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및 육아휴개mat얹J.i.ty 11않ve)를 포함한다. 휴가 기간이나 휴가 청구자의 자 

격조건， 유금 또는 무급여부， 승진 기회와의 관계 여부 동에서는 각국마다 차이 

를보인다 . 

• 보육서비스 

보육 서비스는 기업이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보육 서비스를 찾도록 지 

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기업 중 대부분은 직장 내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직장에서도 자녀를 

볼 수 있고 비상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안정감을 주어 작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 부친(부성) 휴가 

부친휴가란 부친이 자녀 양육이나 가사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999년 표O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친휴가를 인정하는 

국가는 15개국이며， 보통 2 - 3일 정도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정보소개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정보소개 서비스는 사외의 보육정보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취업 부모들이 

희망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경제적 지원 서비스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이와 관련된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미국 기업의 경우 가페테리애cafe때이식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차페 

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란 양질의 건강보험， 퇴직연금， 특별휴가 등 몇 가지 복 

지 플랜(plan) 중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근로자 기업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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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지원 프로그램 

수유지원 프로그램은 영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자녀들에게 모유 수유 

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내에 수유방을 설치하고 유축기， 

냉장고 등 수유에 필요한 각종 기기들을 배치하여 직장을 다니면서도 모유 수 

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가족지원 제도 

가족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아픈 자녀나 노인부양 등의 문제로 퇴직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직장 양립을 지원하며， 기업주는 근로자의 신규채 

용에 드는 교육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가족간호 휴가-(F빠피y 1，않V려 

가족간호 휴가란 유아나 병 중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하며 병가처럼 가정의 일을 위해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는 제도이다 . 

• 탁노 프로그램 (Elder1y c따려 

현대 사회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에서도 근로자의 노인7}족 부양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정보소개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정보소개 서비스에서는 자녀양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인부양에 대해서도 

정보와 법률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들이 노인부양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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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써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학자금에 이르기까지의 금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영어캠프， 컴퓨터 교육 등 방학기간을 이용한 다양한 학습지원을 

제공한다 . 

• 가정의날 

가정의 날이란 근로자 가족들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프라이드를 높이기 위 

한 차원에서 기업이 가족 구성원들을 회사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음악회 동을 개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시간을 만든다. 

“상담프로그램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 상담 동을 온/오프라인 

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각종 불만이나 고민거리 

동을 덜 수 있으며 직장만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 근로자지원 제도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진단해서 이를 지원하는 근로자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결근， 지각， 이직， 사고 동의 개인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와 그 

7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많P띤CP 프로그램 

대표적인 근로자 지원제도로는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주는 EAP따nployee Assistance Program)나 

ECP따nployee Counselling Program)가 있다. 많P는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치료 

와 같은 좁은 범주의 상담으로 근로자의 직무성과를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예 

방적 전략이다. 반면에 ECP는 노동인력의 다양화에 따라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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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좀 더 폭넓은 접근 방법이라 할 

수있다 . 

• 기타서비스프로그램 

이 밖에 가사조력자나 보모 알선 등과 같은 전문인력 소개 서비스， 개떤의 

금융자산 투자상담 프로그램， 법률상담 프로그램 둥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실시되고 있다 

@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이란 앞서 소개한 제도 및 정책들이 기업에서 근로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을 말한다. 

하지만 이미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외면하고 있어 이름뿐인 정책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진정 

으로 일과 가족이 조화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친화 제도가 필요한 

근라들에 대한 상사 및 동료들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문화 

공유가매우중요하다 

• 교육과 연수를 통한 가족친화 문화 조성 프로그램 

기업이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일과 가족을 조화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성을 

사내교육 혹은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는 것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도입 

하거나， 사보를 통해 육아휴가제도를 안내하고 이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동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직개발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와 기업의 의사 결정자가 공동으로 프로젝트 팀을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청소년 193 

구성해서 각 작업장의 직장관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 

직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내 프로젝트 팀은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일과 가족의 조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여 개선을 꾀할 수 있다 . 

•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프로그랩 

직장과 가족의 조화는 비단 여성근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여 

성들이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의 상급 관리자 중 

여성의 비중이 커질수록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여성들 

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의 국내외 대표 사례들 

CD 국내 대표사려/(1) : 유한킴벌리 

19매년 설립된 이래 유한킴벌리는 아기기저귀， 여성생리대， 화장지， 미용티슈 

등 건강위생용품 제조업체로서， 인간중심의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종 

업원의 일과 가정， 지역사회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 

속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대표적인 가족친화 기업이다 유한 

킴벌리는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통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과로체제를 방지하고 

평생학습 시간을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가정내 역할을 병 

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다양한 모성보호 정책의 실시로 여성근로자의 비율 

이 증가추세에 있고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 가족친화적인 유연한 근무제도와 평생학습 

우선， 유한킴벌리 가족친화 경영의 대표적인 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과 

로체제를 방지하는 예비조 운영을 포함한 탄력적인 근무제도이다. 이는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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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로자들의 근무 틀을 혁신함으로써 일과 개인의 삶의 조화와 경쟁력을 

높여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1993년부터 실시된 생산직의 4조 근무제가 

대표적이며， 1994년부터 관리직의 시차출퇴근제， 1999년 영업직의 현장출퇴근제 

가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교육 및 평생학습과 연계되어 더욱 발전되어왔다. 특 

히 회사는 근로자들의 교육시간 투자를 늘려서 2005년 1인당 유한킴벌리 생산 

직 근로자들의 직무교육시간은 306시간에 이른다. 이렇게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통해 얻게 된 시간을 활용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사내에는 

자발적인 학습조직들이 늘어났고， 평생학습에 시간을 투자하는 개인들도 늘어 

가고 있다. 또한 퇴직예정자를 위해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제도적으로 근로자 자녀들을 위해 대학등록금까지를 

지원하고， 근로자 가족들을 위해서는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업그레이드를 시키 

는 이러닝 (e-l，댔꾀19)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전 분야에서 교육과 학습을 지원 

하고있다 . 

• 성평등한 지원제도 운영과 모성보호 

이러한 유연한 근무제도의 영향으로 가족 안에서 남성 근로자들이 머무는 시 

간이 많아졌으며， 육애자녀 돌봄)와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늘어나 가족구성원으 

로서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데 좋은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 근 

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개2뼈년부터 정부 

에서 실시하기 이전인 2뼈년부터 시행)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시 제왕절개 

수술 의료비를 지원과 출산후 출산축하금과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 근로;A~를 위해 사업장 내 여직원 휴게실과 별도의 모유수유공 

간인 ’느티나무 그늘방’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실시로 현재 

유한킴벌리 본사 사무직 여성 근린} 비율은 47.8 %(2005.12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래 여성입사자수가 남성입사자 근로자 수를 추월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여성 인력의 성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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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제도 운영 

이 상담제도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개인문제도 회λ까 함께 고민하고， 보 

다 합리적인 판단에 이르도록 도움으로써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근로자 

나 가족들이 극단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또 행복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는 가족관련 사내특강을 매월 열어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업사원들을 위해 멘토(mento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신적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 지역사회 공헌 및 대사회적인 가족친화문화 확산 위해 노력 

또한 근로자 가족들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사업장 초청행사 

들과 함께 부부대상 사내특강， 근로자 자녀야구단 활동， 주말농장 등을 운영하 

고 있으며， 사원과 가족들이 유연한 근무제도에 따라 남는 시간을 가족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 국내 대표사례띠): 삼성 SDS 

삼성SDS는 1985년에 삼성 데이터 시스댐 주식회사로 설립된 이후，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1999년 국내 SI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달성 

하는 등 성장을 거듭해왔다. 무엇보다도 삼성SDS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 

적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 협의 후 탄력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 

하여 시행하며， 반나절만 휴가 사용이 가능한 반월차제도와 근무장소에 따른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제도화하였다 

또， 1일 2회 각 30분간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고 수유편의시설인 ‘도담이방’ 

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편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수유방 

안에는 수유기， 냉장고 등을 비치하여 모유 수유를 지원하고， 임산부들이 쉴 수 

있는 모성보호의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동종업계에서는 최초로 1997년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자체 운영 중이며， 현재 3개 어린이집에 총 85명의 원아 

를보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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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와 육아 등 여성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가 

족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양립지원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여성인 

력의 고충을 털어놓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SDSWomen.com)를 2002년 

3월 오픈하여 현재 약 2뼈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국외 대표사례 (1 ): 포드 자동차 

미국 포드 자동차는 1903년 헨리 포드떠뼈 For이와 그밖의 11명이 공동으 

로 출자하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설립된 회사이다. 포드 자동차는 근로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때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가변 

적、업무설계， 탄력근무， 재택근무， 육아， 가정교육， 노부모 부양， 심신 건강 그리 

고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근화들의 개 

인 성장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충성도 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최 

고의 직업적 재능을 가진 근로자를 유인하고 보유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내외부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다. 

포드 자동차는 근로자들의 육아를 위한 개인적인 카운슬링과 교육자료도 제 

공해 준다.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거나 갑작스런 출장이나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전문 l보육사가 최고 80%의 비용으로 24시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의 자녀를돌봐준다. 

탄력적 근무제는 정규직의 풀타임 근무자들이 가족문제， 교육， 경력개발 또는 

사회봉사 등 개인적 이유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그들약 업무 

시간을 관리자의 허가 아래 90%까지 줄일 수 있다 근로자의 필요이뼈s)와 선 

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스스로 근무 시작 시간과 끝마치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아이들의 응급 시 대체 보육을 위해 포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6개 

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방학 그리고 여름계절 프로그랩， 미시간 동남부 지역 

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ò 1 Plymouth-Canton and De빼m의 공립학교와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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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포드 박물관에서 제공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포드의 기부금에 의해 운 

영된다 그리고 봉급생활자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도록배려한다. 

@ 국외 대표사례 (2): 바스프 

바스프는 플라스틱·염료(梁햄·섬유·비료·석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 

재 전 세계 38개국에 생산시설이 있고 170개국에서 영업 활동 중이며， 본사는 

루드비히샤펜에 있다 관련 업계의 대표 회사로 손꼽히는 바스프는 풍부한 자 

녀교육 프로그랩을 갖춘 가족친화기업으로 타사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바스프에서 마련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틴즈 온 투어， 루키 

즈 등의 이름으로 열리는 자녀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근로자 자 

녀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햄이다. 근로자 자녀 

가 방학 중 혼자 집에 있지 않도록 6-11세 어린이를 위한 ’키즈 온 투어’와 

12-14세를 대상으로 한 ’틴즈 온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 

학 때마다 실시하는데 초기 투자비용만 2만 유로(약 24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또 학생 한 명당 100유로(약 12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 

은 방학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분까지 진행된다. 

또 프로그램 시작 전인 오전 7시30분부터 프로그램이 끝난 뒤인 오후 6시까지 

회사가 아이들을 맡아 준다. 

이밖에도 바스프가 운영 중인 사내유치원 루키즈(나kids)에서는 전문 보모가 

3세 미만의 아기들을 돌본다. 바스프 근로자는 출근 때 아기를 루키즈에 맡겼 

다가 퇴근할 때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 바스프는 세 살 이하 아기를 맡아 주 

는 ’루키즈’에 매달 3만6000유로의 예산을 지원한다. 

바스프는 거대한 화학공장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기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10-20년 뒤에는 틴즈 온 투어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바스프를 이끌어 나갈 주인 

공01 된다. 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은 미래 인력을 육성한다는 점 이외에도 회사 

와 가족을 결합하는 이음쇄가 되어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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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바스프는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하고 있다. 

제 3 절 한국형 성평등한 고용문화 발전방향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평등한 환경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간에 얼마나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얼마나 제공되는가가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추진된 출산율 제고 정책은 주로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비용 경 

감이나 보육환경 개선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성평등 환경조 

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출산율은 1.26명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세 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출산율은 1.5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대최숙희 · 김정우， 2뼈) 따라서 저출산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의 여성 참여를 장 

려하고，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고용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사례들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평등한 고용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전제되고 있는 이상적인 노동자 모델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요청된다 현재자본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노동자모텔은 ‘가족이나 개인 

적인 일체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무한한 이동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가 

정내 생활은 철저히 타인에게 의존하는， 하루 24시간을 회사와 일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노동자’로서 일중심적 · 남성중심적 노동자 모텔이대신경아， 2001) 임신 

과 출산 등 모성기능과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여성노동자는 이러한 

이상적인 노동자상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노동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젠 

여성들이 돌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남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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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와 같아지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처럼 가정내 돌봄 노동의 

책임을 진 노동자로서 직장과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남녀 모두 일과 가족의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자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16). 

둘째，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가사노동자’의 전통적 성별분업에 입각한 가 

족모델이나 ‘남성 1차 부양자 - 여성 2차 부양자’ 모텔이 아닌， 양성이 동등한 

의미에서 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는 ‘2인 소득자’ 가족모델에 기초하여 국가의 

고용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성별분업이 유지되는 가족모텔 하에 

서는 여성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가정내 가사와 육ö]-， 노인부양 동 돌봄 노동을 

여성들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일-7}족 양립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으므로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일- jr족 양립 

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돌봄 역할의 일차적 담당자를 여성으로 전 

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남녀가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제한 

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 둥을 겪게 된 

다. 반면 2인 소득자 가족모텔에 기초하여 고용정책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여성 

과 남성이 공적 영역인 노동시장에서도 평등하게 일하고 사적 영역인 가족내 

돌봄 역할과 의무를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가족정책은 고용정책과 

연계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철폐와 함께 고려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참여 

를 장려하고 양육과 고용을 병행할 수 았는 정책들을 시행하며 이는 가족 내 

7싸와 육아를 남녀가 분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이재경 외， 2005). 

셋째， 노동시장내 성불평동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의 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인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고용차별 

폐지를 위한 법적 자원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며， 남녀임금격차에 대한 통일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적극적 조치 조항도 확보되었다. 그러나 법규정이 있 

16) 핀란드의 ‘6+6 노동시간 모델’은 풀타임 근무를 하루 6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으로 과거의 임금수준을 보전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은 여성이 남성과 
함께 풀타임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 

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신경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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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 법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간접차별의 개 

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구조조정시 여성을 우선 해고하거나 비정규직화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규 

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 규정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법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서 각종 고용차별 관련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용 

·승진·순환보직·정년·해고 등 남녀 고용차별과 관련된 각종 지침의 개발과 행 

정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여성 

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실시되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인 

여성고용할당제도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취업해 있는 사적인 

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71업정책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기업내 여성의 비율이 증 

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남성 중섬적 조직 운영방식을 여성친화적 또 

는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상가족친화적인 정책이란 

조직구성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맡는 책임과 의무를 균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배려하는 제도이다. 특히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 

사와 양육을 남성이 분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7}족친화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대상은 기혼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괄해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앞 절에서 

자세히 제시한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들인 탄력적인 근무제도， 육아지원제도， 

가족지원 제도， 근링} 지원제도，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 등을 각 기업의 조건 

에 맞게 도입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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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노동으로 대표되는 ‘일’의 세계와 자신과 가족을 보살피고 다음 세대를 

낳아서 키우는 ‘가족생활’ 영역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한국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의 초저출산·초고령화 화두 속 

에서 한국사회 보살펌노동 영역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현 시점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성평동’ 

수준의 제고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연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영역 및 고용영역의 성평동의식 실태와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가치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가치관， 

성평등의식， 일반 가치관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가치관은 아직 형성단계에 

있어서 하위 가치관간의 간극도 크고 실제 행위와 태도 사이의 불일치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가족·결혼·자녀에 대한 태도 

는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는데 성인들의 태도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훨씬 유연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용성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청 

소년에 비해서 성평등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가정내 공평한 7μ}분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 정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 가치 

관 조사 결과 우려되는 부분은 성평등 의식 동 일반적인 태도 항목에서 남녀간 

성별 지체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다. 여학생의 성평동 의식이 남학생보 

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차별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보편주의 가치관’， 

‘자기 성취 가치관’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이에 비해 남학생은 차별적 

태도와 연결되는 ‘권력 가치’적 성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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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매체의 교육내용에 의식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내용 

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족관련 태도에서의 성별 격차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가족형성 등 사회 재생산에도 주요 장애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최근의 저출산 위기 정 

국의 부작용으로서 의식수준에서의 보수화 경향도 엿보였다. 따라서 저출산·고 

령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 홍보 과정에서 개방적인 태도와 성평등한 의식 수준 

제고를 분명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고용문화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청소년들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법 · 제 

도적 인프라 실태를 검토하여 한국적 상황에 걸맞는 가족문화·고용문화를 모색 

해 보았다. 어느 경우에나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치는 개방성과 사회적 관용성 

의 증대이다 가족과 고용 모두 열린 개념으로 접근되고 구성원의 행복이 최우 

선 과제로 접근될 때 ‘성평등한 사회’는 더 이상 남녀의 구분도 노소의 구분도 

사라지는 통합적 사회로 인식될 수 있다.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은 곧 생활친 

화적인 고용정책이며 이것은 어떤 개인도， 어떤 가족도 배제하지 않는 정책 방 

향이다 성평등한 가족문화는 남녀의 차별도 사라지지만 세대간 차별도 사라지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성평등한 고용문화는 동일한 철학 

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젠더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차별이 

사라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제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가까운 미래에 여성노동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개인이 요구하는 바는 

일치하는 듯하다. 노동력 부족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사회는 양질의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는 개별가족에게 과부하되어 있는，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사 및 돌봄노동과 같은 무급노동 문제 

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그 방식은 공보육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혹은 출산장 

려를 목적으로 하는 직·간접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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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연히도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따라서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인 

정받는 일， 즉， 유급노동을 하고 싶고 또 해야 한다. 바로 여성들의 요구와 사 

회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하고 싶고 일해야 하는 여성들 

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회와 여성들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있는 듯하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여성노동과 연결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 

의 하나는 ‘낳고 싶은 만큼 낳아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이다. 저출산· 고령 

화라는 인구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바는 정확히 생산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침체이다. 국가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이 든 사회(이d pop띠atio띠가 되고 절대 인구마저 감소하면서 지구상에서 사 

라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성원들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여전히 2명을 멈어서고 있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면서 독신율도 늘어나고 이흔율도 늘어나지만 

이것을 사람들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의 감소로 해석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히 

려 친밀성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욕구， 기존의 친밀성 구조 즉， 기존 

의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현재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80-90%대로 끌어 올려야만 할까? 여기에 

서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고 한다 즉， 일하고 싶은 여성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들이 사라져야 하듯이， 보다 넓은 의미의 

‘일’， 즉， 돌봄노동을 선택하면서도 여전히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 

하는 미래상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 성원들 특히 여성들에게 끊임 

없이 시장노동의 의무와 재생산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장노 

동의 권리와 재생산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노동을 권 

리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우리의 미래사회는 매우 경쟁적이고 많은 사회성원들이 일생 동 

안 장기간의 실업 상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이다. 그런 사회를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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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때， ‘유급노동을 중단할 권리’， ‘돌봄노동에 주력할 권리’라는 표현은 매우 

위험스럽게 보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권리 제한도 사 

회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모순되게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회 성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시장노동의 의무와 재생산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이면서도 그 두 가지 노동을 도저히 병행할 수 없 

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돌봄노동이 개별가족에게，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는 현실과， 이것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 정당하게 평 

가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일 속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장시간의 노동 

관행 등 수많은 관행들이 난마처럼 얽혀서 결과한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사회가 여성노동력에 요구하는 바와 여성들 

자신이 요구하는 바의 표피적 상동성이 실질적 상동성으로 전화되는 미래도 가 

능하다 ‘일’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그 ‘일’을 해야 할 주체들을 확장시키면 가능 

하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확장된 일 세계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부모로 

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이수· 신경01-(2001)， ~여성과 일: 한국 여성노동의 이해.!l , 동녘. 

강점숙 외(2003) ， “독일가족복지 연수보고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실 

강학중· 유계숙(2005)，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연구: 억제 및 

촉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가족과 문화』 제17집 3호. 

강혜련 외， 보고서띠뼈) ~가족친화 기업모텔 및 사례연구.!l , 여성가족부. 

김경희(2005)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여성발전론과 성주 

류화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 2호. 

김두섭 외(2005) ，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l , 한양대학교 

김명중(2뼈)，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일본의 저출산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 

구원~국제노동브리프.!l , Vo1.4. No. l. 

김유경(2005)，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Ii보건복지포럼.!l , 5월호， 통권 103호. 

김종기(2005)，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l ， 2005년 11+12월호. Vol 32. NO.6. 

김혜영(2006)，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본 한국의 가족문화와 가족정책적 

함의" 한국여성개발원~가족정책 현안과 실천과제:5월 가정의 달 기념 

특별 심포지움』 자료집(2006.5.25). 

김양희·이수연·김혜영(2002)，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새K많S-A) 개 

발.!l .한국여성개발원 

문옥륜 외(2006)，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국회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 

별위원회 보고서. 

문유경 외(2때1) IiOECD 회원국의 고용평등정책 현황.!l . 한국여성개발원. 

문은미(2004)， “노동운동의 위기와 여성노동운동의 도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6 

『여/성이론』 여름 통권 10호. 

문현O}(2005)， “국가는 가족정책을 여성주의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여성문 

화이론연구소 rr여/성이론』 겨울 통권 13호. 

__ (2006)，"가족내 노동의 재구성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2006 

년 정기학술대회 〈전환기의 한국가족〉 발표문. 

민무숙 외(따삐 rr양성평등교육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탐색.1 , 한국여성개발원 

박기남(21뼈)， “여성노동의 현실과 대안’; 한국여성연구소 편 『새여성학 강의』 동녁 

박봉정숙(2006) “차별금지법에 대한 7문 7답” 한국여성민우회 rr함께 7}는 여성』 

제 175호. 

박선영Q뼈')， ‘'2006년 민법개정안의 의의와 한계: 부부재산제， 배우자상속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민우회 rr함께 가는 여성.1 ， 2006년 7, 8호. 

박세경(2005)，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rr보건복지포럼.1 ， 5월호. 통권 103호 

박수미(2005며 rr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 생애주기별 접근 -.1 ,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__ (2005b), rr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참여 -노동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박효숙(2뼈)， “일본의 일과 생활의 양립에 관한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rr국제 

노동브리프.1 , v이.4. No. 1. 

변화순(2003)， “다양한 가족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변화순·최윤정(2뼈)， “가족정책 방향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연구보고서. 

변화순 외(때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서병숙 김혜경(2002)，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1 18권 1호 

신경애2(01) “ 노동시장과 모성， 가족의 문제 " rr경제와 사회』 제51호 

여성가족부(2005) ， rr2005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참고문헌 207 

여성7}족부(2006) ，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뼈-201이 공청회" 2뼈년 4월 27 

일자료집. 

여성7}족부 국제협력팀(때6-4-씨， “세계여성정책동향: 출산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프랑스 편)"，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정책자료실 세계여성 

정책 

(2006-4-B), “세계여성정책동향: 출산장려 및 가정과 직장 

생활 병행정책(핀란드 편)"，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정책자료실 

세계여성정책 

(2006꺼， “세계여성정책동향: 독일의 가족 및 보육정책”，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j 정책자료실 세계여성정책. 

윤홍식(2005떠，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 

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r한국사회복지학.! , 57 

권 4호.11월호. 

윤홍식(2005비， “OECD국가들의 남성 돌봄노동참여 지원정책과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부모·부성휴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외，<남성의 돌 

봄노동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11월 23일). 

은기수(2004)， “한국의 7}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 세대간 가치의 양극화?”， 성 

균관대 서베이리서치 센터·삼성경제연구소 주관， 제 1차 한국종합사회조 

사(KGSS) 심포지움 자료집(2뼈.6.2). 

이삼식(2005)，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파장을 주시한다 한국교육개발원 r교 

육개발.! , 2005년 11 +12월호. Vo1.32. NO.6. 

이삼식 외(2005)， r인구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 , 저출산· 고령사회위 

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r노동 

정책연구.! ， 5권 1호. 

이은아· 마경희(2006)， “새로운 7}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 

‘가족’에서 ‘공동체’로" 한국여성민우회 r가족문화 정책방향 및 실천적 

대안 찾기』 토론회 자료집 



208 

이재경 외(2뼈)， “한국 7}족의 현실과 변화" 여성부 발간보고서. 

이재경 외(200잉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 

학회Ii한국여성학』 제 21권 3호. 

장지연 외(2005) Ii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J . 한국노동연 

구원. 

장혜경 외(2005)，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 

정춘숙(2003)， “가정폭력관련법 실행 실태 및 집행에 대한 조사: 일반인， 피해자， 

경찰 대상 설문을 중심으로”， 여성의 전화(2003.7.1)， Ii가정폭력방지법 시 

행5주년기념토론회』 자료집. 

정해숙·김연(2002) ，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조애저(2005)，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Ii보건복지포럼J , 5월호. 통권 103호. 

조은희·전경근(2뼈)， Ii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J , 한국여성개발원. 

최봉섭(2005)， “없ended School, 학교역할의 개편”， 한국교육개발원Ii교육개 

발J ， 2005년 11+12월호. Vo1.32. NO.6. 

최숙희 · 김정우.2뼈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삼성경제연구소 

최은영(2뼈')， “취업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J , 1월호. 통권 111호. 

통계청(2006)， Ii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하주영(2002)， “가족의 성별분업은 어떻게 해체가능한가?”， 『철학과 현실J , 여 

름호 통권 53호. 

한국여성개발원(2005)，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 

고서 

한국여성개발원(2006)，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J"200꺼 추진성과와 과제" 

제34차 여성정책포럼자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2006)， “평등명절 십계명”， 『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10월호 뉴스레터 



참고문헌 209 

한국염(2뼈，)，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대구여성회 

2006 결혼이주여성인권지원 전문상담원교육 자료집. 

기틴스， 다이애너(2001)， u'가족은 없다: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부J , 안호용· 김 

홍주·배선희 외 옮김， 일신샤 

소온， 배리 외(2003)， u'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 한울. 

Angrist, 1. & W. N. Evans, 1998, 안피dren 뻐d their 뼈rents labor supply: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f:빼ly size", American Economic 

Revìew 88: 450-477. 

Brewster, K. L. & R. R. Rindfuss, 2αXl，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뻐tri배쟁d nations", Annual Review 01 Sociology 26:271-26. 

ch않llIis， 1. -c. 1996, ''Fe띠lity， fi뻐피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I없앉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729-739. 

Cramer, 1. c., 1980,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problems of causal 

이r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178-190. ‘ 

DeGraff, D. S. &.R. Ank많， 1999, "Gender, labour markets, and women’s work"’ 

Liëge: Internationa1 Union for the Scien뼈c Study of Population. 

Donahoe, D. A., 1999, "Measuring women’s work in developing .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5:543-574. 

표1ge1hardt H:, T. Kögel, & A. Prskawetz, 2α)4， "Fertilityand wom없l’s employment 

reconsidered: a micro-level time-series 뻐alysis for devel야빼 countries, 
1960-2000", Popu뼈ion Stz때és， Vo1.58, No.l, pp.l09-120. 

Folbre, N., 1997, "The Future of the elephant-bir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3):647-654. 

Greenstein, T. N., 1995, "At’'e the ’most advantaged’ children tru1y 이sadvantaged by 

early maternal employment? effects on child cognitive outcomes", Journal 01 

Family lssues 16:149-169. 

Hochschild, A. R., 1989, The second sh~껴" New York: Vi퍼ng. 



210 

Kl앉m뻐， J. A. & A. Leibowitz, 1999, "Job continuity among new mothers", 

Demography 36:377‘ -385. 

Kψ1깅er， J., 2002, "Path towards a mαlernization of gender relations, polici않， and 

f뻐피yb띠1뼈19"， Schulze, H-J, et 띠.(1때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New York: Oxford UniVI앉sity pr않S. 

Lehrer, E. & M. Nerlove, 1986, "Female labcπ force beha띠or and ferti1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01 Sociology 12:181-204. 

Lloyd, C. B., 1991, I만le contribution of the world fl때lity surveys to an 

unders때뼈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work and fe띠lity"， 

Studies in Family Pl뻐피ng 22(May/June):144-161. 

Mason, K. O. & V. T. Palan, 1981, "Fema1e employment and ferti1ity inP，히linsular 

Malaysia: the mat해lal role incompatibi1ity hypothesis reconsidered"’ 

Demography 37:523-33. 

McDonald, P., 2뼈， IlGender eq버ty in theories of fl밟i1ity transition", Popuflltion 

and Devdφment Review 26(3):427-430. 

Morgan, S. P., 2003, "Is low ferti1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crisis?", 

Demography 40(4):589-603. 

Perry-JI때퍼ns，Maureen， Rena L. Repetti, & Ann C. Crouter, 2αlO， "Work and 

f뻐rily in the 1990s"; Journal 01 Marriage and the Family 62:981-998. 

Rind미ss， R. R. & K. L. Brewster, 1996, "다피dr않파19 and fertility", Popuμ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Suppl.):258-289. 

Sacks, Nancy E. and M없rone， Cathe띠le(2004)， Gender and Work in tOt찌， 's 

worlds: a reader, Westview I깐않S. 

Sleebos, J. E., 2003, "1ρw fe띠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때19 Papers. 

Somerv퍼e， Jennifer(2뼈1)， Feminism and the Family: Politics and Socieη in the 

U.K and USA, McMillan Pr，않S. 

Stacey, Judith(1991), Brave New Families: Stories 01 Domestic Upheaval. in Late 



참고문헌 211 

Twentieth Century America. Basic Books. 

Toπ" B. M. & S. E. Short, 2004, "Second b빼s and the 똥cond s뻐 a fl않earch 

note n gender eq버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109-130. 

Van .Esterik, P. & T. Greiner, 1981, "Brl않Stfl많이ng and women’s work: consσaints 

and opportunitie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2(4):184-197. 





〔부록〕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 

치관 조사(학생용) 조사표 양식 

안국보건사외연구원 

2007년 1월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명등에 관한 
가치관 초사 

(학생용) 

고유번호 | 시도영 | 시군구영 악교구분 악교특성 | 악년 l 반 | 응답자일련번호 

2-3 1 4-6 8 9 110-11 

1 
교
 
교
 
고
。
 

뱀
 빡
 뱀
 

m…) 
’’ 
’…’ 

口
口
口깨

 깨
 

괜
 써
러
 

교
 

피
 파
 

웹
 짧
 꽤
에
 
댐
 

@ 
@ 
@ 

@ 

口
口
口
口

’
Ill--j 뾰

쐐
 

씩
찌
개
 

은
앙
 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샤효l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4 

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r미래세대의 결혼·자녀 양성평동에 관한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M 초 • 충 • 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이 웅답한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랭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이 웅답해준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문 



다음은 학생 본인과 가족애 관한 질운입니다. 

@ 해당란에 Ql를 해주세요. 

1‘ 학생은 남악생인가요， 여학생인가요? 

口@녕학생 口@여학생 

2‘ 학생의 형제자매는 몇 명입니까? (학생 본인은 포함하지 않음) 

구벌 | 염 

행l모빠 c그 
누냐/앤니 D 
닝동생 D 
여통얘 c그 

r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에는 모루 '0’ 엉므로 기입해 추세요 

3 학생 본인을 포함학여 형져|지매 수가 어명다고 생각야세요? 

口@많을 명이다 口@적g 멍이다 
口@적당δ벼 디@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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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 。뼈지만 션。r 껴샌다 

口@모두앤l샌다 

5 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 쨌거나 멸거 충인가요? 
r,; 얼거란? 이흔하기 전에 따로 사능 경우를 알합니다 

口@에 口~ O~I니오 
口 @ 부모녕 종 한얻만 생。t계시겨냐 모두 맨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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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의 이벼지는 학교롤 어디까지 나오셨냐요? 

口@학교룰앤뺏 

口@중QI파 
口@대학교 

口@모르겠다 

8.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롤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口@학교흘 Q뼈뽑t 

口@중헥교 

口@대학교 

口@모르겠다 

9. 학생은 학교롤 어디까지 다니고 싶으세요? 

口@종학교 
口@대학교 

口@초흙파 
口@고동학교 

口@대학얻 
디 @ 。뼈지?r 안계샌다 

口@초퉁핫교 

口@고동학교 

口@대학얻 

口@어머니가안껴샌닥 

口@고등학교 

口@대학얻 

10‘ 연재 학생의 부모닝은 돈을 벌기 위때 일을 아고 계세요? 

따
 

하
 

다
 

앨
 %W 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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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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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口

口￠。뼈지만연 6앤다 

디@두별모두옐올엔δ샌다 

口@에 

11. 학생은 연계 진휠머니(외할머니) 또는 진힐아벼지(외할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고 댔나요? 

口(z) Or니오 

12. 학생은 본인이 생각히기어| 집안헝면이 어땅다고 생걱tut서|요? 

口@매우 장샤는명이다 口@당샤는캘이다 

口@ 보통이다 디@못샤는편이다 
口@매우 못샤는편이다 口@모르겠다 

13. 학생의 증교는 무엇인가요? 

口@불교 
口@천주교 
口@종교없용 

口@깨샌교(기톡교) 
口@기탁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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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입 니 다. 

14. 악생 본인과 부모닝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부모닙 충 한분만 겨|시는 악생도 응답때 추세요) 

口@매우 종닫멍이다 

口@보통이다 

口@매우 냐뽕괜이다 

口 @ 。뼈지앙 어머니 모두 앤|샌다 

15. 이에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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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충을 편이다 

口@냐뽕명이다 

口 @ 종일"1 냐뽕지 모르겠다 

口@종을 편이다 

口@냐쁜편이다 

口 @ 종을"1 냐벌지 모르겠다 

16. 학생은 가족에 관한 다음의 애용어| 대애 어명계 생각짜서|요? 

구 열 
매우 대쳐l로 '1로 천혀 

찬성항 한녕항 창‘암R양 챈ι엄R양 

1) 。뼈지냐 어머니가 혼자셔도 지녀룡 장 키올 수 댔다고 생각 ti!κr 口 <D 口@ 口@ 디@ 

2) ~영향t"l 잎빠도 Z떠흉 기전 수 'l1.다고 생각 호봐 口@ 口@ 口@ 口@

3) oJPl핸 。101도 내"t 낳달 자석과 ?흰l 애정올 갖고 당 키울 수 

댔다고생각 핫κr 디@ 口@ 口@ 口@
... 윌윌민할2 다른 사람의 아이훌 데려다 키우는 것을 알합니다 

니) 서명(부부 종 한 샤랑이 셔f강)이냐 이혼 후어|도 꽤혼올 해석 
口 <D 口@ 口@ 口@

셰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종다고 생각 한다 

'>) 남녀가 사량한다댄 :영흔하지 않고 항께 샤는 것도 괜장다고 
口 <D 디@ 口@ 口@

생각한다 

b) 외국엔과 경혼해도 생관 었다고 생각한다 口 <D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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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g를 빼주세요. 

혼õl 천부모와 함꺼l 샤는 가촉을 연벤적엔 가촉형태랴고 탤햄니다， 그려냐 최끈이l는 부모념 중 

한 분하고만 샤는 가쟁， 꽤혼 부모녕과 행꺼l 샤는 기청 t청져l지배틀끼리만 샤는 가정， 형。f버지 

(혈머니) 하고망 샤는 ::>t점 등 다탱한 가촉형태가 쟁쟁 늘어냐고 있융니다 

(G? 17번과 18번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7‘ 학생은 위의 글에서 설명야고 입는 다$뺀 가측명태에 대에 어떻계 생각아서|요? 

口 [)~함 가쭉행n도뺑ll7p햄 口 @ 영날빽 ?쩔l 。앤 갱우 δ뿜δt"l 
행복할 끼Plq 못항 경PI다 

口 @ 햄복과 불햄일 7t쭉 형태암 생괜없다 口 @ 모르겠다 

18‘ 학생은 qCiJ딴 가족형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야는지 끄댄맡 응답때 추세요， 

口 @ 부모냄익 명거미혼재혼이 많!Ot져셔 口 @ 지t킥의 교육융 의해 램 안!O~B써 
口 @ 부모엠l 편챙으시겨냐 。엠 툴。P써셔 口 @ 부모냉의 뺑|로 적녀를 툴볼 수 양1셔 
口@모르겠다 

다음은 악교에서 배운 가족에 관안 질운입니다. 

19. 학교에서 가측에 대만 애용은 어떤 시Z벼| 배웠는지 모두 응답째 주세요， 

口@국어 口@도덕 
口@앵l 口@과학 
口 @ 기슐 ?샘(밤) 口 @ 외국어(영어) 
口 @ 특뺑통미냐 재행통(교과 외 시캔 口 @ 기탁 과목 
口@배훈적없다 

20. 가족어| 관안 내용 증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몬둔 응답째주세요‘ 

口 [)7댁의 소충함과 중요성 口 @ 가쪽의 뺑와 구A뽑l 역할 
口 <3J7t쪽 의석주에 관한 내용 口 @) 7t쪽 내 남녀 칸 역햄등 
口 @7택구녕얻캔 강등과 학BH 디 @ 가측과 이웃의 관계 
口(ìl 7쩍과샤회， 국?펙 관계 口@기탁 
口뺑배문적 없다 

21. 수업시간에 가측에 관한 애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어떤 생각이 틀었는지 끄깐l맡 응답때 추세요‘ 

口 @ 식생한 이야기랴셔 지루햇다 口 @ 화북한 가정올 만틀어야겠다고 생끽뱀다 
口 @ 쩍팩 ?뿔 슬?랍게극복a운박꿇 연게 되댔다 口 @ 갱등 없는 이낭적 가정 분임기만 다루고 옛어 

현";!-"t 많이 다르다고 생각햇다 

口 @Ot무생각이 만들었다 口@기탁 

口@배운적없다 



부록 219 

다음은 결혼애 관한 질운입니다. 

1. 결혼에 대빼 어명게 생각야세요? 

口@반드시해야웹 

口 @ 해도 충고 5t"l 잎싸도 총다 

디@모르겠다 

口@하는뺑|종다 

디@한|않는케낫다 

2.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연 맺 실어| 야는 것이 총다고 생끽'Ot.서|요? (;이나의 연령만 기입에 추세요) 

1) 땀c끄세 

2) 여자亡E 서l 

3 학생은 결혼이|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때 어명거|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대쳐l로 t옐로 

창생t양 챈영tjt 핸녕격I항 

1) 경혼을 끼10J보다 가쪽1백 관계흘 댄저 생각'ÕlPr 한q 口@ 口@ 口@

2) 마땅한 앙대룡 q，1lf지 못51댄 경혼을 팍 빨 면요는 없다고 
口 <D 口@ 口@

생각<j)κt 

3) 잭짱흘 구하지 못하거냐 안정딛 잭당융 가지지 못51댄 
口 <D 口@ 口@

:영혼을 늦추거냐 안할 수도 댔다고 생각 호κr 

냐) 견혼삭훨을 유"1항 "i\도로 수익!pl 충분히10r 견혼홀 할 수 댔다고 
口 <D 口@ 口@

생각한다 

t;) 내가 하고 냥일 공부냐 O~올 하키 입해 견혼융 OJ ê양 
口 <D 口@ 口@

수도 잊다고 생각 <j)<각 

b) 독샌(혼다 샤는 것)의 삶올 출기기 일해셔는 경혼융 OJ ê양 
디 <D 口@ 口@

수도 맛다고생각한q 

η) 경혼 생혈이 부땅스러우댄 경혼용 안 할 수도 댔다고 생각 <j)κt 口 <D 口@ 口@

8) 경혼g 보통 샤령들이 견혼.51논 니IOPlI6IPr 핫벼고 생각 êi,1Ct 口 <D 口@ 口@

g) 샤퀴는 샤렴이 였으댄 ~혼g 그 사랑과 61PHi!되고 생각 êi.1Ct 口 <D 口@ 口@

1 0)견혼과 관껴없이 얘관께롱 ::>r캘 추 'll.다고 생각 한다 디 <D 口@ 口@

11)부부엠 ?끓올 6~정항 수 었각앤 。l혼51는 게 댄t고 A밤 한다 口 <D 口@ 口@

12)자녀가 댔어도 이혼항 <\> 댔다고 생각 핫봐 口 <D 口 e 口@

전혀 

챈A암R양 

口 @I

口@

디@ 

口@

口@

口@

口@

口@

口@

디@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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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본인은 결흘힐 생각이 있으세요? 

口 @ 경혼할 생2f0 1 gJ.다 口 @ 견혼항 생끽。| 없다 口 @ 모르겠다 

5‘ 학생이 결혼을 한다연 ‘결혼힐 사람’ 의 초건으로 중요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기에서 순서대로 전댄깅댄맡 
용빼좌91요， 

l 헛댄째중요한것( • 두날때|중요한것( ) .세뼈1 중요한것( 

< 보 기 >

@외모 퉁 샌체적 조건 

@:>.!:저l력(소욕J 잭상 퉁) 

@ 핵벙(유명한 학교룡 니혼 갯 

@건강 

@연E엉 

@얘격 

@ 잭C용(직종 맺 직일) 

@t;t력 

@댄용과샤량 

@종교 @궁행 

@I ?f정할갱(부모냄청저| 맛 챈척 관계， 성장 배갱) 

@ 훌샌지역(배우자 딩，oJOI 뿌리내리고 잇는 지역@ 기탁 조컨 

@ 조건 없다 명 :셜혼항 생각。l 없거냐 경혼항지 모르겠다 

@ 형저|순밍(쟁념l 쟁녀 등) 

AJ 

얘
 

다음은 자녀에 관한 질분입니다. 

6. 샤람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아서|요? 

口@꼭댔어야웹 

口@없어도생폈다 

口 @ 있는 껏。| 없는 것보다 나올 것이다 

口@모르갯다 

7. 학생은 앞으로 지녁를 툴 생각이세요? 

口 @ 반드시 자녀흘 가지고 상다 

디@맹로가지고냥지뺨 

口@모르겠다 

口 @ 가능δ맨 가지고 λ와다 

口@천혀 가지고냥지 않다 

8. 학생은 앞으로 몇 명의 자녁를 둘 생각이서|요? 

口@。염 (쩌를틀뺑이뺑 口(1) 1명 口 @2명 口 @3명 

口@나명 口@양명이상 口@모르겠다 



찌
 

뾰
 
π
 

9. 학생이 자녀롤 둔다연 꼭 아흩용 강고 싱으세요? 

口@에 口@。ι12 디 @ 빽률 툴 생각。| 없다 

10. 학생은 지녀를 둘 생각이 및단옆， 가장 충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끄댄맡 응답해주세요‘ 

口 @ 대릉 。|어아 야jηr 口 @ 늙어셔(노웹1) 외륭지 않기 밍해셔 
口 @ 농어셔(노후어1) 갱져떡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口 @ 부부관계가 더묵 충야지니까 
口 @ 자녀흘 키우는 것g 생의 충요한 ?t:l:.1이다 보령이니까 

口 @ 경혼6앤 。101는 당연히 생키는 켓~I니까 口 @ 부모념을 기쁘케 해 드리기 일해셔 

口@기탁 口@모르겠다 
口 뺑 착녀흘 툴 생걱。l 없다(또는 경쟁하지 못했다) 

11. 학생은 지녁률 들 생각이 월단옆， 가장 충요한 이유가 우엇인지 끄댄맙 용답때 주세요. 

口 @ 뼈l 뼈f。햄합 교일비가맨| 틀기 때밀며| 口 @ 부벌q팩 시깐과 행북이 중어드니까 
口@ 내 연이1 천냄õt:u. 냥어셔 口 @ 뼈가 힘든 공부륭 뼈| 되므로 
口 @ 자녀가 학교냐 샤회어셔 뺑(뺑)룰 탱항까 영혀 되어셔 

口 @ 부모녕융 흘보는 갯~I 어혀올 것 캘써 口 <v >'1탁 

口 @ 모르갯다 口 행 뼈흘 울뺑I~또는 쩔κ| 됐앤 

12. 학생은 자녁에 대딴 다음의 내용에 대때 어떻거| 생각야세요? 

구 받 
매우 대쳐|로 병로 전혀 

챔녕t양 찬생t양 챈양강l항 챈ι흉~양 

1) 부모가 되는 것음 댄생에서 가지 있는 연이랴고 생각 한다 口@ 口@ 디@ 口@

2) 작녀룡 낳。IOt만 부부가 샤회적으로 엔정t양는다고 생각 Iï!κr 口@ 口@ 口@ 口@

3) 작녀가 있으댄 부부관껴l가 더 종。r진다고 생각 호κr 디@ 口@ 口@ 口@

4) 자녀가 댔는 샤랑틀을 노년이1 탤 외롭다고 생각 용봐 口 <D 口@ 口@ 口@

팅) 지녀가 댔으댄 늙어서(노후OIQ 껑제적으로 도용올 t양을 수 맛다고 
口 <D 口@ 口@ 口@

생각Iï!κt 

b) 지녀를 통해 부모의 용융 이루는 것일 바랑적 하다고 생각 Iï!κr 口@ 口@ 口@ 口@

η) l̂PJQl 대흘 C깃기 의해 지녀률 두는 것음 탱연히다고 생각 Iï!κr 口 <D 디@ 口@ 口@

8) 착녀롤 갖는 것을 샤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깎 êitκt 口@ 口@ 口@ 口@

9) 지녀의 C뿜도 종g하지만 부모익 샤뿔이 더 중9.õlCt고 생각 호딱 口@ 口@ 口@ 口@

1 0)착녀의 교육g 힘틀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효κt고 생각 êit따t 口 <D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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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악생은 악교에서 O~OI롤 키우는 빙뱀이| 대안 교육올 받은 적이 있으세요? 
I? 이이톨 키우는 방법이란? 훌산. Of이 톨보기， 교육 둥을 알합니다. 

口@여l 口 @ot니g 

口@에 

14. 학생은 남자가 아이롤 키우는 닝뻗어l 대얘 배워야 한다고 생각아세요? 

口 @Ot니오 

뿔혔q훌￥ 남녀의 역맡반괜원입니다 
15‘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 일을 서로 공명따게 냐누어 학고 있다고 생각아세요? 

디@매우 그령다 

口@맺로그형적잎렉 

口 @ 。뼈"'1 또는 어머니가 안재다 

口@대쳐|로그령다 

口@전혀 그령지않다 

16. 일반적으로 부부 충 누가 집안일(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등)을 때야 한다고 생각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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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口

17 일반적으로 부부 층 누가 지녀를 올봐야 한다고 생각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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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증요한 일은 누가 결정째아 한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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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 대저|로 부인。115빠 웹 

口@대체로 남편。| 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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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생은 부부의 억헬‘| 관한 다음의 내용이l 대쩨 어명거l 생각@해l요? 

구 발 
매우 대처|로 병로 젠혀 

챈얘t앙 한4녕항 챈A웅=1.1'1양 챈A엄에양 

1) 뱀알 작엉올 까|고 뼈i는 ?랩을 툴보는 행! 종다고 A웹 ~\Cj" 口 <D 디@ 口@ 口@

2) 맺벌이 부부의 ~우머|도 가쪽의 생껴|는 남편이 책엠져야 힌다고 
口 <D 口@ 디@ 口@

생각 1ï!κr 

3) 닝I얻도 。r니1와 마판가지로 작녀를 장 툴툴 수 있다고 생각 용R 口@ 口@ 디@ 口@

홉훌덴 다음은 성교육애 관한 질운입니다 

1.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몬둔 응답얘추세요， 

口 @ 생녁?I 구조， 。뺑& 口 @ 아뼈L 뺑1， 혼챈순경 디 @ 피엠뺑 
(앨정몽쟁 

口 @ 엠샌， 총상 口 @ 미혼모， 댄꽁유싼 口 @ 뱀， 머PI즈 

口 @ 기탁 口 @ 생교육융 받음 적。l'없다 

2. 학생은 지음까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애용이 어느 정도 도용이 되었냐요? 

口@매우 도용이 되었다 口@약칸도용이 되었다 口@ 보퉁이다 

口 @ 명로 도용이 되지 잎뱃r 口 @ 전혀 도용이 되지 뽕tct 口 @ 성교혹을 탤음 찬101 없다 

3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를 준록 어디에서 얻는지 끄댄맡 응답째주세요. 

口@부모냐챈댄적 口@형제끽며 口@챈구냐션후배 

口 @ 비디 Q(CD ， DV미 디 @ 앤터넷(똥옆) 디 @TV 

口@함1 ， 뺑 口@앵l 종교단체(챔소년단쳐1 ， 교호j 동) 

口@기탁 口@없다 

4. 학생은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은 준론 어맹게 빼결하고 있는지 끄댄맡 응답애추세요. 
Gi' 기징 최근에 경험했던 고민에 대해 응답해 추세요. 

口@부모앙생담 口@형져l빼와생당 

口 @ 생댐천문?봐 생당 口 @ 챈구냐 션배와 뱀 

口@댄터넷또는 PC 통샌 디@혼착해견 
口@해견6쩌못하고잇다 口뺑고댄한적없다 

口@학교선생념과뱀 

口@녕교육관련잭 

口@기탁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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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때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구 발 
매우 。r는 모르는 전혀 

장qJ<각 명이다 1명이다 모른다 

1) 피멍탱댁에 대히여 연고 댔다 口 <D 디@ 口@ 口@

2) 댄용유션의 부작용에| 대히여 C양고 댔다 
口 <D 口@ 口@ 口@

'" 임골윤앨l렐 임신한 경우 0101톨 냥지 않고 일투원 없딴 것 

3) λ햄， 이PI즈 "I"'J' 빵뺀 대히여 양고 잊다 口@ 디@ 口@ 口@

나) 닝녁의 샌처|적 구조에 대히여 C양고 댔다 口@ 口@ 口@ 口@

팅) 염샌 맺 흉상과정이1 대하여 열고 있다 口@ 口@ 口@ 口할r‘? 

.u야i 

6. 학교에서 출산어| 대한 내용은 어떤 λI?!벼| 배웠는지 모두 용답쩨 주세요， 

口@국어 

口@과학 

口@도덕 

口@기술캡(핸) 

口@앵j 

口@외국어(염어) 

口@기탁과목 口 @ 특뱅훨똥이냐 채형훨통(교과 외 시깐) 

口@배문적없다 

7. 출t벼|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t 학생은 추로 어떤 생각을 야거| 되었는지 1가지만 응답째주서|요 .. 

口 <D Or는 내용미라 지루뼈 왜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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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 흉션과 육。벼l 대êiH 걱정하게 되었다 

口 @Or무 생끽이 ~툴었다 

口@배용잭 없다 

8 학생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 전에 슨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야서l요? 

口 φ 반드시 지켜야한닥 

口@쩌면g가없다 

口 ~pr긍적지켜야웹 

口@모르겠다 

口@지키지옆수도잇다 

9. 학생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결혼 전어|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애|요? 

口@반드시 지켜야뺨 口@캠적 지켜야웹 口@지키지않을수도잊다 

口@지켠명g가없다 口@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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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은 일반적으로 결혼야지 않은 남녀가 입신올 쨌다면 어명꺼| 때야 얀다고 생각아세요? 

口 @ 냉。l<>t 웹 口 (2) 0101를 기룰 수 있는 갱우에만 낳는다 

口@냉。r셔는안원다 口@모르겠다 

11. 학생은 지금 이성교제를 아고 있나요? 

口 @ 현재 교저| 종이다 口 @ 교저함 ξPI 댔으나 >:1공닫 없다 口 @ 교져1 한 적。1 (없다 

$뿔뿔뚫릎연반자녀를켠게 냥을 사회현상에 관한필문입니다 
앙 다음 글을 잘 읽고 악생의 생각과 일 ~I하는 빼당란에 때를 빼추세요. 

양으로 우려랴엔구가 중어틀 쟁1랴고 뺨Iq 이것E 우리냐랴각 ?뺑써 。101를 낳지 않πt잭거l'놓고 ,*,1 빼뺨|다‘ 
"" 12번‘ 13번 문흥뻐| 대해 응듭댐 주서B 

12. 아이률 적게 냥거나 냥지 않으려고 아는 간쭉효용안~윤가 무엇이라고 생각아세요? 

口 <D 0101훤|우는 연。l 힘툴어셔 口 @ 늦은 견혼으로 훌션의 시기를 놓쳐셔 

口 @ 야l흘 교육시키는뎌1 톤이 뿐l 툴어셔 口 @ 부모가 모우 연올 δ1fO~ δr므로 

口 @ 자녀률 키우는 。뺀 엉DIPI고 냥지 앙。써 口 @ 기탁 

13. 우리나라 인구가’줄어들면 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야새요? 

口 @ 샤랑틀 시。때써 갱생올 뼈냐 다툴 I I (2) 냐뿌l 힘이 q뼈쟁 갯미다 
C갱이 중어틀 것이다 . 

口 @ 공해?t 중어틀어 코H적한 환경어!셔 U@) 영할 샤령이 중어툴어 여러 자| 문제가 
상 수 잇올 것이다 생경 껏이다 

口 @ 삭량과 쭈택 부혹 문제가 해경 댈 것이다 口 @ 우리써공융 지공보다 당101 니IP~ 할 것이다 

디@기탁 

14. 짝생은 우리나라에서 01이롤 직계 냥고 노인틀이 많아지고 있는 연승뻐| 대때 악교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입냐요? 

口@에 口(2) Ot니잉 

훌훌 앨뀐고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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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생은 0101롤 적게 냥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올 때결út;>1 위때 국가가 무엇올 아고 있는지에 대때 
들어본 적이 있냐요? 

口 CD 011 口 @Ot니오 

16. 학생은 혈이예지， 웰머니와 같은 집에서 맘께 샤는 것에 대때 어명께 생각하세요? 
vν 할아버지. 할머니기 톨Of가신 학생도 응답해 주세요 

口@매우 종올 것강q

口@싫을 것갤다 

口@모르겠다 

口@종용것 7딴 

口@매우싫융 것갤q-

17‘ 학생의 부모닝이 노인이 되면 준론 누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야세요?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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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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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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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뺨

 
툴
 

다
 

얽
 
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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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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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口

口

으양ππ 

힘들~I만한문항도 
빠점없이 용댐해 주서l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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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은 가치관애 관한 질분입니다. 

1. 학생은 다음의 내용이| 대때 어떻게 생각아시|요? 

구 환 
매우 대져|로 명로 전혀 

챈얘t앙 챈J성항 핸양깃함 챈A양포R양 

1) 남자툴이 부역연올 하는 것음 보기어l 충지 않/'Ct. 口 <D 디@ 口@ 디@ 

2) '1\. 맹과 갤g 잭A낭흘 닝I댐과 。l'-lI 꽁똥 。l릉으로 하는 것융 한생한악 口 <D 口@ 口@ 口@

3) 옐겨지냐 뺏lQt 강g 직암 연은 l냥끽와 어작가 다 것[0 1 해。F 핫κr 口 <D 口@ 口@ 口@

4) "Ii안의 대룡 이어가기 외해셔 。t틀이 댔어야 한닥 口@ 口@ 口@ 口@

양) 얘lQt 냉I원은 쟁연l 모든 。lPIl 디뼈셔 똑강은 '1:뱀융 가져야 한다 口@ 口@ 口@ 口@

b) 여다는 사C잉어1 :판한 중대한 견정올 l냥다만콩 장 내리지 못한다‘ 口@ 디@ 口@ 口@

'1) 낭착는 ?~쪽의 생껴|롱 잭엠지기 때필이l 여자보다 앨공용 더 댐。| 맹이야 한닥. 口@ 口@ 口@ 口@

8) 착닝부륨이냐 북샤는 녕자적얻보다 여다직얻이 하는 것이 어융렌다 디 <D 口@ 口@ 口@

'l) 여작가 판샤경셔Q[ 강。I'냥자틀이 주로 멜3떤 직엉을 갖는데 챈4녕한다. 口 <D 口@ 口@ 디@ 

1 0)닝자가 여자 상샤 맹겨써 。A하는 것일 바랑적하지 않다 디@ 口@ 口@ 口@

2. 학생은 다음의 애용어| 대때 충요ot다고 생각히셔l요? 

구 분 
매우 대저l로 멸로 챈허 종요 

중Q.ê양 충요함 충요않항 않t양 

1) I연안한생혈 口 <D 口@ 口@ 口@

2) 풍g로훈 툴쟁생훨 口@ 口@ 口@ 口@) I 
3) 더불어 샤는설 口@ 口@ 口@ 口@

나) 다흔 샤랑이l께 연요한 셔r량 口 <D 口@ 口@ 口@

팅) 끽r유로운 A용할 口@ 口@ 口@ 口@

b) 엔?J<어l 대한 샤량 디 <D 口@ 口@ 口@

'1) 화목한 가정 口@ 口@ 口@ 口@

8) 01가생훨 口@ 口@ 口@ 口@

'1) 샤회적으로 인정 멜는 것 口 <D 口@ 口@ 口@

1 0)다륭 샤량틀어|꺼1 명령할 수 있는 힘 디 <D 口@ 口@ 디@ 

11)목표흘 당생하고 얘용하는 것 口 <D 口@ 口@ 디@ 

@ 학na 여러분! 고I맙읍니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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