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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이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2때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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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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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관 혹은 성역할관이 있다 

또한， 출산건강에는 성('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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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족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O)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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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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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7}， 정부부처 및 교육기관의 담당관들에게 일독을 권 

하고 싶다 우선 본 협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 

발원，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진에 감사드린다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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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각급 교육청 및 132개 표본학교의 관계자들에게 갚은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 원의 정경희 박사와 김미숙 박사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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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Response to Low Feπility and Population Aging 

- Comprehensive Study on Fostering Fe배lity and 

Marriage-Friendly Values for the Future Generations -

Continuation of low fertility 때II accelerate dwindling of population size as well 

as population ageing. Population ageing, meaning imbalance of population structure, 
will cause considerable costs and risks llilder complex societalsystem. Resultant 

from low fertility phenomenon, the labor supply will decr，않se， deteriorating labor 

shortage and labor ageing, which will be eventuaJly linked to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10ng with the population ageing, demands of the elderly for 

잉cia1 security such as pension 뻐d hea1th insurance will considerably grow, 
mcr않sing soci때 burdens on the lab야'-pro띠뻐19 generations. πlUS， low fi앉ti1ity 

phenomenon will eventuaJly threaten to sustainable socia1 development. and 

individua1s’ qua1ity of life. 

In Korea, low tì많tility phenomenon res띠ts m때l1y from conφlex interaction of 

S@igconomic en띠ronn몽:nt and various v;떠U않. s뼈cifi，떠lly， v;떠U않 of the future 

generations are of importance in detennining marriage- and tì밟빼- frie때ly， and 

gend앉 equa1 society in the future. Fonn 빼 띠ewpoint， Gov’t puts an em빼sis on 

the policies on va1ues in πle 1와 Basic Plan for 1ρw Fe며lity and Aged 

Soci따(21뼈-201이. 돼효 sÌl띠y ainled 따 id해때ing v:때ues of the yo뼈l(chilφen at 

띠m때" middle and hi방1 sch∞11s)， b띠l뼈19 up m따iage-， f:뻐퍼y- and gender equa1ity

friendly va1u않， and deliberating schemes for deliy;려ng such va1ues to the youth. 

In more details, this smdy identified socia1 efforts to fonn the people’s va1ues, 



friendly to marriage and children, explored the ways of fostering f:뻐rlly cu1ture and 

employment cu1ture on the 빼sis of gender eq버ty to simu1taneously achieve 

recovery of ferti1ity level and gender eq버ty， made suggestions for effective 

sex뻐lity education at schoo1s to improve the reproductive health of the future 

generations, and established the directions toward .improving school cm디C띠um and 

text-content system to educate the ferti1ity- and family-frien배y v:띠ues， with 

deve10pment of educ;ltion materia1s for t않chers. 

According to the r2006 National Survey on V떠U않 of M빼age， 다피dren， and 

Gender Eq뻐ity fcπ the Y outhJ , Behaviors of marriage, fe띠lity， and gender role of 

the children at scho이s will n아 differ from their seniors, current1y at ages of 

20-30s. πlen， fue ferti1ity rate in the future, after the children at scho이s become 

이d to the child뼈ring ages, w퍼 continue to maintain at the very low level. When 

the children at scho여s become old, their beha띠ors of marriage, ferti1ity, and gender 

role cannot be determined not on1y by the improvement in sαja1 conditions. πle 

C뻐따en’s v때U않 n많d to be changed in favor of marriage, children 뻐d ge띠er 

equality. In doing 80, the lifetime education system shou1d be established, 

appropriate for each stage of growth deve1opment. 



국문초록 

저출산 지속은 인구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합사회시스템에 

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장기적인 저출산현상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산업인력 고령화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노동생산 

성 저하와 경제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 고령화로 노인의 사회보장지출 

욕구가 높아져，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보장 지출(연금， 건강 

보험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가 위 

협받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현상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가치 

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미래를 이끌고 나갈 현재 청소년들 

의 가치관은 결혼과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이면서 성평등한 미래 사회 구현 여부 

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는 정부가 최근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이에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협동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청소년의 7}.치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결혼·가족·성평등에 친 

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강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친 결혼관，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노력을 규명하였다 둘째， 출산율 회복과 성평등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 방안들을 강구하였다. 셋째， 

미래 가임세대의 생식보건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의 강화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넷째，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 



도록 교과정 및 교과내용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교수학습 지 

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끝으로， 학교이외에서의 가치관 교육으로 미취학아동교 

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r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결과로서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종합하면， 향후 그들의 결혼·출산 행위나 

성 역할관 등은 현재 20-30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 

년층은 자녀를 희망하나 본인들을 희생시키거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하 

면서까지 자녀를 갖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현 청소년들이 혼인기와 가임기에 들어서는 10년 내지 15년 

후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개선될 때，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자 

녀수에 근접하는 수의 아이를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결혼 및 출산 행위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가 뒷받침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사고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가정교육，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한 평생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야말로 극저출 

산현상을 겪고 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은 자녀수로 측정 

되는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2.1명)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1990년 

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더욱 낮아져 2뼈년대 초에는 1.0명 수준에 근접한 

실정이다. 

저출산 지속은 인구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합사회시스댐에 

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인은 그 특성상 의료 

보호，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역시 

높다. 반면， 증가하는 노인들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결국，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보장 지 

출(연금， 건강보험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과 복지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혈연에 기반한 가족간 상호부양 

체제에서 공적연금 등을 통한 세대간 사회적 부양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 

리나라는 사회보장재정의 한계와 공공인프라 확충의 제한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역할을 전적으로 사회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특히 혈연기반이 

없는 사회적 부양체제 아래서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세대간 갈등이 격 

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도 저출산현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수가 노 

부모를 장기간에 걸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구조를 야기하여， 자녀는 물론 부 

모에게도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저출산현상은 노동시장에의 신규진입 인구를 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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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부족과 산업인력 고령화를 동시에 야기할 것이다. 노동력이 고령화되는 

경우 노동이동성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직업간， 

산업간， 지역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현상 

은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고，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자본시장의 성장을 둔 

화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현상은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정을 가지 

고 있대이삼식 외， 때잉. 인구학적 원인으로 만혼 현상과 유배우부인의 자녀 

출산 축소가 전체적인 출산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크게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개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주거 불안정， 일-가정 양 

립 곤란， 근로자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관행， 출산관련 

건강수준 악돼불임， 자연유산 및 싸) 등을 들 수 있다. 여성7}족부의 정책방 

행2005)에 의하면 출산율 감소나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위기적 징후의 발생 

은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에 따른 가족 내 

부양기능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 

롯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가족문제는 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내 젠더 관계의 변화라는 성인지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한다{송다영， 2005).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가치관 변화를 매개로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7}.치관으로는 가족관， 결혼관， 성평등관 혹은 성역할관이 

있다. 또한， 출산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性)에 대한 의식과 이 

해를 하나의 가치관 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 과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 것 

이 아니고 경제적， 문화적， 가치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대권용은· 김의철， 2004).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근대화를 통한 경제성장 

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문화적으로는 서구문화의 유입 

으로 개인주의·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확산되면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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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구조도 변화하여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유교적 가 

치관은 점진적으로 근대적 가치관으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물질생활， 사회관계 및 정신적인 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는 가 

정의 생활양식과 가족이 갖는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가족제도와 가 

족생활의 규범， 가족성원의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대이현옥 김양 

희·이경희， 1993). 한국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짐 

으로써 다른 어떤 사회제도보다도 가족이라는 제도는 안정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결혼에 관한 가치， 의식， 태도도 한 개인에게 일단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치나 태도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한 

국사회의 급속한 변동이 가족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제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대은기수， 2001). 결혼을 비롯한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는 어느 시 

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언제나 “옳고”， “정상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가 늘 변동하듯이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가치도 변동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인 변 

화가 아니고 한국사회에서 성별 분업， 성역할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와 태도 

가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경제위기 둥 

단기적인 주변여건의 변화도 결혼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가족가치에도 변화를 

야기하고 있대은기수， 2001).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의한 것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다양한 가치규범이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개인간， 세대간의 차이는 가족 내에서나 사회에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건강한 가족 형성의 

입문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대양명숙， 199이. 

가족， 결혼， 성역할관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 현상에 의해 어 

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즉，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과 

같은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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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을 수 있다{은기수， 2(01).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들은 인구학적 및 사 

회경제적 특성간에 차이가 있고 이는 어린 시절부터 각자가 자라온 가족 내에 

서，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치관의 변화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출산현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응이 미 

흡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의 행 

위를 기피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관이 사회경제 

환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는 하나 일부는 가족생활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가치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인지， 아니면 행위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의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 

하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가치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 행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의 변화가 뒤를 

잇는다는 해석도 존재한대은기수， 2(01). 따라서 결혼에 관한 행위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를 둘러싸고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저출산현상은 가족관， 결혼·이혼·재혼， 자녀， 성평 

등·성역할 등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이 

삼식 외， 200，잉 또한 이러한 결혼，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구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의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신구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 

는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아1이에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족 및 자녀 가 

치에 대한 인식 전환， 산모의 모성·건강 보호 및 생명 존중 의식 제고， 성평등 

의식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가치관 함양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세 



서론 27 

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들을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 

인가가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서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들에는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평등가치관， 성역할관， 성관련 가치관 등이 포함된 

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고정불변할 것만 같았던 

이들 가치관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시각도 다양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협동연구는 청소년의 제 가치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결혼·가족·성평등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며， 미래 세대들 

에게 그러한 가치관을 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연구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협동연구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성평등 가치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회 

의 미래를 이끌 세대의 결혼 가족·자녀 성평등·성역할 등 제 가치관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호E을 제시한다. 특히， 여기에서 파악된 청소년 

의 가치관 실태는 이하 연구의 목적들을 구체화시키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친 결혼관，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초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에 효율적으로 반 

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초 중고등학교 인구관련 교과서내용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방향과 내용을 제시한다. 

셋째， 우리 사회 출산력 수준의 회복과 성평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성 

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의 성평등 의 

식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그러한 방안들은 개인이 사회적 지원을 바 

탕으로 낳고 싶은 만큼 낳아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미래를 꿈꿀 수 있 

는 가정과 일터에서의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가치관을 겸비토록하고 현실적이 

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인구재생산 

과 관련될 뿐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과 자기정체성， 사회적 행태의 형성에 밀접 

하게 결부되어 있는 청소년의 성(性)건강에 대해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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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육적 과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 가족 친 

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개선방안과 교수학습 지도 

자료는 교육적 접근을 통해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고양시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내용 

본 협동연구는 총 8개의 장(章)으로 구성된다. 제1장의 서론부문에서는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을 명료하게 밝힌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 

구내용과 그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제3절 연구방법은 본 협동연구의 가장 기 

초가 되는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성평등 가치관 조사」 설계 등에 

할애된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대상(범위)을 설정하는 한편，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방법을 결정한다. 조사대상인 청소년의 특수성， 조사내용의 적절 

성， 항목수 등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설계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로서 

응답재각급학교 학생)의 기본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학생의 기본특성은 개인특 

성과 가족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학생의 개인특성으로는 거주지， 재학 중 

인 학교(학교급， 남녀공학 여부， 인문고와 실업고 등)， 학년， 성별， 주 양육자， 

종교， 희망교육수준 등이 포함된다. 학생의 가족특성으로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 

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제자매수，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특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형태 등)， 부모간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 조부모 

와의 동거 여부， 가구의 경제수준 등이 포함된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인 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선행연구 및 이론서를 토대로 가치와 가치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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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범주를 고찰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치관들로서 가족가치관， 결혼관， 

자녀관， 성평등관 및 성역할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그리고 성교육 및 

성관련 지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제 가치관과 인구 

현상 변화간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한편，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학교교 

육의 중요성을 조망한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론적 고찰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청 

소년 가치관 조사의 기본틀을 설정하교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활용한다 

제3장은 본 협동연구의 제2권에 해당하는 r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성평등 가치관 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초 

(5-6학년).중·고 청소년의 가치관을 섬층 분석하고， 동시에 학교교육과의 연계 

성을 파악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가치관 실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책적 건의를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가치관， 결혼관， 자녀관， 성평등 및 성역할 

관， 성교육 및 성관련 의식 및 태도， 저출산· 인구고령화 관련 청소년의 의식 등 

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종합화하는 의미에서 학교교육이 학생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한다. 즉， 회귀모형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 및 성관련 지식수준 제고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진단한다. 

제4장은 본 협동연구의 제3권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결혼·자녀관련 가치정 

립방안 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가족의 형성인 결혼과 자녀출산에 

영향을 주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실태와 친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방 

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장래 출산력 회복을 위한 초·중퉁학생 가치관 

의 중요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실태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결혼과 자녀에 

대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의 특성을 진단하고，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사 

회에 맞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 중의 하나로 초·중등학생에 대한 결혼과 자녀 

친화적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교육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교육과정 개편의 

일정에 맞추어 가치교육의 단계적 반영 방향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접근 단 

계(교사교육 포함)에 대한 제안을 하여 다음 후속연구(교과서 내용보완， 교사교 

육 및 교재개발 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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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은 본 협동연구의 제4권에 해당하는 「미래세대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가족 및 인구현상에 대한 태도， 일반적 가치관 등의 실태와 상관관계를 분 

석한다. 초·중등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현행 가 

족문화와 고용문화를 점검한다 아울러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법， 제도 및 사례 

들을 검토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를 모색한다.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발전 방향’을 토대로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제6장은 본 협동연구의 제5권에 해당하는 r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 

교육방안 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성’과 ‘성교육’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의 발전과정을 진단한다. 이어서 학교 성교육 

의 교과내용체계를 섬층 분석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 성교육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행태를 파악한다 주요 선진국의 성교육 운영현황을 분석 

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스웨덴， 멘마크， 독일 등의 성교육 제도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현행 제7차 초중고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을 분 

석하여 그 현황 및 개선점을 제시한다. 이들 결과를 종합화하여， 학교 성교육의 

개선방안으로서 학교 성교육의 기본방향，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지역사 

회외의 연계방안을 제안한다. 

제7장은 본 협동연구의 제6권에 해당하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 · 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학교교 

육에서의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동시에 그 실태를 진단하여 문 

제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의 실태를 심층 분석한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출산·가족관련 교육 실 

태 및 교육의 수준， 교육내용의 적합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심 

층 분석하여， 교육내용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아울러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관련 교육내용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목표， 교과구성 및 편성시수， 교과내용 등의 차원에서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정립한다. 이를 토대로 초중등학교 도덕， 사회，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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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교과서 분석을 통해 출산 및 가족 

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내용을 탐색한다. 

이를 기초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도덕과， 사회과， 가 

정과(실과)에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초·중등 

도덕과， 사회과， 가정과(실과)를 대상으로 개발한다. 

끝으로 제8장에서는 본 연구를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조사， 국내외 사례 연구， 실 

태 조λL 심층면접 조λh 기존조사 심층 분석， 교수자료 개발， 전문가회의 개최 

둥이 포함된다 

우선 문헌 조사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이론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문 

헌조사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가치 영역별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가족관 

련 가치， 결혼관 가치， 자녀 가치， 성평등， 성에 관한 의식 및 태도 등의 변화와 

함의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문헌 연구를 통 

해 ‘가치교육’， ‘출산력과 성평등간의 관계’， ‘성’， ‘성교육’ 등의 개념을 파악한 

다. 성교육이나 가치관 형성교육 등 교육의 역할 내지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고을 실시하고， 그 중요성을 포함한 시사점도 도출한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존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초·중등학생 가치 형성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는데 참고한다. 예를 들어， 외국 청소년의 가치와 가치 

교육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호주 동의 사례를 분석한다.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와 관련하여 외국의 실험적 사례 자료를 수집하 

여 검토한다. 여기에는 성평등한 고용문화에 관한 스웨멘， 미국， 프랑스 등의 

사례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주요국의 성교육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스웨멘， 댄마크， 독일 등의 성교육 제도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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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장 주된 연구방법으로 미래의 가임세대인 초 

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관련 제 가치괜의식 및 태도)을 조사한다.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의 초· 

중·고 학교 중 일부를 표본추출하고， 조사원에 의한 조사표 배포-회수 방법으 

로 실시한다. 한편， 선행연구 고찰， 협동연구 연구진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토 

대로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구조화된 조사표를 설계한다. 조사설계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은 이 장의 제4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된 조 

사표(양식)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가치관 영역별로 구분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그러한 영역들로 

는 가족가치관， 결혼관， 자녀관， 성평등관 및 성역할관， 성관련 의식 등이 포함된 

다. 영역별로 학생의 7}.치관과 개인적·가족적 특성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저출 

산·고령사회와 연관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조사결과의 기술적(듬해的) 분 

석 즉， αæs풍ctional 분석， X2분석 동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12.0 version)을 활 

용하였다 특히， 학교교육이 학생의 가치관 형성 및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 

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한다 모형에는 독립변수로서 가족， 자녀， 

성평동， 성역할， 성지식 관련 학교교육 정도(학생 개인의 수업경험 여부)가 포함되 

며， 통제 목적으로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족특성이 포함된다 종속변수로는 학생의 

가치관(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성평등관 및 성역할괜과 성지식 수준이 포함된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1 ，240명의 성평등 의식 

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된 성평등 의식 관련 10문항에 대해서 요인추출 모텔 가 

운데 공통요인분석(cornmon factor 빼ysis)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공통요인분 

석방법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뻐ncipa1 Axis Factor-P AF)을 실시한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믹스 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모두 여섯 번의 회전후 고유치(eigenv:어ue)가 1이 넘는 두 개의 요인이 나타 

난다. 먼저 가족영역의 5문항은 각각 ‘전통적·가부장적 가족관’과 ‘성평등 가족 

관’의 두 유형으로 요인 적재되었다. 다음으로 직업영역의 5문항은 각각 ‘성차 

별적 직업역할 및 관계’와 ‘성평등한 직업관’으로 요인 적재되었다. 

한편， 미래 가임세대와 현재 가임세대로서 미혼남녀와 기혼여성간의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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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r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실제 2005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청소 

년 실태조사에 2005년 조사항목의 일부를 동일하게 유지시켰다 특히， 본 조사 

에서 활용된 가치관련 모률화 항목들은 국내 조사로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λh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여성개발원의 전국가족 

조사 등이 참조되었다. 국외 조사로는 일본의 출생동향기본조샤 전국가족동향 

조사， 전국가족계획조사 등과 유럽의 출산가족조사(Fert빼 and F:뻐ily Suπeys 

R이ect)를 참조하였다.1) 미국의 조사로는 NLSY(Nationa1 Lo11，밍m뻐llÙ Survey of 

Labor Market Experience for Youth: 패 널) 등이 참조되 었다. 

초·중등학생의 가치관과 원인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양적 

조사결과에서 얻기 어려운 내용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층면접을 실시 

한다. 심층면접조사의 대상으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현장 교사들이 

포함된다. 특히， 연구결과를 학교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 현장과 교 

원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한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결혼， 가족， 출산 및 자녀， 성평등 및 성역할， 성교육 등 

에 관한 가치관 내지 지식이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 체계에서의 반영·적용 내용 

을 파악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개발한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적합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에 관한 교육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 

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 걸쳐 필요시마다 전문가회의와 평가회의 등을 개최하 

여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한다 

1) FFS는 1990년대 이래 ECE 23회원국과 뉴질랜드가 참여한 프로젝트 형식의 다국적 조사로서 
출산력을 포함한 서구사회의 가족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상황 빛 의식과 사회경제 
변화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 미시적， 거시적 접근방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조사대상에는 
여성과 남성， 모든 결혼상태， 미혼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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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과 조사기간이 한정된 현실에서 

조사규모는 전국 l32개 학교에서 약 13，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을 위한 기초 자료는 2005년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고， 표본추출 단위는 

선정된 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1개의 학급을 선정하여 모든 학생을 조사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응답능력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5-6학년(각 1학급)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 학년(각 1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초(5-6학년).중(1-3학년) .고(1-3학년) 학생들을 ‘학생’， 

‘청소년기 ‘미래세대’ 등의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전국 모집단을 토대로 

한 학생조사는 통계청의 승인에 따라 국가통계로서 지정받았대정부승인통계 

승인번호 뼈'21호). 한편， 교사조사는 학생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실시되었다 

즉， 교사조사 대상은 학생조사 대상 초중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교 

사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당과목 교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5-6학년 담엄 중 무작위로 설정하였다 조사 교사는 초동학교 2명 (5-6 

학년 담임 2명)，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9명(1-3학년 담임 3명， 도덕교사 1명， 기 

술·가정교사 1명)으로 약 1，αm명이 포함되었다 

2. 조사수행체계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정 

책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급 교육청의 협조를 

받았다. 본 조사는 2006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실시 

되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표본학교의 교사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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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추출 

가. 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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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에 재학하지 않거나 시설에 보호되는 청소년도 포 

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규모 파악은 별도의 자료 수집이 

필요한 사항이며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으로 전국의 초등 

학교 5-6학년， 중둥학교 재학생(각 1-3학년)을 표본설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 

본설계 모집단으로 하는 전국의 지역별 학교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전국의 지역별·학교급별 학교수 
(단위: 학교) 

학교급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f:τ %~iiI 1,513 1，얘O 3,233 6,206 
중학교 919 769 1,307 2,995 
jlτ %~피 Ji1. 인문계 535 488 360 1,383 

실업계 204 207 327 738 
계 3,171 2,924 5;127 11,32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r2oo5년 교육통계연보J ， 2005. 

나. 표본추출 방법 

최종 조사단위인 학생을 표본추출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령의 학생에 대한 

학년， 이름， 성별， 연령， 거주지 등에 대한 명부(표본틀)를 구축하여 표본 추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본 추출은 표본틀 구축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다단계 집락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즉 1단계로 학 

교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학급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국의 학 

교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과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동학교)으로 층화하여， 각 층에서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1327B 

표본 학교의 각 층별 배분은 층의 학급수에 비례하되 상대적으로 학급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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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등교는 0.8의 가중치를 주었고 학급수가 적은 실업계고등학교는 1.2의 가 

중치로 학교수를 배정하였다. 

〈표 1-2) 전국 지역별·학교급별 학급수 
(단위: 학급)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5-6학년) 18,519 18,693 4,089 41,301 
중학교(1-3학년) 25,749 25,145 5,078 55,972 
인문계 고동학교(1-3학년) 18,518 16,072 2,398 36,988 
실업계 고동학교(1-3학년) 6,577 7,570 2,467 16,614 

계 69,363 67,480 14,032 150,87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r2뼈년 교육통계연보~， 2005. 

〈표 1-3) 지역별·학교급별 표본 학교수 

구분 
지역 

전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동학교(5-6학년) 14 12 5 31 
중학교(1-3학년) 22 20 5 47 
인문계 고퉁학교(1-3학년) 19 15 4 38 
실업계 고등학교(1-3학년) 6 6 4 16 

계 61 53 18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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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분류한 후 학교의 학급수에 확률 비례한 계통추출로 표본 학교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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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다. 표본추출 결과 

표본추출 결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O，cro개 학교에서 1.6%에 해당하 

는 132개 학교를 추출하였고 학년 당 1개 학급을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 

를 35명으로 가정 할 경우 약 12，η5명이 조사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었대표 1-4 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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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학령별 표본 학급수 및 학생수 

B 

τ
 

구
 

모집단 모집단 
학생수 학교수 
(천명，%)개) 

1，38아26.8) 5,642 
2ρl이39.이 2,935 
1,763(34.2) 2,113 

5， 153(100.이 10,690 

(단위: 천명， 개， %) 
1.6% 표본 학급수·학생수(추정) 

표본학교 표본학급수 표본학생수 
(개학년당 1학급) (학급당 평균 35명 기준) 
31 æ ~no 

47 141 4,935 
54 162 5,670 
132 365 12,775 

초6‘6학년) 

중(H학년) 

고(H학년) 
계 

4. 모집단 추정방법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은 표본추출 확률， 조사무응답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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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는 학생수에 대한 학령， 지역， 성별로 신뢰도 높은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 

며 층화추출로 조사되었음으로 7}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때)에 의한 평 

균 및 구성비를 사용한다 또한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결과에 나타난 총 

학생수를 가중표본합계치와 일치되도록 하였다. 가중표본합계치(Wei맹ted 

Sample Total)와 표본오차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 학생 총수 추정용 송수 공식(1)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N" A ,," 

가(fhi ;" (1) 
‘’‘ z ηh 하!t 

이 공식에서 ~i=학생총수 추정용 승수， h=층의 첨재1 ， 2, 3, ", 1깅 

1, 학급을 나타내는 첨자 J 학급내의 학생을 나타내는 첨자 
η = 표본학급수 A= 학급내 총학생수(미조사 학생 포함) 
B= 조사완료 학생수 

@ 공식 (1)의 승수를 학급별 조사완료 학생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 
모집단의 총학생수를 추정하였다. 

R = F ε 우 ~!i B，!Íj 
@ 조사완료학생수를 집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B= εεε B,!"ij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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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i (훨) (씨 

@ 공식 (4)의 송수를 조사완료 학생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 
본합계치를 산출하였다. 

Y=F힐우따i 좌ij (5) 

추정치의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층 h에서의 추정치 R 의 분산은 

Var( 끽 ) = 천 돼 (짧nhL)활 (이 

1 편 (ε νhij )2 

여기서 s승 = 많느y(摩iJ - ? ηhi-) 

@ 표본오차 SE( π ) = [Var ( 다 )]1껴 (꺼 

~ '\ S.~(π) 
@ 상대표본오차 RSE( 김 ) = fi “ . 100 (8) 

5. 조사항목 

조사항목의 선정 기준으로는 연구주제에 적합하도록 학생 및 가족의 일반사항 

이외 기족관，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성교육 등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항목들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학생대상 조사의 특수성과 조사항목수 등 제약점 

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은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조사항목은 〈표 1-5>와 같다{조사표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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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조사항목 분류 체계 

구분 묘ι하 。스 , 문항내용 

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 종교， 희망 교육수준 
개인 가족 13 형제자매수， 형제자매수에 대한 태도， 양육대상자 
사항 부모생존여부， 부모 이혼여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취업상태 

가족구성(확대 핵가족)， 가구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2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간의 관계 

가족관 9 학생의 가족괜이 
과목별 가족내용， 학습한 가족내용， 가족내용 이해도 

결혼관 16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의견， 결혼괜I기 
학생본인의 결혼 의향， 배우자의 조건 

자녀의 필요성， 학생의 자녀괜l이 
자녀관 15 학생본인의 자녀 출산 의향， 희망 자녀수， 남아 선호 여부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경험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 

성역할관 8 
부부간 가사분담， 자녀양육분담，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태도 
학생의 성역할괜3) 
남학생의 자녀양육 교육에 대한 태도 

양팽등쐐 양성평등에 대한 일반적 의식 

학교 성교육 내용， 도움 정도， 학교 성교육 담당 과목 
학교 성교육외 성지식 습득경로， 습득내용， 성지식 정도(5) 

성교육 16 성문제 상담 대상자 
남성·여성의 혼전순결， 혼전임신，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 
이성교재 경험 

정책 2 학교의 저출산고령화 교육경험 여부， 저출산고령화정책 인지도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도 
고령화 4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부모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노인이 된 본인 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6. 조사결과 및 조사대상의 기본특성 

가. 조사결과 

1327R 학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학교를 제외한 총 131개 학교 

에서 조사가 완료 되었다.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학생들은 총 11 ，250명이 

다{표 1-6 참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게 조사되었고 남녀공학인 

학급에서 10명의 성별 미상이 발생하였대표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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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지역별 조사결과 

구분 대도시 

초퉁학교(5-6학넨 761 
중학교(1-3학년 2，146 

인문고등학교(1-3학년 1 ，722 

실업고둥학교(1-3학년 439 

계 5,068 

〈표 1-7) 성별 조사결과 

구분 남자 
초동학교.(5-6학년 1，005 
중학교(1‘3학년 2，394 

인문고둥학교(1-3학년2，020 
실업고둥학교(1‘3학년 447 

계 5,866 

나. 조사완료 학생의 기본 특성 

1) 개인적 특성 

중소도시 

808 
1,837 
1,679 
때5 

4,729 

여자 

889 
2,104 
1,907 

474 
5,374 

(단위: 명) 

농촌 전체 

328 1,897 
519 4,502 
528 3,929 
78 922 

1,453 11,250 

(단위: 명) 

무응답 전체 

3 1,897 
4 4,502 
2 3,929 

922 
10 11,250 

조사완료 학생의 개인적 특성으로 거주지， 성별， 학년구원연령에 준함)， 희망 

교육수준， 믿고 있는 종교를 살펴보았다. 우선 조사완료 학생의 거주지로는 대도 

시가 43.9%, 중소도시가 44.0%로 유사하며， 나머지 12.1%는 농흰군지역)에 거주 

하고 있었대표 1-8 참조:).2) 

2) 본 연구에서 대도시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자치구를 포항하며， 광역시에 소재한 군(햄m은 

농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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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조사완료 학생의 개인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동학교 중학교 
J1.걷 %~피 Jil 

인문계 실업계 

거주지 

대도시(광역시 이상 구) 43.9 42.0 45.6 42.0 46.7 

중소도시 44.0 42.7 44.8 45.2 38.0 
농촌(군지역) 12.1 15.4 9.6 12.8 15.3 

성별 

남자 52.1 51.9 52.8 50.9 53.0 
여자 47.8 47.9 47.1 49.0 46.9 
무응답 0.1 0.2 0.1 0.1 0.1 

학년구분 

초동학교 5학년 9.1 53.6 
초동학교 6학년 7.8 46.4 
중학교 l학년 13.8 32.8 
중학교 2학년 14.3 33.8 
중학교 3학년 14.1 33.4 
고퉁학교 l학년 13.9 35.0 30.5 
고풍학교 2학년 14.2 33.6 39.3 

고풍학교 3학년 12.7 31.4 30.2 
희망교육수준 
중학교 0.6 0.6 1.2 0.1 
Jl% 를~.ïil 5.6 6.0 6.2 2.6 13.4 
대학교 73.2 66.3 73.2 75.3 79.1 

대학원 20.4 26.7 19.3 21.9 7.4 
무응답 0.2 0.4 0.1 0.1 0.1 

종교 

불교 18.0 20.8 18.9 15.3 18.0 
개신교(기독교) 31.1 38.9 31.0 28.7 25.2 
천주교 8.5 8.5 9.6 7.7 5.8 
기타종교 2.0 2.5 2.0 1.5 3.3 
종교 없음 40.3 29.3 38.3 46.6 47.7 
무웅답 0.1 0.1 0.1 0.1 

전체(명) 100.이11 ，25이 100.어1，잊lO) 100.어4，75이 100어3，63이 100.α959) 

조사완료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δ2.1%)이 여학생(47.8%)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이는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높은 출생성비와 진학률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일부 학생의 경우 1-2세 편차가 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학년구분 

은 학생의 연령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조사완료 학생의 학년은 

모집단의 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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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l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13%대， 고등학교 3학년은 12%대로 큰 차이 

가 없는 반면， 초동학교 학생은 10% 미만(5학년 9.1%, 6학년 7.8%)으로 상대적 

으로 적었다. 이는 지속적인 저출산현상에 따른 출생아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조사완료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대학교 73.2%, 대학원 20.4%로 

93.5%가 대학 이상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겠다 

는 비율은 5.6%에 불과하였다. 조사완료 학생의 종교로는 종교없음이 4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신교(기독교) 31.1%, 불교 18.0%, 천주교 8.3%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완료 학생의 가족적 특성 

조사완료 학생의 가족적 특성으로 형제자매수， 학생의 주양육자，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의 혼인상태， 조부모와 동거여부， 학생부모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사완료 학생의 형제자매수는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이 63.4%로 압도적 

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3명 이 19.3%, 1명 이 12.6% 순으로 나타났다.4명 이상 

형제자매를 둔 학생도 4.6%나 되었다. 조사완료 학생의 주된 양육자로는 부모 

(함께)가 73.1%로 나타났으며， 모가 주로 돌본 경우는 13.9%였다. 조모· 외조모가 

주로 양육한 학생의 비율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부가 주로 돌본 

비율은 1.7%에 불과하였다 부모 모두가 생존해 있는 학생은 전체의 96% 수준 

이며， 모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2.6%, 부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1.2%, 그리 

고 부모 모두 사방한 비율은 0.3%로 나타났다. 조사학생 중 부모가 결혼상태에 

있는 비율은 86.5%이며， 이흔· 별거 중인 비율은 8.6%로 나타났대표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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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조사완료 학생의 가족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iτ cr웃~ji[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형제자매수(본인 포함) 

1명 12.6 9.6 14.1 12.3 12.0 
2명 63.4 66.6 61.7 64.9 60.3 

3명 19.3 20.0 19.4 18.3 21.3 
4명 이상 4.6 3.8 4.7 4.4 6.5 
학생의 주된 양육자 

부모함께 73.1 73.9 74.0 72.6 68.3 

모가주로 13.9 12.9 12.8 15.2 15.8 
부가주로 1.7 2.4 1.7 1.3 2.1 
조모외조모 9.2 8.8 9.3 9.0 10.3 

조부외조부 0.4 0.4 0.5 0.2 1.0 
형제자매 0.3 0.3 0.3 0.2 0.4 

이웃 0.2 0.4 0.1 0.2 0.2 
도우미 0.3 0.1 0.3 0.4 0.1 

기타 1.0 0.8 1.0 0.9 1.8 
부모 생존 여부 

모두생존 95 .7 96.6 96.0 96.0 90.9 
부만생존 1.2 1.2 1.4 0.9 1.2 
모만생존 2.6 1.5 2.1 2.7 7.1 

모두사망 0.3 0.4 0.3 0.3 0.7 

무응답 0.2 0.4 0.2 0.1 

부모 이혼 별거 상태 

예 8.6 6.4 8.7 7.6 16.6 
아니오 86.5 90.0 86.8 87.9 73.8 
무응답 0.5 0.2 0.5 0.6 0.5 
부또는모사망 4.3 3.5 4.0 4.0 9.0 
학생과부모와의 관계 

매우좋은편 38.8 59.2 38.2 31.7 28.9 
좋은편 38.2 25.1 39.4 43.4 38.4 

보통 16.5 10.3 16.3 18.3 23.3 

나쁜편 1.9 0.6 1.6 2.6 3.4 
매우나쁜편 0.4 0.2 0.4 0.4 0.8 
모르겠음 3.0 2.8 2.9 2.9 4.2 
무응답 0.6 1.0 0.8 0.2 0.3 

부모사망 0.5 0.8 0.5 0.4 0.7 

조부모와동거여부 

예 17.7 18.2 19.9 14.3 18.2 
아니오 82.3 81.7 80.0 85.7 81.8 
무응답 0.1 0.2 0.1 

전체(명) 100.0(11 ，25이 100어 1 ，900) 100 어4，75이 l애.이3，63이 100.어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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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완료 학생 중 부모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2%, 매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8%로 전체적으로 77.0%가 긍정적인 관계로 응 

답하였다. 부모와의 관계가 보통이라는 학생의 비율은 16.5%이며， 부정적인 관계 

라고 응답한 비율은 2.3%(좋지 않은 편 1.9%, 매우 좋지 않은 편 0.4%)로 나타났 

다 그러나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감소 

하는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과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학생은 17.7%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특이 

하게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14.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3) 조사완료 학생의 부모 특성 

조사완료 학생의 부모 특성으로는 부모의 학력수준， 경제활동상태， 부부관계 등 

이 조사에 포함되었다. 부모의 학력수준은 공히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의 경우 고등학교 39.0%, 대학교 28.0%, 대학원 5.8%, 모의 

경우 고등학교 48.7%, 대학교 20.2%, 대학원 2.6% 순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으로 

대학교 이상 고학력 비율이 34.6%로 모의 22.8%에 비해 높았다 상급학교 학생의 

부모일수록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최근일수록 즉， 젊은 

층 부모일수록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이와 관련이 있다{표 1-10 참조).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조사 당시 부모 모두 취업 중인 비율은 62.0%, 

부만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30.1%, 모만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4.5%, 부모 모 

두 취업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조사완료 학생 중 깅3 정도( 좋은 편 34.5%, 매우 좋은 편 32.7%)가 부모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7.5% 

이며， 부정적인 응답은 6.0%(나쁜 편 4.0%, 매우 나쁜 편 2.0%)로 비교적 낮았 

다 그러나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보통’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부모간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실제 결혼생활이 걸어지면서 부모간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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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조사완료 학생의 부모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τ %웃~.ïil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부의 학력 

무학 0.2 0.2 0.2 0.1 0.5 

초풍학교 3.0 1.2 2.4 3.5 7.5 

중학교 5.9 2.0 5.6 7.4 10.0 
.ïl%~εt.ïil 39.0 22.9 38.3 46.0 47.5 
대학교 28.0 29.8 30.0 28.1 13.6 
대학원 5.8 5.4 6.0 7.0 1.0 
모르겠음 14.8 35.8 14.6 4.8 11.9 
무웅답 0.2 0.5 0.2 0.1 0.3 

사망 3.1 2.3 2.6 3.1 7.7 

모의 학력 

무학 0.3 0.1 0.3 0.2 0.9 
&%웃~피.ïil 3.2 1.0 2.4 4.0 8.6 
중학교 7.2 2.7 5.8 9.6 13.8 
고등학교 48.7 31.1 47.7 58.5 51.4 
대학교 20.2 24.3 22.4 18.2 8.4 

대학원 2.6 3.1 3.1 2.3 0.3 

모르겠음 15.6 35.5 15.7 5.6 13.9 
무응답 0.5 0.3 0.7 0.2 0.6 
사망 1.7 1.9 1.9 1.3 2.0 

부모의 취업상태 

부모모두 취업 62.0 60.9 62.1 62.5 62.1 

부만취업 30.1 32.8 30.6 30.0 23.3 

모만위업 4.5 2.7 4.0 4.7 9.9 
부모비취업 2.4 1.8 2.5 2.2 3.4 
무웅답 0.4 0.9 0.3 0.2 0.5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32.7 43.1 34.9 27.4 21.3 

좋은편 34.5 29.9 33.5 38.8 32.3 

보통 17.5 15.2 16.7 19.0 20.4 
나쁜편 4.0 2.9 3.6 4.6 5.8 
매우나쁜편 2.0 1.6 1.5 2.2 4.3 

모르겠음 3.4 2.7 4.0 2.7 4.2 
무응답 1.6 1.1 1.9 1.4 2.7 
부또는모사망 4.3 3.5 4.0 4.0 9.1 

전체(명) 100.0(11 ，25이 100.이 1 ，900) 100.이4，75이 100'<)(3,630) 100 어959) 

주: 부모의 학력은 중퇴， 재학은 졸업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력에 포함시킴. 



46 

4) 조사완료 학생의 가구경제 특성 

끝으로 조사완료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구의 경제상태에 관한 조사 결과이 

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가구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대체변수 

(proxy V:때able)로 질문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학생들을 통해 가족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가족의 경제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여.2%로 가장 높았다. 가족 

경제가 좋다는 판단은 15.6%(잘사는 편 13.7%, 매우 잘사는 편 1.9%)로 나쁘다는 

판단 16.2%(못사는 편 14.7%, 매우 못사는 편 1.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 

나 학교급별로 비교하여 보면，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가족경제를 부정적으로 생 

각하는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 중 32.8%가 가족경제수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 

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 5.9%에 비해 아주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가 

구경제의 차이에 기인하기보다 성장단계로 간주할 수 있는 학교급에 따라 학생 

들의 가족경제에 대한 판단이나 태도가 변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 

급학교일수록 교육비 등 가족의 자녀%댁비 부담이 증가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기족경제의 곤란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대표 1-11 참조). 

〈표 1-1 1> 조사완료 학생이 주관적。로 판단한 가구의 경제수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ζ 늦~.iiL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1.9 4.6 1.9 1.0 0.4 
잘사는편 13.7 24.3 14.4 9.2 5.5 

보통 64.2 59.0 65.8 66.5 58.3 

못사는편 14.7 5.6 11.8 19.2 30.0 
매우못사는 편 1.5 0.4 1.5 1.6 2.8 
모르겠음 3.9 5.8 4.4 2.4 2.9 
무응답 0.1 0.2 0.1 0.1 

전체(영) 100.0(1 1 ，25이 100.어 1 ，900) 100.0(4，75이 100.0(3，63이 100‘어959) 



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가치와 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치는 행동의 방향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 

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박수현， 2003), 부분적으로 지적인 동시에 감정도 

포함하는 정신적인 구성개념이며， 태도， 행동， 선택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신 

념이대최연실， 1995). 가치가 적용되는 범위보다 훨씬 넓으며 더 일반적인 행 

동장면을 포함하는 가치관은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과 해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으로 이해된대유영주 외， 2뼈1). 유사한 

맥락에서， 가치관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 

으로 파악되기도 한대김태길， 199이. 또한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준이나 이념 내지 신념으로 규정되기도 한다{정원식， 1969) 가치관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행동방향을 결정해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불행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대김경신， 199에. 

가치나 가치관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의 특성일 수도 있으므로 궁 

극적으로 한 사회집단 또는 한 국가의 가치관이란 그 사회의 성원 각자가 가지 

고 있는 가치관의 집결체라고 볼 수 있대박수현， 2003). 그 결과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치관은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하게 된대김 

경신， 1998). 

한 사회의 가치관은 이러한 한 때의 평면적인 총화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집단의 역사적인 경험의 축적과 그 성원들이 이루는 사회적 관 

련 및 구조 여하에도 크게 관계되어 있대유영주 외， 2000). 최근의 많은 연구 

들은 한국인의 가치관이 집단주의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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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가치관에서 평등주의적 가치관으로， 숙명적 자연관에서 정복 지향적 자 

연관으로，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변천하고 있으며， 한 

편으로는 두 대립하는 가치관 사이에서 혼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수현， 2003). 

Mead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와 가족들의 상호작용으로 사회화가 시작되 

어 소년기를 지나면서 사회의 일반적 규범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또 스스로 바람직한 규범체계나 가치체계를 내면화시킴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가치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완성시킨다고 하였대유영주 외， 2뼈'). 이는 곧 개 

인의 태도와 가치관은 그가 속하고 있는 집단의 신념， 가치， 규범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됨을 의미한다. 

가치관과 생활행동이라는 생활문화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사 

회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특성을 지난 세대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가치관과 생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대박수현， 2003). 

정명숙· 김혜리(2005)에 의하면， 통일 연령집단에 속핸 사람들은 동일한 문화 

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유사한 삶의 경험을 통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공 

통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세대로 규정할 수 있다. 삶의 경험과 성장 

배경이 서로 디를 때 사람들이 보이는 가치관이나 행동특성도 달라지게 되며， 

이를 흔히 세대차라 부른다떠der， 1984; 박재흥， 1맺) 따라서 각 세대의 경험 

이 그 세대만의 의식을 형성하고， 행위 양식을 특정짓게 된다{박수현， 2003).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그로 인해 세대 차이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이.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높은 탈 

물질주의 또는 낮은 탈물질주의(즉，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선진국이 

나 후진국과는 달리， 한국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고연령층은 

물질주의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젊은 층은 급속히 탈물질주의 쪽으로 이동하 

기 때문에 세대차이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대m생e뼈rt， 1997)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인 7~치관과 마찬가지고 가족가치관에서도 젊은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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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전통적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역에 따라 아 

직도 전통적인 가치가 많이 남아 있음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공미혜， 1993; 

양명숙， 1996; 조소연·오윤자 2(01). 김경신(1998)은 중년과 청소년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가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데 반해， 노년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거나 또는 여성이 더 가족중심적임을 보여주었다 

한 사회 또는 개인의 욕구 내지 관심이 변화하면 그 사회나 개인이 인정하 

는 가치에도 변화가 나타나므로(김태길， 199이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가치 

의 변화를 동반함은 당연한 사실이대김경신， 1998).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더 많은 선택에 직면하고 있으며 시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 있대유영주 외， 21뼈1).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 

으로 세대간 혹은 연령집단간 가치 차이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가치 차이가 심 

화될 때 여러 가지 가족갈등이나 사회문제가 파생되기도 한대김경신， 1998) 

사회와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여 가치관의 혼돈이 있는 오늘날에는 한번 선정 

한 가치관을 계속 고수하기가 어렵고 재평7}， 재선별의 과정이 필요한 실정이 

다{박수현， 2(03). 

제 2절 가족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Ackennan은 “가족의 기능이란 생물학적으로는 가족을 유지하는 일이며， 심리 

적으로는 가족원간의 상호의존으로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경제적 

으로는 상호협력·협동에 의한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에 적응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q.(Ackl해뻐1， 1960; 박 

수현， 2003에서 재인용). 

Murdock은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성적기능， 자녀출산， 교육， 경제적 기능의 4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사회 

의 사회문화적 특성， 경제적 특성， 연구자 자신의 이념 등에 따라 조금씩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대박수현， 2애3). 한 예로， 유계숙·유영주(2002)는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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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기능으로 가족성원들을 위한 기능과 사회를 위한 기능으로 구분한 바 

있다 전자에 애정교환과 정서적 지지·유대기능， 성적욕구의 충족기능， 자녀출산 

기능， 자녀양육과 사회화기능， 생산기능， 소비기능， 자녀의 교육기능， 가족성원들 

의 재산보호기능， 휴식처로서의 기능， 오락 및 여가 기능， 종교적 기능이 포함된 

다 후자로 성적욕구의 통제기능， 종족보존·사회성원 충원 기능， 노동력 제공기 

능， 경제 질서 유지기능， 문화의 세대간 전달기능， 사회 안정화 기능이 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 일차적이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라 

고 볼 때，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라 할 수 있대김경신， 199밍.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관하여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관념체계로서， 가족에 관한 포괄적인 태도이다 

(박혜인， 1옛1). 가족가치관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 가훈과도 연결되며 사 

회변화에 영향을 받고 미래의 생활 철학과 관련되어 가족을 통합하며 가족원의 

의식 등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 태도를 형성 

해 주는 개념이대박수현， 2003). 또한 가족가치관이란 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갖는 바람직성의 일반적이며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신념은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변화와 차이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행동의 경향 또는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심리적 요인，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이러한 가치관은 인간의 기본적 성격형성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간사회에 

서는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대박수현， 2003). 

이러한 가족가치관은 일반적으로 여러 하위개념으로 분류하여 분석되곤 한 

다 예를 들어， 옥선화(19없)는 가족가치관을 가족 형성 전후로 나누어 배우자 

선택과 결혼관，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구분한 바 있다 김일명 

(1988)은 효도관， 조상숭배의식， 성역할관， 가부장권이나 친족의식 등으로 분류 

하고 있다. 박혜인(1990)은 가족가치관을 자녀관， 노후관， 여성관， 전통의례관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김경신(1998)은 가족가치관을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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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연구자 

홍숭직 

옥선화 

박진숙 

김순옥 류점숙 

이동원 
김일명 

박혜인 

정영숙외 

연도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1969 I 결혼관 가문관 자부관 궁합관 자녀교육관， 효도관 제사관i 형제관 
1984 I 배우자 선택， 결혼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1984 I 7]{렸의식， 혼인의식， 부모부양의식 
1984 I 결혼관， 역할관， 부모부양관， 가족중요도 
1987 I 7]{찢긴의식， 친자관계， 부부관계， 부부역할분담 
1988 I 효도관， 조상숭배의식， 성역할관， 가부장권， 친족의식 
1990 I 자녀관， 노후관， 여성관， 전통의례관 
l뺏 | 까정자원관리관， 부부관， 자녀관， 부모관 미래관， 가정생활 및 행사에 관한 의 

I~과태도 
김경신 I 1998 I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자료: 조소연·오융자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J，대 
한가정학회지~ 39(1잉:낀1-284， 2001; 유계숙-유영주， 2002에서 재인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가족개념은 과거처럼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 

로 구성된 순수한 핵가족만을 고수하는 단일한 개념에서 벗어나 편부모가족， 재 

혼가족， 입양가족 등도 가족의 한 형태로 점차 수용하는 경향이 있대유계숙·유 

영주， 2(02) 그러나 인지적 측면의 가족개념에서는 이혼， 재혼， 입양 동으로 형 

성된 관계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도 행동 지향적 측면의 가족가치관에서는 혈 

연중심의 초혼 핵가족 이데올로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가족의 다양 

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간에 격차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와 획일적 가족규범이 성원들에게 매우 큰 압력으로 작용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대유계숙·유영주， 2002: 박수현， 2003 

에서 재인용). 

이는 전통사회에서 유교의 가치이념에 입각한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이 전 

수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다소 근대성을 띈 수정된 가 

족개념과 가족가치관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대박수현， 2(03) 

즉， 현대의 도시가족은 친자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에서 부부 중심의 근대 

적 가족 이념으로 변모해가는 경향이며， 전통적인 의식과 근대적인 의식이 공 

존하는 이원적 의식구조를 가진 과도적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 

해 신수진(1998)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같은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이라도 

주어진 사회적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또 가족 내에서도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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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위치를 점유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주어진 문화를 서로 다른 

수준으로 받아들여 이에 적응함으로 한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성향의 개 

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한다{박수현， 2003). 

제 3절 결혼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족을 혈연과 결혼， 그리고 양자를 통해 결합되는 인간들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면， 결혼이란 가족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가야 하는가를 규정한 

법과 관습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대한남제， 198씨. 따라서 결혼과 가족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들 두 현상은 어떤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 

편적인 것이다. 결혼은 성인남녀가 사회적으로 정한 의식을 거쳐 부부가 되는 

것으로 혼례는 도덕과 이상(異椰， 관습의 총체이며 사회적 법률적 제한을 받는 

제도로서 인간생활에 불가결한 문화적 요소를 내포한대이정우 외， 2뼈) 따라 

서 결혼제도는 사회문화여건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라 점 

차 변화하여 왔대옥선화· 정민자， 1993). 

결혼관이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한대김경신·이 

선미， 1998). 현대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와 더불어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화되고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나， 가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결혼은 여전 

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대김혜선 

신수아， 2002). 결혼을 승F는 동기는 성적인 욕구충족， 경제적 안정유지， 정서적 

안정유지， 자녀출산의 기회， 성인으로서의 신분획득， 그리고 사회적 기대의 부 

합 등이대이정우 외， 1994)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남성에게 가족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독립된 인격체 

로서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여성에게 부모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김경신 이선미， 1998). 즉， 결혼은 한 개인이 지금까지 생 

활해 온 가족을 벗어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전환점 

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대김양희 이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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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특히， 인간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결혼 규범은 한국 

사회에서 자식으로서의 의무요， 인간으로서는 펼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의 

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대문소정， 199씨. 또한 여성은 결혼을 지위부여 

와 지위상승의 중요 통로로 여겨왔기 때문에， 적령기에 달하면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인간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욕 

구와 의무의 균형 속에 각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성숙된 인격체 

로 완성되며， 또한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며 사회화시킨대김혜선·박혜인·옥선 

화， 2002). 

결혼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 그리고 개인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혼형태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κwon， 1997). 결혼관도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대김두 

헌， 198지. 최근에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생활능 

력이 있고 불편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다는 식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증가하고 있대김경신· 이선미， 1998).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의 의 

미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서도 상당한 변 

화를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적 측면으로 나타난 물질만능주의 

와 과소비 풍조는 결혼예식의 규모를 점차 커지게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일반 

적인 결혼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대이현옥·김양희·이경희， 1993).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은 인간의 복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자녀에 대한 기대 

와 가치관의 변화는 펼연적인 것일 것이대김성혜·김초강， 1991). 

결혼이란 어느 관점에서는 결합하는 당사자간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 

으므로 주위 환경요건은 단지 고려의 대상으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되고，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사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결혼이 비록 당사자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다 하여도 부모와 형제간의 관계라는 조직사회 

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상치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 

립되는 의식구조 하에서도 결혼관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 

는 것으로써 배우자의 선택방법이나 기준 또한 변화하게 된대김영옥， 1999) 

종래의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에서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의도 하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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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 판례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당사자보다 상대방의 집안의 사회적 배경 

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는데 비해 의식구조가 많이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당 

사자간의 개인적 배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상황 하 

에서 당사자간의 객관성이 무시되거나 또는 개인적 배경에만 비중이 많이 주어 

지는 결혼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에 있어서 결혼 후 배우자의 가정과의 관계정 

립， 구조역학적인 면 등에서 많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선 

택이나 결혼관에 있어서 결혼을 향한 개인적， 심리적 욕구가 다양하고 또한 시 

대나 사회적 배경 그리고 성장해 온 가정의 인습 등 제반여건에 따라 많은 의 

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대김영옥， 1999)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조건에 그리고 남성은 여성의 

비경제적 조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을 통한 여 

성의 지위상승 욕구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예속화를 알 수 있대김경신·이선 

미， 1998).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학생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 기준을 조 

사한 결과{김혜선·김영희， 1984; 박진숙， 1984; 홍준숙， 198끼， 대체로 남녀 모두 

성격과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는 외모를 그 다음 순 

위로 꼽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학벌이나 직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이선미， 1998). 여성은 자신보다 3-5세 정도 연령이 많고， 학 

력수준이 높은， 그리고 경제력이 높은 가문의 배우자를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은숙 1981; 홍준숙， 1987; 송재희 1988).3) 결혼 시 상대방의 선택조건으로 가 

정배경， 외모， 건강， 공통의 관심도， 행동의 기준， 경제력 등의 동질적 요인 및 

이질적 요인 등이 조건의 대상으로 작용한다고 제시되기도 한대김영옥， 1맺1). 

여성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개인적 조건으로 학력이나 직업이 외모나 출신지 

역 또는 종교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대김영， 1999) 결혼 후 가정 

의 경제적 안정은 필수적이지만 배우자의 직업이 단순히 수입 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정성과 장래성이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장 또는 

직종인가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사회적 인정이나 장래성의 보장을 위 

3) 여대생의 결혼관에 대한 한 조사 결과，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에 있어서는 55% 정도의 학생들이 
여전히 3-4세 차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김영옥，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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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학벌도 제외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결혼관에서 볼 수 있는 남녀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결혼이데올로기라 한 

다. 여성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제한된 영역 속에서 남성에게 경제적， 정서 

적， 성적인 종속적 삶을 살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혼의 불평등성에 좌 

절되기보다 오히려 많은 미혼여성에게 자신의 구원처는 결혼이며， 기흔여성도 

결혼생활에서 이타적， 헌신적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여성의 길이라고 믿게 된 

다. 이러한 성차별 이데올로기는 두 성의 공존의 삶을 보장해야 할 결혼에까지 

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처럼 결혼관에 나타난 남녀의 성차별적 이데올로 

기를 결혼이데올로기라 한다. 여성은 자신에게 보다는 남편에게 경제적， 사회 

적， 정서적， 성적 의존을 함으로써 남편의 성공을 통한 대리만족， 대라보다는 

결혼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고， 신데렐라-complex， 성complex， 착한여자complex， 

등 여러 성차별적 com미ex에 얽매이게 되었대김경신·이선미， 1998). 

결혼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어떠한 태도를 보아는가는 결혼을 언제 하 

는가와 관련이 있대최새은·옥선화， 2003).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며(Lesthaeghe and Sur에n， 1988),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가진 경우에 결혼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π'eachman， Polonko, and l.ei맹， 198끼. 남7-}가 여자보다 결혼하기를 더 꺼려하는 

부정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고， 국내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중요 

시하고， 결혼생활 유지에 중점을 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혜선， 이정읍， 2003). 

여성은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질수록 결혼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초혼연령 이 빨랐대Simon and M따'cus않κ 199키 Simon과 Marcussen은 결혼을 바 

람직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속성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결 

혼을 덜 스트레스적인 사건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던 것과 같이， 결혼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전이가 수월하게 이뤄지고 초혼연령이 빠 

른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최새은 옥선화， 2003).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결혼에 대해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며， 

이것을 어길 경우 명시적， 암시적으로 끊임없는 압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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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초혼연령이 늦어지지 않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최새은·옥선화， 2003). 남자의 경우 안정된 직업을 갖춘 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순서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 전의 경제활동 

과 상관없이 연령규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보인대은기수， 199되 

언제 결혼할 것인가 하는 결혼시기의 결정은 일견 매우 개인적 문제인 듯 

보이나， 실제로는 그 개인이 위치한 사회의 거시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한경혜， 1993).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러한 결혼행동 

의 변화와 함께 소위 사회적 시간표 형태로 존재하는 결혼연령 규범 또한 변화 

하게 된다. 사회적 시간이란 개념은 사람의 생애과정상의 주요 전이의 시기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규범적 시간표가 연령기 

대나 규범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결혼하기에 적절한 나이， 자녀를 가 

질 나이， 은퇴할 나이 등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대개 동의하는 그런 기대연령 

이 존재한다는 것이대한경혜， 1993). 연령의 사회심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사 

람들은 이러한 기대연령을 내재화하며， 이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지각할 때 불 

편하게 느낀다{한경혜， 1993). 이러한 연령규범의 제도화는 각 사회의 자원의 

분배나 여러 제도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발달의 생물학적 리듬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역할전이의 시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역시 변화하게 되며， 또한 사회적 시간표의 변화 

자체가 사회 내의 제도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디{한경혜， 1993). 

한부모 가족의 자녀의 경우에는 불행하고 복잡한 환경으로부터의 도피처로 

서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가 있는 한편 

(Goldsheider and W떠te， 1986; 없뻐1 and Thomton, 1992), 불행한 원가족에서 성 

장한 자녀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게 결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Aveη， Goldscheider and S廠e， 1992: 최새 

은·옥선화'， 2003에서 재인용). 

가족환경도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대최새은·옥선화， 

2003). 예컨대， 부모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초혼연령이 빨랐다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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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풍부한 경우 기대하는 가족생활의 질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늦어진다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M없u빼in， Lichter, and JOhnstOll, 

1993).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여성일수록 ‘결혼’을 통해서 원가족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내Avery， Goldscheider and Speare, 

1992), 가난한 여성일수록 실제 결혼 행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장애가 있으 

므로αifaLaughlin 뻐d Lichter, 199꺼， 가정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이 늦어지 

는 양상을 보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Lloyd와 South(199이 연구 결과와는 반 

대로 부모의 생존여부가 남성의 초혼연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새은 옥선화， 2003) 이는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을 경우， 장남이 다른 형제 

에 대해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사회의 특징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 4절 자녀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가 점차로 발전되고 도시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도 자녀를 재산적 가치로 

여겼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유지되던 다산현상이 가족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었대유영주， 1988). 1960년대 이래 정책적인 사업과 시대의 흐름으 

로 인해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자녀 가치관의 형성도 출산력 저하에 영 

향을 주었다{김초강， 198꺼. 부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초혼연령이 높아지므 

로 부인의 생물학적 가임능력이 줄어들고， 자식이 곧 재산이라는 전통적 가치 

관이 교육을 통해 서서히 변함에 다라 출산력을 낮추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김성혜 · 김초강， 1991). 

Hoffman과 Hoffman(l973)이 제시한 VOC(v.떠ue of child)연구의 개념모형은 자 

녀관에 관한 5가지 측면 즉， 자녀가치， 자녀가치에 대한 대치가치， 자녀의 부담 

감， 자녀가치 형성장애요인， 자녀가치 형성촉진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대권용은 

김의철， 때4). 그의 모형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및 심리적 가치로 설명되고 있다.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자녀가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에 부모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적 이익과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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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자녀의 사회적 가치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사회로부터 얻게 되리라 

기대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지위， 가 

계계승 등이 속한다. 자녀의 심리적 가치에는 행복， 즐거움 등과 반대로 자녀에 

대한 기대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불편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자녀에 대 

한 가치는 모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가족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 

른 가치의 변화의 속도도 빠르며 세대간의 차이도 커지고 있다. 문화와 환경은 

전 생에 걸쳐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주며， 문화적 맥락 내에서 부모는 자녀에 

게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영향을 준다. 

많kson(195이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는데 개인이 인생에 

있어서 성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생득적인 동기를 갖 

게 되는데， 이는 아이를 낳고 부모의 역할을 함으로써 실현된다고 하였는데 이 

것이 생산성의 생득적 본능이대권용은·김의철， 2004). Rabin(1965)은 부모가 되 

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대권용은· 김의철， 2004) 첫째는 자녀를 갖 

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숙명적”인 이유이다. 둘째는 “이타주 

의적” 이유인데 부모가 되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비이 

기적인 바램과 욕구이다. 세 번째 동기는 “자기도취적(narcissistic )"동기인데 자 

녀를 갖는 것은 자신의 선(뽑을 나타내 주고， 아기를 갖기에 적당할 만큼 성인 

으로 성숙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부모가 되는 것이 성인의 동족의식 형성 

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갖는 데 대한 또 다른 ”자기도취적“인 이유는 

부모가 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애완동물을 친구처 

럼 원하는 것과 비슷하다. 네 번째 이유로 ”도구적(instrumental)" 이유로서 자식 

이 부모를 대신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Kirchner와 Seaver(1977)는 부모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동기는 영 

속성 추구， 출산과정의 경험， 애정과 인생의 충만한 의미의 경험， 자신의 아동 

기에 대한 기억 및 재 경험， 노후보장， 파트너와 유대감， 양육을 통한 역할 수 

행， 자극과 자부심 획득， 개인 성장의 기회，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애정을 받으 

려는 욕구， 실용주의와 규범적 행동， 재미 등을 들었다 부정적 동기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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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개인적 제약，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회의，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 비관적 

세계관， 재정 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책임， 임신의 불편함， 인구문제에 우 

려， 정서적 미숙， 교육 및 직업상의 제약 등이 포함된대권용은·김의철， 2뼈). 

자녀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로서 선택과 교환의 이론 

( choice-exc뼈nge theory)을 이용하였는데댄saterlin， 1975; Hoffman 때d Hoffrnan, 

1973), 개개의 부부들이 선택을 통해서 자녀로 인한 이점을 최대화하고 손실점 

을 최소화하여 가장 유용한 자녀로 인한 점과 손실점이 같아졌을 때， 부가적인 

자녀를 가점으로서 얻게 되는 만족을 대신해줄 수 있는 만족， 특히 여성이 가 

정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고 한대권용은 김의철， 

2뼈).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 

하며， 경제수준이 낮고 그들 자신이 첫째 아이인 경우가 많다고 한대권용은 

김의철， 2004).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매우 강한 사회였으나 이러한 변화 

를 보이는 원인은 여성지위향상， 자녀의 도구적 가치(대를 잇는다)의 낮은 지각 

등을 들 수 있겠대양명숙， 199이. 역으로 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은 자 

녀의 정서적 가치(기르는 즐거움， 나이 들어서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 있대권용은·김의철， 2뼈). Rossi와 Rossi(1990)의 선행연구에 

서도 밝혀졌듯이 딸은 결혼 이후에도 어머니와 자녀양육방식 교환을 통해서 친 

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며， 여자들이 정서적 관계를 통해서 유대감을 개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김명재198이，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도 아들선호의 

식에 있어서 비교적 근대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후대책으로 남아를 선호하던 전통적인 사고방식 

에서 벗어나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비불균형의 감소뿐만 아니 

라 출산율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대한유미·곽혜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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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성평등가치관 및 성역할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성평등가치관 

최근에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성과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심리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성을 구분하 

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않지， 즉 남성과 여성이 생식기 

관과 가능의 차이는 어느 사회나 어느 시기에서나 동일하고 불변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성(gend떠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다르며 계속적으로 변화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많은 그릇된 관념과 믿음이 형성되어 왔다{이호숙， 200커. 

고정관념이란 특정한 인간 집단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가지는 그러나 상대적 

으로 경직되고 과잉적으로 단순화된 관념을 의미하며 이에는 특정한 집단에 속 

한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는 견해가 포함된다 

(wri방1Stman， 1977: 김동일， 1991 재인용). 따라서 성 고정관념이란 성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뚜렷한 실체인 것으로 착각 또는 오인하여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태도나 자세를 일컴 

는 말이대김통일， 1991).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차이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 

계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 남성우위의 성차별이 사회문화적 지지를 받아 옴으 

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성중심의 성차별주의(se성sm)가 하나의 이데올로 

기로 유지되어 왔대김경신· 이선미， 1998). 성차별 사회가 형성한 성고정관념은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개인을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틀 속에 고정시켜 버린 

다 그러나 서구를 중심으로 확산된 남녀 평등사상과 더불어 여성들의 교육수 

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점차 각 분야에서 남녀의 평등권을 주장하게 됨으로서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은 새로운 평등주의적 사고방식과 마찰을 이루 

게 되었대양명숙， 1996). 이렇게 사회가 형성한 성 불평등성은 여성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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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성의 삶도 제한， 왜곡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성차별 언어나， 대중매 

체， 교육， 가족과 같은 주요한 사회 기제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어 남 

녀불평동의 사회구조가 유지·강화되고 있대김경신·이선미， 1998). 

인간은 성장하면서 양성 모두 결혼을 통해 부모의 가부장적 통제로부터 독 

립을 기대한다. 여성은 결혼으로 부모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편 통제 하의 결혼생활이 일종의 독립 

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결혼의 현실이 가져다주는 남편의 통제와 남편에의 종 

속은 전통형의 여성에게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져 체념이라는 생존전략으로 처리 

된다. 또 현대형의 여성에게는 의새擬뼈평등관계-서로 이름을 부른다든가， 남 

편이 설거지를 한다든가하는 피상적인 평등관계-속으로 묻혀버리게 된다. 결국 

결혼은 남성에게는 성취， 여성에게는 의존이리는 결과를 초래한대이영자 외， 1993). 

김아영(1999)은 ‘교사와 학생의 성역할 태도 분석과 중등교사의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살펴보면， 교 

사와 학생들의 성역할 태도를 비교한 결과， 학생이 교사보다 더 진보적인 성역 

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직 

경력에 따른 교사들의 성역할 태도를 살펴 본 결과로는 교사의 성별에 따라서 

는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더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 

의 성별， 학년， 학교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성역할 태도를 살펴 본 결과，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더 진보적이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평등한 성역할 사회화를 위해서는 먼 

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역할관 

최근의 출산율저하는 출산， 혼인， 이혼 등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들 여성 개인의 희생으로 짐 지워지는 결 

과에 기인한다{장혜경， 2003). 서구산업사회에서는 여성취업의 증가가 출산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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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를 일으키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가 뚜 

렷하지 않대한유미·곽혜경， 2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여성들이 대부분 양육 

과 노동이 양립할 수 있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여성취업의 증가가 반드시 출산율저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대한유미·곽혜경， 2뼈) 

가치관체계에서 가정지향성이 높은 여성들은 자녀。륨이나 7}족중심적 가치 

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직업과 가정에서의 이중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 

야 한다는 부담으로 결국 출산과 더불어 취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높다. 가정지 

향적인 여성들보다 직업지향적인 여성들은 출산과 취업 중에서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성역할 태도 역시 여성이 직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능력이 

나 경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그 

리고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임신 후 

직장에 복귀하게 된대한유미·곽혜경， 2004). 더욱이 남녀 평등적 태도와 양성 

적 성역할 지향성은 임신 횟수 자체와 부적인 관계가 있다어ooth and DuvaU, 

1981). 따라서 현대여성의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사회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증가는 성역할 개념에 근거한 가족윤리의식에 많 

은 변화를 가져왔대김경신， 1998). 김정옥(198이은 도시화 및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가족 내 부부의 역할분화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옥선화(198이는 역할 분화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역할구분이 

지켜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병숙 김윤(1983)의 연구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근대적 역할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행동에서는 완전히 평등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명재1985)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결혼·육아에 상관없이 원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여성이 증가하여， 여성직업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가정 내 의사결정권도 항목별 구분이 지어지나 비교적 아내의 역할을 

더 뚜렷하게 규정짓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도 미혼 

남녀의 성역할관은 비교적 진보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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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성가치관 및 성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우리 사회는 결혼 전까지 성적 행동을 억제하도록 기대하면서， 동시에 남녀 

에게 각기 다른 이중적 성윤리를 적용하는 성문화로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여성의 사회활동의 확대， 청년기의 연장， 상업 성문화의 발달 및 남녀평등 

주의 같은 가치의 변화가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영옥， 1983). 청소년기는 성적 욕구가 강렬한 시기인 반면， 사회는 혼전의 성 

을 규제하므로 사회적 규범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혼전 성행동에 

대해 합의된 규범이 없는 현 상황에서 청년기 연장 현상은 새로운 성문제를 일 

으킬 가능성이 있대박희성 이진숙·박초아·정민자， 1995). 

청소년의 혼전 성형태는 개인요인으로서 종교， 가족요인으로서 자녀들이 취 

업이나 학업상의문제로 부모를 떠나 생활할 경우에는 부모의 직접적인 통제나 

감독이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어 거주형태， 부모의 교육 등이다 이는 교육수준 

이 높은 부모가 목표나 성취， 직업에 대해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낮은 교 

육목표와 성취는 보다 높은 성행동 수준과 관련 된다-(Miller and Sneesby, 1988).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mall과 Luster(l99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이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청년기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성경험률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김영옥， 1983) 

로 볼 때， 부모의 감독 정도도 성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요 

인으로서 대체로 동료가 부모보다 허용적이므로 동료가 준거점일 경우 성경험 

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Reiss， 1967; Kaats and Davis, 1970). Newcomer 둥 

(198이은 성행동과 태도는 동료집단의 실제 행동보다 그들의 행동과 가치관이 

라고 ‘지각’되는 것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료의 성경험 정도 

에 대한 지각과 동료로부터의 성경험 압력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된다(박희성 이진숙·박초아·정민자， 1995). 

산업화와 근대화의 촉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결혼관 

이 수립되어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변하였고 결혼 

형태 또한 연애결혼을 선호하게 되었다. 배우자 선택 기준이 변화하면서 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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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에;대한 의식도 결혼외의 성관계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컸대양명숙， 1996). 

그러나 순결관의 변화 양상에서 성별에 따라 이중적 가치관을 나타나고 있 

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혼전순결이나 혼외정사에 더 관대하고， 남성 자신은 혼 

전 성관계가 괜찮지만 배우자는 절대 안 된다는 이중적 성관념 내지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대박진숙 1984; 홍준숙 1987; 송재희 

1988; 권오주 1989;' 장휘숙 1994; 양명숙 1996).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남성은 

결혼과 관계없이 서로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무방하다는 입장과 남녀 모 

두 순결해야 한다는 이중적 성관념을 유지하고 있대김경신· 이선미， 1998). 

우리 사회에서도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 매춘， 미혼모， 낙태， 성폭력， 성차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청소년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성에 대 

한 의식은 인간의 발달 과정상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자기 존재에 대한 회 

의로 심리적 위기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기에는 자칫 반인간적으로나 반사회적 

으로 발현될 수 있다. 또한 성인잡지， TV, 따R， 컴퓨터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성적 정보 속에 무방비 노출되어 올바른 

성지식이나 성태도가 형성하기도 전에 성에 대한 호기심만 높아져 사회적 문제 

를 야기하기도 한대오덕자， 2(03). 

오덕재2(03)는 청소년의 그릇된 성의식을 첨단기기의 발달과 무분별한 서구 

문화의 유입， 물질만능의 풍둑 어른들의 무분별하고 이중적인 성 의식 등 뿐 

아니라， 성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교육풍토로 인한 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의 비체계성과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열악한 잠재적 교육환경 및 공교 

육으로서의 학교교육 기능의 무력화에 돌리고 있다. 

채팅을 통한 소위 ‘번섹’의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상당수의 청 

소년들이 음란물 중독증에 걸리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소 

년들은 각종 성범죄의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가해자로서 성 

일탈의 행위자가 되기도 하여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 

주고 있대이경희， 2(00) 

사이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요즘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궁금해 하고 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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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고 있는 성 문제를 학교교육， 부모님， 친구 동으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이버 매체에 쉽게 접함으로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대오덕 

자， 2(03). 청소년기에 자극적인 음란물들， 채팅， 원조교제， 음란사이트 등은 이 

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대윤가현， 

199끼.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 금기하는 내용조차 아무런 제약 없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 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혼란을 초래하여 성 문제 

로 인한 많은 성 일탈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대오덕자， 2003). 

이구실(2001)의 연구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성태도와 성 행동 

을 보았을 때 성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태도와 행동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진다는데 일치하 

고 있대김진선， 1995; 윤명선， 21뼈; 이구실， 200ü; 배성미， 2뼈 등). 그러나 실 

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정규 성교육 시간이 아니라 가정， 체육， 

과학， 도덕 등의 교과목 수업을 통해 실시하고 있어 그 학생들에게 많은 성 관 

련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등 학교 성교육의 효과는 점점 그 효 

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대오덕자， 2(03). 학교 성교육 시간， 교재， 내용 

과 담당교사의 열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덕자， 2(03). 

제 7절 연구틀 

앞서 제1장에서는 본 협동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2장에서 

는 연구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추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방법연구와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목적과 이에 따른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의 기본틀@않않rch 뼈mewcπ세은 I그림 2-1]과 같 

이 도식화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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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래세대의 결흔·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연구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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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때효과 

=수 결흔 및 출산관련 미래세대의 의식 및 태도에 관한 DB 구축 
=수 청소년의 출산 및 가족 친호|적 가치관 정립 및 결흔· 출산 가치 제고 

=수 청소년의 생식보건 수준 제고를 통한 인구지질 효쌍 및 출t!뭘 회복 

=수 청소년기부터 적절한 저출산 대책을 ζ받함으로써 출산율 회복 및 이를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사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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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청소년의 기족 7써관 

1. 문제제기 

전통적으로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로서， 출산 및 자녀양육과 

사회화가 이루어지며， 정서적 안정 및 유대를 통해 감정적인 안식과 위안을 받 

고， 경제·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단위로서 기능하였다. 가족형태도 혼인을 통한 

양성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정상7}족이데올로기가 유지 및 공고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는 가족， 결혼， 자녀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많은 측변에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 

다 법적관계 및 이성애관계로 이루어진 부부와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가 존재 

하는 핵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미혼단독가구，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변화와 다양한 가족형 

태 출현에 따라 기존의 가족의 기능으로 간주되어 오던 출산기능， 자녀양육 기 

능， 정서적 기능， 경제적 기능 중 일부는 상실 또는 약화되고 일부는 강화되는 

등 변화하고 있다 현대 한국의 가족을 살펴보면 가족의 구성 및 유형과 관련 

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형태로 칭해졌던 3세대 가족 즉 ‘조부모-부부자녀’ 

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세대로 구성된 ‘부부-자녀’가족 역시 다양한 유형 

의 변화를 겪고 있다. 예컨대， 핵가족이라는 전형적 가족형태의 비율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2002년 ‘출산율 1.17 쇼크’ 이후 전통적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 

상을 ‘가족위기’ 혹은 ’가족해체‘로 이해해 왔으며， 이와 같이 전통적인 가족기 

능의 약화를 우려하는 가족위기 담론은 국가의 존폐 위기로까지 확대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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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다시 말해， 가족의 다양 

성과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기보다 특정 가족형태를 지지하여 전형적 형태 

인 핵가족은 정상이며， 그외 보편적인 가족형태와 상이한 유형의 가족형태는 

비전형적 가정으로서 결손·비정상， 불완전한 것， 문제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족의 변화를 문 

제가족 혹은 위기가족으로 낙인해서는 안되며， 그 보다는 다양한 유형 혹은 다 

양한 생활양식을 가진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좀더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상가 

족 담론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가족에 준하는 가구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형적 가족상 

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능성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어ec뼈eck-밟nsheim， 1999). 즉， 사람들은 결혼·이혼 

재혼을 하며，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새로운 가족을 창출해 내며， 새로운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혼을 억제하며 기존의 가족 유지 

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 

책적 대처방안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이혼， 입양， 동성애， 동거， 미혼부모 풍 형태가 대중에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정착된 상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이 

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에 대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된 바는 적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관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미래사회의 7}족가치관에 대해 추론해 보고자 한다. 

2. 가족가치관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 개인적 특성별 태도 

다양한 가족에 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매우 찬성+찬성)는 “입양한 아이 

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대71.1 %)"에 대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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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다음으로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대61.3%)"，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대58.7%)"，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 

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33J%)"，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대33.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대21.6%)" 순 

으로 나타났다. 즉， 입양， 국제결혼， 재혼 등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긍정적이나， 

한부모가족， 동거， 미혼모 동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년은 연령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학년별 각종 견해에 대한 태 

도의 차이를 통해 성장과정상 가치관의 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다.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더 높아지나， 그 후 고등 

학교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70%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3-1 참조). 국제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도 입양과 마찬가지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재혼， 

동거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초， 중， 고， 청년기의 과정을 거치 

면서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고둥학생 2학년부터 가족유형 중 가장 높았다.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성장과정에서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나， 그 수준은 여전히 다른 가족 유 

형들에 비해 낮았다. 

[그림 3-1] 다양한가족 관련 학생의 긍정적 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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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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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J 다양한가족에 관한 남녀학생의 긍정적 인 태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 90 8‘、 70 60 50 -10 30 2\)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 90 80 10 6(: 50 40 30 20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남녀학생간의 태도가 점차 좁혀지고 있었대그림 3-2 

참조). 한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한부모가족， 미혼모， 입양， 재혼， 국제결 

혼에 관해 여학생이 더 긍정적인 반면， 동거에 관해서는 남학생이 더 긍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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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미혼모， 입양， 국제결혼에 대해 여학생 

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재혼과 동거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 

났다 이러한 패턴은 성인 미혼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r2005년 전국 결 

혼 및 출산 동향조사」 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미혼모， 입양， 재혼에 대해 미혼남 

성에 비해 미혼여성의 태도가 더 긍정적이며， 동거에 관한 태도는 그 반대였다 

나. 가족적 특성별 태도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절반수준이 한부모가족에 대해 긍정적이었으 

며， 그렇지 않은 학생은 30.8%만이 긍정적이었다{표 3-1 참조) 이는 부모의 이혼 

이 학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유사하게 부모간관계가 

나뿔수록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태도는 

부모 또는 부만 일하는 경우에 비해 모만 일하는 경우 더 긍정적(약 fi)%)이었다 

〈표 3-1) “아버지나 어머니가 흔X써도 X배를 잘 키울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영) x2 
찬성 찬성 찬성안할 찬성안합 

부모 이혼별거 여부 
예 14.4 36.7 33.5 15.3 100.0 ( 97기 205.8 *** 
아니오 5;8 25.0 43.7 25.5 100.0 ( 9，73이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면 7.2 21.1 때.4 31.4 100.0 ( 3,678) 349.0 *** 
좋은편 4.4 26.0 47.9 21.7 100.0 ( 3,879) 
보통 5.6 30.1 43.8 20.4 100.0 ( 1 ，96이 

나쁜편 11.4 36.1 31.8 20.6 100.0 ( 44이 

매우나쁜편 20.6 29.6 29.6 20.2 100.0 ( 223) 
모E겠음 9.0 32.3 36.0 22.8 100.0 ( 378) 
부모 취업여부 
부모모두 일함 6.6 26.6 42 .5 24.3 100.0 ( 6，97이 208.6 *** 
부만일함 6.1 24.5 44.5 24.9 100.0 ( 3,388) 
모만일함 18.5 41.2 27.0 13.2 100.0 ( 50끼 

분모모토 일을안합 9.6 26.5 37.9 26.1 100.0 ( 27긴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부모간관계가 나뿔수록 미혼모관련 태도도 긍정적인 태도가 강하였다. 학생

부모관계와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정(퍼적 관계를 보였다{표 3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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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흔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명) 

〈표 3-2)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편 

보통 

나쁜 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학생부모간관계 

매우 좋은 편 4.4 
좋은편 3.4 

보통 4.3 

나쁜 편 4.2 
매우 나쁜 편 20.5 
모르겠음 7.5 

주: t p<O.1, * p<O.05, ** p<O.OI, *** p<0.001 

2 x 

120.3*** 

계(명) 

100.0 ( 3,678) 
100.0 ( 3,875) 
100.0 ( 1,%5) 
100.0 ( 446) 
100.0 ( 223) 
100.0 ( 37끼 

전혀 
찬성안함 

47.7 
39.4 
38.6 
43.0 
43.0 
40.8 

별로 
찬성안함 

32.8 
39.3 

37.9 
31.8 
26.9 
37.4 

대체로 
찬성함 

。

·
3

3 
5 
0 
2 

” 
mm 

mn 

m” 
”“ 
m 

매우 
찬성함 

3 

。

·
2

‘
ι
 j 

rb 

i4-

,‘“ 
‘“
1 

,‘
J 

”‘
u 

-
、
‘

부
 
-구

 

144.2 *** 100.0 ( 4,365) 
100.0 ( 4,293) 
100.0 ( 1,855) 

100.0 ( 21씨 

100.0 ( 44) 
100.0 ( 334) 

47.5 

39.1 
38.6 
때.7 

38.6 
38.0 

33.1 
39.2 
37.1 
33.2 
20.5 

34.4 

15.0 
18.3 

19.9 
22.0 
20.5 

20.1 

예상외로 부모의 생존여부별 재혼관련 학생의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 

미하였다{표 3-3 참조). 부모가 이흔· 별거 중인 학생의 경우 63.5%가 찬성하며， 

그렇지 않은 학생의 58.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별이나 이흔 후에도 재흔을 해서 새 삶을 시ξ념}는 것이 좋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표 3-3) 

(단위: %, 명) 

2 x 계(영) 
전혀 

찬성안함 
별로 

찬성안함 
대체로 
찬성함 

매우 
찬성함 

님
눈
 

구
 

부모 이흔 별거여부 
예 17.4 
아니오 13.4 

주.: t P애.1， * p<0.05, **. Pιι01 ， *** p<지.001 

19.5*** 100.0 ( 9η) 

100.0 ( 9,719) 
14.7 
14.7 

21.7 
26.9 

46.2 
45.0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입양에 대해 긍정적이었다{표 3-4 참조). 형제자매들과 

지낸 경험으로 입양아와도 잘 살수 있다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학생부모관계는 입양에 관한 태도와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처 

지를 통해 입양아와 양부모간의 관계를 조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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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형제자매수 

l명 

2명 

3명 
4명이상 

학생·부모간관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m 

m씨
 떼
 낌
 

매우 좋은 면 33.9 37.9 
좋은 편 23.8 48.0 
보통 26.3 43.0 
나쁜 편 30.8 36.4 

매우 나쁜 편 31.8 25.0 
모르겠음 33.0 35.4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Q
“ 

。
·
5

·j 

g 

갱
 ”” 
”” 

20.0 
20.7 

17.3 

16.4 

9.9 
7.5 

9.0 
12.6 
27.3 

12.3 

계(명) 2 x 

% 
% 
% 

η
 

100.0 ( 1,413) 24.1** 

100.0 ( 7,119) 
100.0 ( 2,173) 
100.0 ( 519) 

18.2 
20.7 

21.6 
20.1 

15.9 
19.2 

100.0 ( 4,363) 192.3*** 

100.0 ( 4,295) 
100.0 ( 1 ，85끼 

100.0 ( 214) 
100.0 ( 44) 
100.0 ( 333)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 학생의 동거관련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표 3-5 참조). 그러나 부모간의 관계가 나뿔수록 동거 

에 관한 학생의 부정적인 태도가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3-5) “님녀가 시링핸번 결흔따| 않고 힘꺼| 사는 것도 괜찮다’에 관한 학생 태도 
(단위: %, 명) 

구분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면 
보통 

나쁜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학생부모간관계 

매우좋은편 

좋은면 
보통 

나쁜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uU .s qT 

찬성 

2 
4 
2 
4 
3 
2 

7 
5 
9 
9 
M 
8 

6.7 
6.2 
8.5 

12.2 
15.9 
11.6 

대체로 별로 전혀 
찬성 찬성안함 찬성안함 

/b 

Q“ 
。
“/0 

0
ι
 
?* 

깅
 
낀
 
낀
 
생ω
 끼
“
 ”이
 

O·7J 

9 
0·3 

/n 

‘/-nxu 

nu/ 

’
l‘ 
---nu/ 

끼
/
-
‘
/
‘
 ‘/‘ 

‘
‘ι
 ‘/‘ 

‘
/i 

7J 

A 
4 
I 
D 
2 

% 
”” 
”j 

”
기
 %
μ
 %
끄
 
。

·
j

3 
8 
8 
2 

% 
”% 
% 

였
 ”” 
”i 

계(영) 2 x 

31.5 
23.3 

23.5 
24.8 
27.8 
25.4 

100.0 ( 3,675) 153.6*** 
100.0 ( 3，87이 

100.0 ( 1,965) 
100.0 ( 44끼 

100.0 ( 223) 
100.0 ( 378) 

32.3 

22.4 
22.3 

23.0 
25.0 
26.6 

100.0 ( 4,362) 199.0*** 
100.0 ( 4,293) 
100.0 ( 1,858) 
100.0 ( 213) 
100.0 ( 44) 
100.0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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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가족가치관의 시사점 

우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학생의 수용되긍 

정적 태도)는 입엠71.1%)， 국제결혼(61.3%)， 재혼(58.7%) ， 한부모가족(33.7%)， 혼 

전동거(33.4%)， 미혼모(21.6%) 순이다. 입양， 국제결혼 및 재혼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는 높은 편이나， 한부모가족， 동거 및 미혼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 

가 우세하다. 둘째， 남녀학생별로는 동거를 제외한 한부모가족， 미혼모， 입양， 

재혼， 국제결혼에 대한 수용도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다. 동 

거에 대한 수용도는 남학생이 더 높다 셋째， 성장과정별로 입양과 국제결혼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는 중학생 시기까지 높아진다. 재혼， 동거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용도는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도 성장하면서 점차 높아지나， 그 수준은 여전히 낮아 거부감이 심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인할 뿐 아니라 가족가치 

관의 변화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부록에 수록된 교사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보 

면， 전체 응답교사 중 50% 정도만이 해당학교에서 가족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답해，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교육 자체가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체 응답교사의 75%가 넘는 수가 가족관련 교육내용이 진부 

하거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여， 관련 자료의 확충 및 내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 2절 청소년의 결혼가치관 

1. 문제제기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있대변화순， 2002). 혼 

인상태의 변화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 개인적으로 혼인상태 

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30세 이후 동일연령 기혼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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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할 확률이 6배가 높다. 미혼자들은 영양 불균 

형과 불균형한 수면， 잦은 흡연 및 음주 등으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 

적으로도 큰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늦은 결혼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대이삼식 외， 2005비. 

이러한 혼인 행위의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많은 학자들은 가치관의 

변화를 들고 있다(이삼식 외， 2005이. 최근 성인의 미혼남녀들은 결혼은 꼭 해 

야 할 필요는 없는 일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26세에서 35세까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절반 가까이(43.3%)가 혼전 통거에 긍정적 

이며 여성들은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50.0%)이며 싱글도 좋대62.8%)고 말한 

대제일기획， 2005). 이 젊은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 

에 “아이에게 매이면 자기 시간을 못 가지니까 아이에게 들여야 할 돈 노력·정 

성을 나에게 쏟고 싶다”고 말하고 “나이 더 먹기 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 

기계발을 열심히 해야 하며 “가만히 있으면 밀려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으로 이들의 가치관은 한국의 미래를 가름해볼 수 

있는 척도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결혼에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저출산 등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최근 혼인 형태가 특별한 이유 

가 없으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 개인 및 사회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며， 결혼 동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사적인 영역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접근이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탐 

구해보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모아진 자료를 통해 10대 학생들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특히 다양한 개인적·가족적 배경에 따라 청소년 

들의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 

해 청소년 가치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결혼 필요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초 중 고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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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편이 좋대가 66.5%이나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태도는 16.8%에 불과 

했다{표 3-6 참조). 결혼에 대해 유보적(29.3%)이거나 부정적(1.6%)인 태도도 

40%에 육박하였다.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청소년들은 성인미혼남 

녀보다 결혼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 성별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여학생의 경우 56.8%로 남학생 7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급·학년별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해 

야 한다’는 태도는 장급학교·고학년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3-6> 결혼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태도 
(단위%， 명) 

구분 
반드시 하는편이 해도 하지 하지않는게 모르 계(명) 
해야함 측1rij nL 않아도좋음 낫음 겠음 

전체 16.8 49.7 29.3 1.6 2.5 100.0 (11,236) 

성별( x 2 =649.1 ***) 
남학생 22.8 52.7 20.4 1.1 3.1 100.0 ( 5,850) 
여학생 10.4 46.4 39.1 2.2 1.9 100.0 ( 5,377) 

학년구분( x 2 = 173.3***) 

초 5학년 13.5 52.1 25.9 1.9 6.7 100.0 ( 1,020) 
초교6년 15.1 52.2 27.6 0.9 4.2 100.0 ( 87끼 

중교1년 16.9 50.1 28.3 1.5 3.2 100.0 ( 1,552) 
중교2년 15.6 50.6 30.3 1.1 2.4 100.0 ( 1,608) 
중교3년 14.9 49.5 32.5 1.6 1.5 100.0 ( 1 ，5뼈 

고교l년 17.6 51.8 27.4 1.8 1.4 100.0 ( 1,561) 
고교2년 19.7 46.5 30.0 2.2 1.6 100.0 ( 1,599) 
고교3년 19.6 46.3 30.7 2.0 1.3 100.0 ( 1,431) 

부모간의 관계( x2=172.6*** ) 
매우좋은편 20.2 49.8 26.8 1.1 2.0 100.0 ( 3,674) 
좋은편 15.1 53.2 28.5 1.1 2.1 100.0 ( 3，87이 

보통 14.5 46.1 33.5 2.6 3.3 100.0 ( 1 ，96이 

나쁜편 17.3 43.6 34.6 2.7 1.8 100.0 ( 445) 
매우나쁜편 16.6 41.3 31.8 5.4 4.9 100.0 ( 223) 
모르겠음 13.0 47.2 31.3 2.4 6.1 100.0 ( 37끼 

가구경제수준(x2=255.7*** ) 

매우잘사는편 35.0 32.7 22.9 2.8 6.5 100.0 ( 214) 
잘사는편 18.8 50.9 27.7 1.0 1.6 100.0 ( 1,536) 
보통 16.1 50.9 29.5 1.3 2.2 100.0 ( 7,221) 
못사는편 15.7 48.4 30.7 2.8 2.4 100.0 ( 1,654) 
매우못사는편 23.6 35.2 32.1 6.7 2.4 100.0 ( 165) 
모르겠음 14.1 44.6 28.9 2.5 9.9 100.0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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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흔·별거가 자녀의 결혼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으나， 학생 조사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신， 

부모간의 관계는 결혼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간의 관계가 나뿔수록 결혼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긍정 

적인 태도가 일관성 있게 낮은 반면， ‘하지 않은 것이 낫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높게 나타났다. 동 가치관은 학생-부모관계와 U자 형태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쁘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편인데 비해， 관계가 보통인 경우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다. 아주 못산다는 학생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낮으며， 

부정적 태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의 경제수준이 좋지 않은 경우，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 

3. 이상적 결흔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학생들이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 

펴보았다{표 3긴 참조). 

〈표 3-7> 남녀의 이상적인 결흔연령에 관한 학생의 태도(평균연렘 

(단위: 세) 

구분 전체 초5 초6 중l 중2 중3 고1 고2 고3 

전체학생 

남성의 이상결혼연령 27.9 27.1 27.0 27.2 27.6 27.8 28 .5 28.9 29.2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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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27.4 26.9 26.7 26.7 27.1 27.0 27.8 28 .3 28 .7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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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28.6 27.3 27.3 27.7 28.3 28.7 29.4 29.7 29.9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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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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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간의 차이는 전자가 후자 

에 비해 평균 1.4세가 높으며，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그 차이는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남학생이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 

령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 

해， 기대 결혼시기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추가가능하다 

4. 결흔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 개인적 특성별 태도 

결혼관련 가치들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대부분 학교급 이행과정에 

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대그림 3-3 참조). 그러한 결혼가치관들로는 ‘마땅 

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할 수도 있다’， ‘독신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할 수도 있다’，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 하 

는 게 낫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등이 포함된다. 성장 과정에서 여 

건에 따라 만혼， 비혼， 혼전성관계， 이혼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경향이 강화되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결흔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 

과 해야 한다’ 등 결혼의 가족주의적 가치관， 결혼 연령규범 준수， 순결가치관 

등은 성장과 더불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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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J 생애경로 이행과정별 결흔관련 다양한 견해에 관한 학생의 태도 
변화 

100 
--<←가족관계우선시 

:: t::~~::::::::::::=::축찮책;:::::::::II=: 靈靈鐵있다 
-하←-공부나일 우선 

--←-독신 삶 

-←-결혼생활부담 

20 

10 r------------------------------
-a-부부간갈등 불가시 이혼 

-녕~ 자녀가 있어도 이혼 
o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미흔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가치관들은 ‘마땅한 상대를 만나 

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독신의 삶의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 

다’，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등이대그림 3-4 참조). 

나머지 가치관들은 남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즉， 전통적이 

고 보수적인 특성이 내재된 결혼가치관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더 긍정적인 반 

면， 현대생활 여건에 따라 만혼， 비혼， 이혼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태도는 여 

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의 결혼관이 더 부정적이라 

고할수있다 



80 

[그림 3-4J 학교급 및 성별 결흔에 관한 학생의 태도 

100 90 30 70 60 50 4。 3。 20 10 o 10 20 3040 50 60 70 80 90 100 

100 90 εo 70 60 50 40 30 20 10 o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낀 90 80 70 6긴 5。 40 30 ;:~O ‘ n o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D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 @ 마땅한 싱해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정 뺑된 직뽑 가지지 못하면 만흰비흔 @ 수입이 충분해擺 @ 공부나 일을 빼 H뻗7둡 
독신의 삶의 즐기기 위해 비혼.， (J) 결혼생활 부담시 비흔 @ 보통 사람들이 결U혼하는 나이에 

@ 사귀는 사람과 결혼해야 @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 @ 부부간의 갈동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 
@자녀가 있어도 이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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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적 특성별 태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부모간의 관계가 안 좋은 학생일수록 긍정적이었대표 3-8 참조.). 학생 

과 부모간의 관계가 나쁘다고 하는 학생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펄 긍정적이었 

다. 즉， 가족성원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결혼에 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3-8) “결흔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효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찬 매성우함 찬 대성체로함 찬성 별로안함 창성 전안혀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29.2 47.6 19.6 3.6 100.0 (3,678) 166.7*** 
좋은편 19.4 52.1 25.3 3.3 100.0 (3，87끼 

보통 22.1 46.5 26.3 5.1 100.0 (1,%3) 
나쁜편 24.4 44.4 24.4 6.7 100.0 ( 446’ 
매우나쁜편 29.3 39.2 24.8 6.8 100.0 ( 222) 
모E겠음 25.5 45.9 22.3 6.4 100.0 ( 377)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견해에 관한 학생 

의 태도는 부모간의 관계가 나뿔수록 더 긍정적이었대표 3-9 참조). 가구의 경 

제수준이 나쁜 학생일수록 동 견해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와 가구경제수준이 열악할 경우， 학생은 그 영향으 

로 자신의 배우자 선택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혼 조건으로서 직장 안정성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가족적 배경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구체적으로 부모가 이혼 별거 

중인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결혼조건으로서 직장의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유사한 맥락으로 부모간의 관계가 나쁜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우 

세하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경제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결혼의 조건으로서 직장 

의 안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더 강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가족구성원간 

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가구경제 수준이 열악할 경우， 그 영향으로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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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직장의 안정성을 상대적으 

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겠다. 

“마똥반 시림을 \:!LÞ'I 못하면 결흔을 꼭 할 필요는 없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명) 

〈표3-9) 

2 x 

78.2*** 

144.9*** 100.0 ( 21이 

100.0 (1,536) 
100.0 (7,217) 
100.0 (1,653) 

100.0 ( 163) 

m 

μ
ω
 찌 섭
 % 

20.8 

24.2 
21.7 
18.0 

17.8 

35.6 
45.2 
51.6 
50.7 
44.2 

26.4 

24.5 

22.5 

27.0 

29.4 

구분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편 

보통 

나쁜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 편 
잘사는편 

보통 

못사는편 
매우못사는편 

계 (영) 

100.0 (3， 68이 

100.0 (3,876) 
100.0 (1,962) 

100.0 ( 44끼 
100.0 ( 222) 
100.0 ( 376) 

전혀 
찬성안함 

“
껴
 
때
 얘
 N씨
 
M 
mn 

별로 
찬성안함 

22.4 
22.4 
20.2 
14.5 

14.4 
21.5 

대체로 
찬성함 

3 

。

AA 
O 

n
시
 
에
」
 

얘
 이ι
 
”% 

m% 

”” 

”% 

매우 
찬성함 

m씨
 
m 
m“ …m 

씨
 없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흔을 늦 
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표 3-10) 

(단위%， 명) 

2 x 계 (명) 전혀 
찰엎i활 

별로 
찬성안할 

대체로 
찬성할 

12.5** 

128.7*** 

193.3*** 100.0 ( 215) 
100.0 (1,535) 

100.0 (7,213) 
100.0 (1,652) 

100.0 ( 163) 

15.8 
6.8 

4.5 

3.6 
8.6 

7J 

7J 

0·8 

/n 

갱
 
성
 
깅
 
κ
m
 
m” 

구분 

부모 이혼·별거 상태 
여l 
아니오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편 
보통 
나쁜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23.7 35.8 
잘 사는 편 21.1 .46.4 

보통 19.5 54.0 

못 사는 편 26.2 53.5 

매우 못사는 편 36.2 35.6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매우 
찬성할 

100.0 ( 972) 
100.0 (9,709) 

100.0 (3,674) 
100.0 (3,874) 
100.0 (1,957) 
100.0 ( 44끼 
100.0 ( 223) 
100.0 ( 37잉 

4.4 
5.0 

“ω
 
% 

μ
 

”% 

% 
m 

19.4 
22.1 

24.1 
22.0 
19.8 
17.2 
17.0 
20.5 

51.0 
52.3 

48.8 
55.5 
53.8 
50.1 
38.1 
52.3 

25.1 
20.6 

20.7 
18.6 
22.3 
28.4 
35.9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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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별거 중이거나 부모간의 관계가 나뿔수록 결혼 조건으로서 수 

입의 안정성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대표 3-11 참 

조). 가구의 경제수준이 나뿔수록 결혼조건으로서 수입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 

적 태도도 더 강하였다. 소득이 불안정하여 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들 

이 결혼조건으로서 수입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결혼· 출산· 성평등 가치관 실태 

“결흔생홀떨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흔을 할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태도 

〈표 3-11) 

(단위%， 명) 

x2 

102.1*** 

계 (영) 

100.0 (3，67이 
100.0 (3,869) 
100.0 (1,957) 
100.0 ( 44잉 
100.0 ( 222) 
100.0 ( 373) 

72.0*** 100.0 ( 212) 

100.0 (1,529) 
100.0 (7,205) 

100.0 (1,644) 
100.0 ( 1 6.잉 

% 

까μ
 있
 ”% 

m 

23.6 
26.6 

25.4 
23.7 
22.4 

구분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편 
보통 
나쁜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27.8 38.7 

잘 사는 떤 23.6 42.4 

보통 20.8 48.6 

못 사는 편 23.7 47.9 
매우 못사는 편 28 .5 39.4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천획 
찬성안할 

n 
μ
 
”” 
% 
”” 
“” 

별로 
찬성안합 

9 
4 
1 
5 
/0 

n
ι
 

%
ω
 앙 깅
 μ
 낀
 
%
ι
 

대체로 
찬성합 

43.2 
51.0 
48.9 
44.7 
37.4 
44.5 

;"10 
-nT 
찬성합 

22.8 
19.1 
23.4 
25.2 
32.0 
23 .1 

일부 가족적 배경도 자아성취를 위한 결혼 포기에 관한 학생들의 태도에 밀 

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3-12 참조). 대체적으로 자아성취를 위 

한 결혼 포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모간의 관계가 니뿔수록 높아지는 경 

향이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수준이 열악할수록 자아실현을 위한 결혼포기관련 

태도도 증가하고 있다. 가구성원간의 관계나 가구경제수준이 열악할수록 학생 

들은 자아성취욕구과 결혼포기를 연계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간의 관계가 나뿔수록 대체적으로 독신관련 학생의 태도는 더 긍정적이 

며， 학생-부모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대표 3-13 참조). 가구경제수준이 나 

뿔수록 대체적으로 학생의 독신태도도 더 긍정적이었다. 이는 가정환경이 열악 

할수록 학생들이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대신 독신주의적 사고방식이 더 강화되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흔을 안 할 수도 있다’ 에 
관한학생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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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단위%， 명) 

전혀 
찬성안함 

별로 
찬성안함 

대체로 
찬성함 

2 x 

90.8*** 

70.0*** 
100.0 ( 21씨 

100.0 (1,535) 
100.0 (7,203) 
100.0 (1,651) 
100.0 ( 164) 

16.4 
10.4 

7.5 
8.0 

12.2 

27.6 
28.4 
27.4 

25.0 
22.0 

구분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편 

보통 

나쁜 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24.3 31.8 
잘 사는 펀 22.7 38.6 
보통 21.8 43.2 
못 사는 편 23.4 43.7 
매우 못사는 편 29.9 36.0 

주.: t p<O.l, * p<O.05, ** p<O.OI, *** p<O.ool 

매。 
"T 

찬성함 계 (영) 

100.0 (3,667) 

100.0 (3,876) 
100.0 (1,959) 
100.0 ( 445) 
100.0 ( 223) 
100.0 ( 37끼 

9 
2 
D 

。
j
j 

o 

n? 

”l 
「
l

nU 

’l 
。
。

I 

1 

26.9 
28.9 
25.7 

22.2 
22.9 
26.5 

40.4 
44.9 
42.6 
38.9 
38.6 
37.7 

] 

O·rn 

1

」9 

Q
ι
 

깅
 m” 
”“ 
얘ω
 χ
ω
 낀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흔을 안 할 수도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명) 

2 x 

92.8*** 

102.1*** 100.0 (4,359) 
100.0 (4,290) 
100.0 (1,848) 
100.0 ( 215) 
100.0 ( 44) 
100.0 ( 330) 

16.7 
13.4 

12.9 
14.4 

29.5 
13.6 

24.3 

26.5 

22.8 
20.0 
15.9 
19.1 

9 

4
“ 
0 
4 
j 

j 

% 

때
 
씨
 % 
% 

”
끄
 

23.1 

19.7 

23.2 
31.2 
20.5 
33.6 

78.2*** 

계 (명) 

100.0 (3,673) 
100.0 (3，87끼 

100.0 (1,955) 
100.0 ( 445) 
100.0 ( 22씨 

100.0 ( 373) 

100.0 ( 214) 
100.0 (1,535) 
100.0 (7,208) 
100.0 (1，여6) 
100.0 ( 165) 

자
씨
 
뼈
 

mm 

m 
M 

20.6 
25.0 
25.2 
21.9 
22.4 

쩌
 찌
씨
 
왜
 
”” 
”… 

29.9 
22.2 
21.5 
24.6 
23.6 

〈표 3-13) 

구분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편 

보통 

나쁜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편 

보통 

나쁜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잘사는편 

보통 

못사는편 

매우못사는 편 

전혀 
찬성안함 

16.6 
13.5 
14.0 
16.0 
14.7 

11.5 

별로 
찬성안함 

24.2 
26.3 

22.4 

22.7 

16.1 

25.7 

대체로 
찬성함 

36.8 
41.1 

37.5 
35.7 
35.7 

36.5 

매우 
찬성함 

22.4 

19.0 
26.0 
25.6 
33.5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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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및 가구의 경제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디{표 3-14 참조) 부모간의 관계가 나뿔수록 결혼생활 부담으로 인한 결 

혼포기에 더 찬성하며， 가구경제수준이 나쁜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결흔· 출산· 성평등 가치관 실태 

“결흔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흔을 안 할 수도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표 3-14) 

(단위%， 명) 

전혀 
창성안함 

별로 
찬성안함 

대체로 
찬성함 

매우 
찬성함 

2 x 

104.6*** 

계 (명) 

100.0 (3，67기 

100.0 (3，87끼 

100.0 (1,958) 
100.0 ( 얘6) 

100.0 ( 222) 
100.0 ( 375) 

11.5 
8.5 
8.0 
9.4 
9.9 
7.5 

O 

O 

3 
5 
9 
3 

앙
 
%
ω
 깅
 
낀
 
뼈
 
갱
 

구분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0.0 43.5 
좋은 편 17.0 48.4 

보통 23.6 45.1 
나쁜 편 27.4 41.7 
매우 나쁜 편 30.2 41.0 
모르겠음 25.3 42.7 

주.; t p<O.1, * p<0.05, ** p<O.OI, *** p<O.ool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견해에 대해 부모가 이 

혼 별거 중인 학생의 태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부정적이었다. 부 

모간의 관계나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나뿔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더 부정적이었다. 가구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으로 강화되었다. 즉， 학생의 가족적 배경이 열악할수록 결혼의 연령규범 

에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겠다.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부모의 이혼· 별거여부별로 차이가 없었대표 3-16 참조) 부모간의 관계 

별 태도 차이는 부정적인 태도만을 고려할 경우 그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다. 학 

생의 가족적 배경과 통 견해에 대한 태도는 부분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 

해주지 못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가정환경이 원만한 학생일수 

록 이성교제와 결혼을 연계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결흔은 보통사람들이 결흔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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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단위: %, 명)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아니오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편 
보통 

나쁜 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편 

보통 

나쁜 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19.9 26.4 

잘 사는 편 11.5 31.1 
보통 8.6 30.5 
못사는편 7.3 27.3 

매우 못사는 편 7.9 25.5 
주 t p<O.1, * p<O.05, ** p<O.OI, *** p<0.001 

2 x 

11.0* 

계 (명) 

100.0 ( 973) 

100.0 (9，72이 

전혀 
찬성안함 

22.5 

19.3 

별로 
찬성안함 

42.7 
41.2 

대체로 
찬성함 

25.9 
30.3 

매우 
찬성함 

8.9 
9.2 

구분 

41.4*** 100.0 (3,675) 
100.0 (3,878) 
100.0 (1,962) 
100.0 ( 44끼 
100.0 ( 223) 

100.0 ( 37끼 

20.4 

17.1 
20.5 
19.9 
30.9 
24.9 

39.8 
42.6 
41.9 
43.6 
39.5 
39.0 

8 
0 
4 
4 
9 

pj 

쟁
 
죄
 % 

%
ω
 깅 
%
ω
 

11.0 
8.2 

7.1 
10.1 

6.7 

9.3 

115.6*** 100.0 (4,360) 

100.0 (4,296) 
100.0 (1,856) 
100.0 ( 214) 

100.0 ( 44) 

100.0 ( 335) 

20.3 

17.4 
20.9 

22.9 

31.8 
32.5 

4
“ ,
J 

2 
j 

oA 

5 

% 
”” 
”% 
따
 
있
 Xj 

29.0 
31.2 
30.0 
25.2 

25.0 
22.7 

11.3 
7.6 

6.9 
10.7 
11.4 
9.3 

101.9*** 100.0 ( 21이 

100.0 (1,536) 
100.0 (7,216) 

100.0 (1,651) 
100.0 ( 165) 

24.1 

20.2 

18.4 

23.6 
29.7 

29.6 
37.1 

42 .5 

41.8 
37.0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흔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표 3-16) 

(단위: %, 명) 

2 x 

68.9*** 

계 (명) 

100.0 (3,678) 

100.0 (3,878) 
100.0 (1,963) 
100.0 ( 44끼 

100.0 ( 223) 

100.0 ( 377) 

전혀 
찬성안함 

21.6 

18.0 
20.9 

17.7 
25.1 

23.6 

병로 

찬성안함 

42.2 
46.3 

45.4 

43.0 

39.5 
40.1 

대체로 
찬성함 

ι
ω
 
때
 m
ι
 

m 

낌
 때
 

구분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면 

좋은편 
보통 

나쁜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매우 
찬성함 

9.6 
6.6 
8.0 

9.4 
13.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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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가족적 특성은 이혼에 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3-17 참조). 구성원간의 관계가 나뿔수록 이혼에 대해 개방적이다. 부부 

갈등시 이혼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가족에서 자라는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자 

라는 청소년에 비해 이혼에 대해 개방적이다. 또한， 부모간의 관계가 나뿔수록， 

부모-학생간의 관계가 나뿔수록， 그리고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갈등시 

이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는 약화되고 있다 환언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 대 

부분은 이혼에 대해 반대하나，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할수록 부부 갈등시 

이혼에 관한 가치관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17)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01흔하는 게 ~Ic때|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명) 

구분 2 x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계 (명) 

부모 이혼 별거 상태 

예 
아니오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편 

보통 

나쁜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면 
보통 

나쁜편 
매우나쁜편 
모르겠음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편 
잘사는편 

보통 

못사는편 

매우못사는 편 

10.5 23 .5 
7.4 23.7 

2
’ 
;J

’ 

4
μ
 9
』
·
。a1. 

m 
갱
 
낀
 
%
ω
 깅 
낀
 

/n 

o
ι
 j 

j 

9 
5 

6 
5 
9 
n 
a 
9 

7.2 20.4 

6.8 25.5 
9.5 26.2 

13.6 30.0 
32.6 14.0 
11.7 24.3 

m 
m 

쩌
 자
씨
 
낌
 

3 
2 
4 
3 
-j 

ny 

7l 

’
l 

n? 

A
나
‘
 

37.7 
40.5 

28.4 100.0 ( 972) 
28 .4 100.0 (9,718) 

38.7 
43.6 
39.8 
34.2 
27.4 
39.0 

34.5 100.0 (3，67이 

26.0 100.0 (3,879) 
23.1 100.0 (1,961) 
25.9 100.0 ( 444) 

26.0 100.0 ( 223) 
24.4 100.0 ( 37끼 

12.9** 

258.6*** 

220.9*** 

95.4*** 

주: t p<O.1, * p<0.05, ** p<O.OI, *** p<O.ool 

37.8 
42.7 
41.9 
31.9 

30.2 

35.3 

34.5 100.0 (4,362) 
24.9 100.0 (4,293) 
22.4 100.0 (1,855) 
24.4 100.0 ( 213) 
23.3 100.0 ( 43) 
28.7 100.0 ( 334) 

30.2 
39.0 
41.3 

38.9 
32.1 

44.2 100.0 ( 215) 
34.2 100.0 (1,534) 
27.0 100.0 (7,217) 
26.3 100.0 (1,649) 
30.9 100.0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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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신의 결혼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 향후 결흔 의향 

초중고 학생에게 향후 결혼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 

우는 73.2%로 나타나며，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6.1%로 비교적 낮았대표 

3-18 참조). 결혼할 의향이 없는 비율은 남학생(4.2%)에 비해 여학생(8.2%)이 높 

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거의 80% 수 

준이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려는 의향은 대체적으로 6% 수준으로 학교급· 

학년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 <표 3-18)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향후 결흔 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결혼할 

모르겠음 계 (명) x2 
생각이 있음 생각이 없음 

전체 73.2 6.1 20.7 100.0 (11,222) 
성별 

남자 77.0 4.2 18.8 100.0 ( 5，8μ) 118.3*** 

여자 69.1 8.2 22.7 100.0 ( 5,369) 
학교구분 

초등학교 61.8 6.4 31.8 100.0 ( 1,893) 259.8*** 
중학교 72.0 5.8 22.1 100.0 ( 4,742) 
인문고 79.7 6.0 14.3 100.0 ( 3，62끼 

실업고 76.9 7.1 16.1 100.0 ( 959) 

주: t p<O.1, * p<0.05, ** p<O.OI, *** p<O.ool 

가족환경에 따른 향후 학생 본인의 향후 결혼의향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 

대표 3-19 참조:). 부모간의 관계가 나뿔수록 그리고 부모-학생간의 관계가 나 

뿔수록 결혼의향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에 결혼의향이 없는 학생 

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주관적 가구경제수준과 학생 

의 결혼의향은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결혼의향 없는 비율은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가족환경은 학생의 향후 결혼관에 보다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의 결흔· 출산· 성평등 가치관 실태 89 

〈표 3-19)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향후 결흔 의향: 
(단위: %, 명) 

구분 생각있음 생각없음 모르겠음 계 (명) x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여l 69.2 7.5 23.3 100.0 ( 972) 8.6* 
아니오 73.5 6.0 20.5 100.0 (9,713)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75.7 5.3 19.0 100.0 (3，67씨 74.0*** 
좋은편 74.6 5.6 19.9 100.0 (3,873) 

보통 69.2 8.0 22.8 100.0 (1,960) 

나쁜편 70.6 8.7 20.6 100.0 ( 446) 

매우나쁜편 63.7 9.9 26.5 100.0 ( 223) 

모르겠음 63.2 6.9 29.9 100.0 ( 378)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74.7 5.6 19.6 100.0 (4,362) 90.6*** 

좋은편 74.5 5.4 20.2 100.0 (4,286) 

보통 69.4 6.9 23.7 100.0 (1,854) 

나쁜편 74.3 13.1 12.6 100.0 ( 21씨 

매우나쁜편 63.6 18.2 18.2 100.0 ( 44) 

모르겠음 60.3 11.0 28.7 100.0 ( 335’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75 .3 7.0 17.7 100.0 (215) 69.0*** 

잘사는면 72.3 5.4 22.3 100.0 (1,536) 
보통 74.1 5.7 20.1 100.0 (7,213) 

못사는떤 73.4 8.2 18.4 100.0 (1，여8) 
매우못사는 떤 69.1 7.9 23.0 100.0 ( 165) 

모르겠음 60.4 6.3 33.3 100.0 ( 432) 
주: t p<O.1, * p<0.05, ** p<O.OI, *** p<0.001 

나. 배우자 조건 

초중고 학생들이 향후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 믿음·사랑 

(29.4%), 성격(18.1 %), 외모 및 신체조건(16.4%)， 경제력(소득， 재산)(12.2%)， 건강 

(1 1.4%), 직업 · 직위(3.4%)， 종교(3.4%)， 가정환경(2.3%)， 연령 (0.7%)， 학력 · 학벌 

(1.7%) 순으로 나타났다 조건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0.2% 이었다. 결 

혼조건에 대한 청소년과 미혼인 성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전체 미혼 

성인 중 32.1%는 배우자의 제조건으로 성격을 꼽았다{이삼식， 200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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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J 남녀학생별 배우자 조건(1 순위): 초(5-6학년).중·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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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별로는 배우자 선택의 조건은 전체 패턴과는 다소 달랐다{그림 3-5 참 

조). 남학생의 경우 배우자 조건으로 믿음·사랑(28.1 %), 외모· 신체조건(2 1.9%)， 

성격(17.8%)， 건강(13.4%)， 경제력(소득， 재산)(8.0%) 순으로 중요시 여기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믿음·사랑(30.9%)， 성격(18.4%)， 경제력(소득， 재산)(17.3%)， 외모· 

신체조건(9.7%)， 건강(9.1 %) 순으로 중요시 하였다 특히， 남학생은 배우자 선택 

의 조건으로서 외모 등 신체적 조건， 건강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며， 

여학생은 경제력， 직업·지위， 믿음·사랑， 성격 등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여학생의 이러한 생각은 성인이 되면 더욱 굳어질지 모른다. 미혼인 여성 

들은 배우자 조건으로 경제력을 제조건으로 뽑았디{이삼식， 2005이. 상급학교 

및 고학년일수록 배우자 선택조건으로 믿음·사랑， 성격， 경제력， 직업 등을 중 

요시 여기며， 건강， 외모·신체조건， 종교 둥은 덜 중요시 여기고 있다. 

〈표 3-20)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배우자 조건(1 순우1) 

(단위: %, 명) 

구분 
외모 건강 직업 소득 연령 학력 성격 믿음 종교 가정 기타 조건 

계 (명) 
신체 직위 재산 학별 사랑 환경 조건 없음 

부모간의 관계(x2=1195셨η 

매우좋은편 16.1 13.4 3.2 10.7 0.6 0.6 16.6 30.3 4.1 3.2 1.1 0.1 100.0 (3,249) 
좋은편 15.9 10.2 3.5 13.4 0.7 0.9 19.1 29.2 3.1 2.8 1.2 0.1 100.0 (3,181) 

보통 17.1 9.4 4.0 13.0 0.9 0.5 19.7 28.9 2.3 2.2 1.3 0.5 100.0 (1,283) 

나쁜편 16.9 8.1 1.3 13.1 1.3 1.3 20.6 29.4 5.6 1.9 0.6 100.0 ( 160) 
매우나쁜편 25.0 3.6 21.4 17.9 28.6 3.6 100.0 ( 28) 
모르겠음 21.8 8.9 3.5 14.9 0.5 17.8 22.8 3.5 2.5 3.0 1.0 100.0 ( 202) 

가구경제상태(x2 =151.뺨껴 
매우잘산편 27.8 16.7 3.7 11.7 0.6 1.9 14.8 19.8 0.6 2.5 100.0 ( 162) 
잘 사는 펀 18.8 13.4 4.2 8.5 0.8 0.7 15.6 29.7 2.5 4.2 1.4 100.0 (1， 1。이 

보통 15.9 11.1 3.4 12.2 0.7 0.7 18.6 30.0 3.4 2.6 1.2 0.2 100.0 (5 ，33까 

못 사는 편 13.4 10.1 2.9 16.0 0.7 0.4 19.8 28.6 4.2 2.4 1.2 0.2 100.0 (1,202) 
매우못산편 18.9 9.0 3.6 13.5 0.9 9.0 29.7 9.9 3.6 0.9 0.9 100.0 ( 111) 
모E겠음 20.7 13.8 2.7 10.3 1.9 1.1 15.7 25.3 3.8 3.4 0.8 0.4 100.0 ( 261)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부모의 이혼· 별거 여부에 따른 배우자조건의 차이는 무의미하였으나(p<0.05)， 

부모간 관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0 참조).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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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극히 적은 ‘아주 나쁜 편’을 제외하면， 배우자 선택조건 중 성격， 외모·신체조 

건， 소득·재샌경제력) 등의 비중은 부모간 관계가 나뿔수록 증가하는 반면， 믿음· 

사랑， 건강 동은 부모간 관계가 좋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부모간 

관계가 여타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거나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구의 경제수준이 좋다고 여기는 학생일수록 배우자 선택조건으로서 외모·신체조 

건과 건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가구경제수준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소득·재산， 성격， 종교 등 조건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6. 청소년 결흔가치관의 시사점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결혼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은 결혼에 대해 개방적인 면과 보수적인 변을 동 

시에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독신의 삶이 매력 있다면 결 

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또한 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하고 싶 

은 일이나 공부가 있으면 결혼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하지만 

결혼과 관련이 없는 성관계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대체로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갈등하는 부부들이 이혼을 선택하는데 찬 

성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미혼 성인남녀들과 비교에서 더 

욱뚜렷하다. 

둘째， 다양한 개인적 특징이 결혼에 대한 의견과 관련이 있었다. 그 중 결혼 

에 대해서 남녀 간 뚜렷한 차이를 별견할 수 있었다. 결혼에 대한 거의 전 문 

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예를 들면， 남자 청소년들은 결 

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도 강하다.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성차 

는 한국의 사회적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결혼은 여성에게 굴레가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취업 

을 희망하게 되면 그 굴레는 더욱 힘겨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들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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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과거처럼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연령에 대한 차이도 뚜렷하다.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 

록 결혼에 대해 현실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 

년이 올라감에 따라 적절한 혼인연령이 올라갔으며 결혼에서 직업이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갔으며 대신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셋째， 다양한 가족적 특징에 의해 결혼에 대한 의견이 달라졌다. 가족적 특 

징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는 가족 구성원 간 관계였다. 부모간의 관계， 학 

생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생각은 달렸다. 대체적으로 가구원간 

관계가 좋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결혼에서 가족을 소중 

하게 생각했다. 반면 구성원간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결혼에 대해 개방적인 태 

도를 갖게 된다 부모 간 관계가 매우 나쁜 학생은 이혼을 가능한 선택으로 선 

택하는 경향이 크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혼에 대해 청소년들은 많이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과 고등학생은 그러한 경향이 매우 크다. 그리고 청소년들 

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자신의 가족 관계가 큰 영향을 갖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사고에 조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교과서 내용을 시대에 맞게 손질하는 일이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교과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5a).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 

에서는 여전히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살림만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여기저 

기에도 발견되고 있다. 교과서에 게재된 삽화에서 어머니는 바느질이나 뜨개질 

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반면 아버지는 모녀가 설거지를 하고 상 치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중1 기술가정)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서술도 있다. 중2 사회교과서(교학씨에서는 아들이 있는 직장여성을 예로 들어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 살림이 엉망이 되곤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가치관은 성별이나 연령 동 개인적 변수와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관계 등 가족적 특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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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변수에 따라 달라져야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 

은 대를 잇는데 가치관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해 여학생들은 자아실현을 중시하 

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데 비해 고등학생들은 이혼을 가 

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우 

선 학년별로 학생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과 및 교육 내용 

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저학년 학생에게 적절한 주제라면 이혼 등 새로운 가족에 대한 내용은 고학년 

학생에게 적당한 주제일 것이다. 또는 남학생들에게 집안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는 역시 고학년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고학년들이 맞벌이나 양육 등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뜨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나이에 맞는 가치관 형성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가능하면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 

결혼 등에 대한 기본적 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중학교 때는 여러 가 

지 현실에 노출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다양한 현실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화 될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는 이미 자녀들은 독립적인 사고 

를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 때문에 

결혼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녀에게 

다가가야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결혼관에 가정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 관계가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교 

육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에 심각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청 

소년은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서라도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캠페 

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양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 예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도울 수 있는 정책방 

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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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청소년의 자녀가치관 

1. 문제제기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가치관 변화를 

꼽는다. 우선 많은 성인들은 꼭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005년 실시된 

전국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35.0%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이었다 

(이삼식 외， 2005이 같은 조사에 대해 2뼈년 10.0%, 2003년에는 12.6%가 자녀 

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5년 사이에 그 비율이 3-4배가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가치에 대해서도 인식 변화가 있다. 기혼 여성들은 자녀 

의 의미를 ‘부모가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찬성 97.6%), ‘부부관계를 더 굳건 

하게 해 준다’(찬성 95.8%)는데 두었습니다. 자녀가 ‘노후의 경제적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혼여성은 20.3%에 불과했습니대이삼식 외， 2005c). 

그러면 과연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세대들은 어떤 자녀관을 갖고 있 

을 것인가. 이는 저출산현상에 대한 미래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자녀에 대한 가치 

관에 대해 연구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개인적·가족 

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춘다. 

2.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 중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27.0%, ‘자녀가 있는 것 

이 없는 것보다 낫다’ 48.2%로 총 75.2%가 긍정 적 인 태도를 보였대표 3-21 참 

조).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17.3%, 모르겠다는 판단유보는 7.5%를 각각 

차지하였다. 즉， 학생들 전체적으로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 

되어 있으나， 부정적인 태도도 20%에 육박하였다. r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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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태도는 미흔남성(20-44세) 61.1%, 미혼여성(20-44세) 53.8%, 기혼여성 

(20-44세) 63.4% 등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에 비해 

더 긍정적이나， 이들이 성장 및 사회화 과정에서 여러 여건들을 직면하게 되면 

서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감소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겠다. 

대부분의 개인적 특징에 따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달랐다. 지역별 

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높게 나타났다 자녀 

가 꼭 있어야 한다는 태도는 남학생 중 30.8%로 여학생의 23.0%에 비해 높은 

반면， 없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는 여학생의 경우 21.8%로 남학생의 13.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20-44세 미혼남녀간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태도의 비교에서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이 다소 낮았다 초중고 학 

생의 경우도 남학생(78.2%)에 비해 여학생(7 1.8%)이 자녀필요성에 대해 덜 긍정 

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 태도는 상급학교 및 고학년일수록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환 

언하면， 학생들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성장과정에서 부정적 방 

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3-21)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자녀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폭 있어야 함 없는 있것는보것다이 나음 음 없어도 상관없 모르겠음 계 (명) x 2 

전체 27.0 48.2 17.3 7.5 100.0 (11,230) 
지역 
대도시 26.8 48.0 18.2 7.0 100.0 ( 4,937) 17.8** 
중소도시 26.5 48 .5 17.1 7.9 100.0 ( 4,947) 
농촌 30.2 47.2 14.5 8.0 100.0 ( 1,356) 
성별 
남자 30.8 47.4 13.2 8.6 100.0 (5,852) 202.2*** 
여자 23.0 48.8 21.8 6.3 100.0 ( 5퍼8) 

학교구분 
&% 응~피 Jíl 29.8 45.9 11.5 12.8 100.0 (1,898) 244.4*** 
중학교 25.4 49.0 16.9 8.6 100.0 ( 4,752) 
~{t-Jl 26.1 49.2 20.8 3.9 100.0 ( 3,631) 
실업고 33.9 44.0 17.0 5.2 100.0 ( 960) 

주: t p<O.l, * p<0.05, ** p<O.OI, *** p<O.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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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에서 편부모가족(부 또는 모 사망의 경우) 학생들이 부모 모두가 

생존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낮았 

고，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태도는 다소 높았다 학생의 형제자매수와 부모 

이혼· 별거 여부가 자녀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O.0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하였다， 그러나 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 

계성은 학생과 부모간의 관계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구경제수준 

이 좋지 않을수록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감소하였다 

〈표 3-22)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없는 없어도 
모르겠음 계 (명) x2 

것보다나음 상관없음 
부모 생존 여부 
모두생존 27.1 48 .2 17.4 7.3 100.0 (10,754) 39.2*** 
부만생존 30.1 39.1 13.5 17.3 100.0 ( 133) 
모만생존 28.0 51.5 14.0 6.5 100.0 ( 293) 
모두사망 15.4 43.6 17.9 23 .1 100.0 ( 39)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31.7 45.8 15.2 7.2 100.0 ( 3，67끼 143.9*** 
좋은편 25 .4 51.7 16.6 6.3 100.0 ( 3,877) 
보통 23.7 47.9 20.3 8.1 100.0 ( 1 ，96끼 

나쁜편 26.8 46.5 19.5 7.2 100.0 ( 44끼 

매우나쁜편 25.9 37.1 29.0 8.0 100.0 ( 224) 
모르겠음 19.9 44.0 22.3 13.8 100.0 ( 37끼 

학생-부모간 관계 
매우좋은면 32.6 45.3 14.6 7.5 100.0 ( 4,365) 238.4*** 
좋은편 24.3 52.4 16.7 6.6 100.0 ( 4,294) 
보통 23 .1 46.2 22.3 8.4 100.0 ( 1,858) 
나쁜편 17.8 54.2 22.9 5.1 100.0 ( 214) 
매우나쁜편 29.5 29.5 40.9 100.0 ( 44) 
모르겠음 19.0 39.0 28.9 13.1 100.0 ( 33이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편 43.5 33.8 13.4 9.3 100.0 ( 21이 179.8*** 
잘사는편 30.5 45.6 16.9 7.0 100.0 ( 1,536) 
보통 26.7 49.2 17.1 7.0 100.0 ( 7,223) 
못사는편 24.4 50.2 19.0 6.5 100.0 ( 1,655) 
매우못사는편 34.5 38.8 20.6 6.1 100.0 ( 1 6.잉 

모E겠음 21.7 42.6 14.7 21.0 100.0 ( 434)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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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가치(효용성)에 관한 태도 

가. 개인적 특성별 태도 

〈표 3깅3>에는 자녀가치(효용성)별 응답집단의 긍정적인 태도(찬성+매우찬성) 

를 제시하였다. ‘자녀를 가지는 것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92.0%)， ‘자녀 교육을 완수'(84.9%)， ‘노후 정서적 의존'(78.3%)， ‘부부관계 공 

고화’(75.4%)， ‘노후 경제적 의존'(63.6%)， ‘자녀양육보다 부모생활 더 중 

요'(60.0%)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경향이 우세하였다. 반면，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25.9%)， ‘자녀를 낳아야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음’(30.2%)， ‘자 

녀를 통한 부모 꿈의 실현'(40.2%)， ‘가문계승에 필요’μ9.7%) 등의 순으로 부정 

적인 경향이 우세하였다. 

〈표 3-23) 자녀가치에 관한 학생의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단위: %) 

구분 초등 중학 고동 미혼남성 미혼여성 기혼여성 
CD 부모로 가치 91.6 91.4 92.8 95.0 92.5 97.6 
@ 사회적 인정 47.2 29.3 24.1 
@ 부부관계공고 79.8 76.4 η 6 93.8 90.7 95.8 
@ 정서적 노후의존 83 .3 76.9 끼.9 80.6 79.2 78.9 
@ 경제적 노후의존 76.5 64.0 57.7 43.9 43.2 21.3 

@ 부모꿈 실현 57.1 42.9 30.4 

@ 가문계숭 65.0 52.8 때1.1 48 .5 29.9 27.2 
@ 사회적 의무 63.8 54.5 46.8 때.7 35.5 37.9 
@ 부모생활더중요 47.4 55.4 70.0 
@ 자녀교육완수의무 87 .3 84.0 84.5 

주: φ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7t:치 있는 일이다@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J.Jl-'l가 있으면 부부관계} 더욱 좋아 죠파 @J.)녀가 있는 사렴들은 노년에 델 외롭다 
@J.때} 있으면 늙어세노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 @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꺼배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 

자녀 관련 가치관을 생애경로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조사 

의 대상인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태도와 함께 r2005년 전국 결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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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동향조사」 결과 중 성인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의 태도를 시간흐름의 연속선 

상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그림 3-6 참조:). 

[그림 3-6J 생애경로별 자녀가치관 변화: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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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녀를 가지는 것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집단에서 90% 이상으로 o}주 높았다 그 차이는 미세할 

지라도 인생경로 이행에 따라 더 강화되었다. 부부관계 공고화에 자녀의 가치 

를 두는 태도는 초등학생 79.8%, 중학생 76.4%, 고등학생 72.6%, 미혼남녀 

(20-44세)와 기혼여성(20-44세)의 경우 90% 이상으로 높았다. 동 자녀가치를 학 

령아동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의 가치를 노후 정서적 의존에서 찾은 태도는 전 

단계에서 80% 내외 수준으로 일정하게 나타나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반면， 자녀가치로 노후 경제적 의존대상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은 초등학생의 

경우 76.5%로 다소 높으나， 이후 생애경로에서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학령기에 점차 감소하여， 성인 

기(미혼남녀， 기혼여성)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강화되었대기혼여성 21.3%만 

찬성) 이러한 경향은 자녀 가치를 가문계승과 사회적 의무에 두는 견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가문계승의 수단으로서의 자녀 가치에 대한 태도도 생 

애경로 진행에 따라 급속하게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65.0%, 중 

학생의 52.8%가 찬성하였으나， 고등학생부터는 부정적 태도가 우세하여 기혼여 

성의 27.2%만이 찬성하고 있다. 

이외 2005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자녀가치를 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매개체로서 여기거나 부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는 

태도는 생애경로 단계의 진행에서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전 

자의 자녀가치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부터 부정적이었으며， 후자의 가치에 대해 

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무 

의식은 전 학령기에서 8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볼 때，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중 

요시 여기는 반면， 자녀의 수단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학생들은 노후 경제적 의존 대상으로서의 자녀가치도 중요시 여기 

는 경향이 나타났다.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점차 강화 

되는 반면， 도구적(수단적) 가치는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결흔· 출산· 성평등 가치관 실태 101 

[그림 3-7J 자녀가치에 관한 남녀비교: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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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가치별 남녀 비교를 실시하였다(그림 3-7 참조). 초등학생의 경우 정 

도 차이가 있으나， 자녀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대부분 여학생에 비해 남 

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녀의 가치를 노후 정서적 의존 

에 두는 정도는 여학생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모로서 자녀교육을 끝가 

지 책임져야한다는 태도도 여학생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 

도 모든 자녀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자녀 교육을 끝가지 완수해야한다는 책 

임성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노후 정서적 의존’의 자녀 가치를 제외하곤， 모든 가치관에서 여학생보다 남학 

생의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요컨대， 생애경로 이행단계에서 그 정도는 변화하고 있으나， 남녀간의 비교 

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 

인 태도를 지녔다. 다만， 모든 생애경로의 이행과정에서 여학생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노후의 정서적 의존과 관련하여 자 

녀 가치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가족적 특성별 태도 

부모되기의 가치에 관한 태도는 양부모가족의 학생에 비해 편부모가족의 학 

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대표 3-24 참조). 특히， 편모가족보다 편부가족 또 

는 부모가 없는 학생의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 부모간관계가 좋거나 나쁜 

학생은 부모 되기를 중시하는데 비해 관계가 보통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덜 중 

시한다 학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와 관계 

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쁜 학생들이 부모되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가구의 

경제적 사정이 좋을수록 부모 되기를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부모 모두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동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강하 

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 모두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동 견해에 대한 학 

생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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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찬 매성우함 찬 대성체로함 찬성 별로안함 찬성 전안혀함 계 (영) x2 

부모 생존 여부 

모두생존 46.3 45.9 6.7 1.1 100.0 (10,753) 19.4* 

부만생존 41.8 45.5 11.9 0.7 100.0 ( 13씨 

모만생존 47 .4 42.3 7.8 2.4 100.0 ( 293) 
모두사망 31.6 52.6 10.5 5.3 100.0 ( 38)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54.4 39.9 4.7 1.0 100.0 ( 3,677) 213.0*** 

좋은편 42.3 50.3 6.7 0.7 100.0 ( 3,881) 

보통 39.8 49.2 9.2 1.8 100.0 ( 1,964) 

나쁜편 43.8 46.5 7.6 2.0 100.0 ( 44끼 

매우나쁜편 49.5 39.2 9.0 2.3 100.0 ( 22기 

모르겠음 42 .5 44.6 11.3 1.6 100.0 ( 379) 

학생부모관계 

매우좋은편 55.6 38.9 4.6 0.9 100.0 ( 4,368) 428.3*** 

좋은편 42.6 50.1 6.5 0.8 100.0 ( 4,294) 

보통 35.4 52.4 10.6 1.6 100.0 ( 1,854) 

나쁜편 36.4 45.8 12.1 5.6 100.0 ( 214) 

매우나쁜편 42.2 33.3 15.6 8.9 100.0 ( 45) 

모르겠음 37.4 44.9 14.4 3.3 100.0 ( 334) 

부모 취업 여부 

모두일안항 46.3 45.9 6.7 1.1 100.0 ( 6,969) 17.5* 

부만일함 45.8 46.2 6.9 1.1 100.0 ( 3,388) 

모만일함 48.7 42.4 6.7 2.2 100.0 ( 507) 

모두 일을안함 46.5 41.0 10.0 2.6 100.0 ( 271) 
주: t p<O.l, * p<0.05, ** p<O.OI, *** p<O.OOI 

부부의 사회적 인정수단으로서 자녀 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형제자매수 

와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별로 p<O.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25 참조). 부모간의 좋은 관계 정도는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와 부 

적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사한 맥락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 

일수록 사회적 인정도구로서 자녀가치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공고화의 자녀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형제자매수， 부모취업상태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 p<O.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대표 3-26 

참조) 그러나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부모간 관계， 학생-부모간 관계)가 안 좋을 

수록 동 가치를 덜 수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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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 。로 인정받는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찬 배성nτO함- 찬 대성체로함 찬성 별로안함 찬성 전안혀함 계 (영) x 2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7.3 25.8 52.0 14.9 100.0 (3，67끼 92.1*** 

좋은편 4.1 24.3 58.2 13.4 100.0 (3，88이 

보통 4.5 23.9 54.0 17.5 100.0 (1,964) 

나쁜편 5.8 22.1 52.2 19.9 100.0 ( μ8) 

매우나쁜편 5.0 18.1 56.1 20.8 100.0 ( 221) 

모르겠음 6.1 25.9 49.2 18.8 100.0 ( 378) 
학생부모관계 

매우좋은편 7.0 27.2 50.5 15.3 100.0 (4，36끼 127.4*** 

좋은편 4.5 23.3 58.0 14.1 100.0 (4,294) 

보통 4.3 21.8 57.8 16.1 100.0 (1,855) 
나쁜편 4.6 20.4 49.5 25.5 100.0 ( 216) 

매우나쁜편 2.3 16.3 44.2 37.2 100.0 ( 43) 

모르겠음 6.9 25 .1 46.9 21.2 100.0 ( 33.잉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표 3-26) “자녀가 있。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찬 매성우합 찬 대성체로함 성 별로 성 전혀 
찬안함 찬안할 계 (명) x 2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27.4 53.2 16.2 3.2 100.0 (3,673) 271.1*** 
좋은편 16.7 58.9 21.7 2.7 100.0 (3,878) 
보통 16.0 53.4 25.3 5.2 100.0 (1,959) 
나쁜편 17.0 50.2 27.6 5.2 100.0 ( μ6) 
매우나쁜편 19.5 48.2 25.5 6.8 100.0 ( 22이 
모르겠음 17.2 52.4 24.1 6.3 100.0 ( 378) 
학생부모 관계 
매우좋은편 27.8 53.0 16.4 2.8 100.0 (4,364) 413.2*** 
좋은편 16.3 59.2 21 .5 3.1 100.0 (4,288) 
보통 13.9 52.4 28 .3 5.3 100.0 (1,852) 
나쁜편 12.2 47.9 30.5 9.4 100.0 ( 213) 
매우나쁜편 18.2 47‘7 20.5 13.6 100.0 ( 44) 
모E겠음 17.7 46.8 27.0 8.4 100.0 ( 333)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노후 정서적 및 경제적 의존 대상으로서 자녀의 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대표 3-27 참 
조.).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들 자녀의 가치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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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구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생활이 각박해질 경우， 학생들은 노 

후 대비 자녀의 정서적 및 경제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인정하려는 경향을 짐 

작할수 있다. 

〈표 3-27)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와 “자녀가 있。면 노후에 

경제적 。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x2 
찬성함 찬성함 창성안함 찬성안함 

노후 정서적 의존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좋은편 33.6 48 .2 14.3 3.9 100.0 (4,363) 239.2*** 
좋은편 23 .5 55.3 17.4 3.8 100.0 (4,294) 
보통 20.4 52.1 21.3 6.2 100.0 (1，85낀 

나쁜편 22.8 43.7 25.1 8.4 100.0 ( 215) 

매우나쁜편 27.3 47.7 15.9 9.1 100.0 ( 44) 
모르겠음 24.5 45.7 22.1 7.8 100.0 ( 33잉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 편 40.0 37.7 13.5 8.8 100.0 ( 215) 103.8*** 
잘사는편 30.9 49.7 15.7 3.7 100.0 (1,536) 
보통 26.6 52.8 16.6 4.0 100.0 (7，21끼 

못사는편 24.2 50.3 20.3 5.3 100.0 (1,654) 
매우 못사는 편 27.4 38.4 22.0 12.2 100.0 ( 164) 
모르겠음 26.4 48.8 18.5 6.3 100.0 ( 432) 
노후 경제적 의존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좋은편 19.1 48.1 26.6 6.1 100.0 (4,362) 201.5*** 
좋은편 11.9 51.0 31.5 5.6 100.0 (4,286) 
보통 12.1 46.7 32.5 8.7 100.0 (1 ，85지 

나쁜편 11.2 45.6 28.4 14.9 100.0 ( 21잉 
매우나쁜편 23.3 30.2 23.3 23.3 100.0 ( 43) 
모르겠음 11.9 43.3 33.7 11.0 100.0 ( 33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편 34.4 38.1 18.1 9.3 100.0 ( 215) 152.7*** 

잘사는면 18.0 50.6 25.0 6.3 100.0 (1,533) 
보통 13.9 49.3 30.8 6.0 100.0 (7，21이 

못사는편 13.1 46.9 31.3 8.7 100.0 (1,653) 
매우못사는편 15.3 42.9 25.2 16.6 100.0 ( 163) 
모르겠음 16.9 46.2 29.0 7.9 100.0 ( 431)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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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상의 실현수단으로서 자녀의 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 p<O.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 

여주지 못했다{표 3쟁 참조).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할생들이 동 가 

치를 더 부정하였다 또한，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부 

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였다 결국 구성원간의 관계나 가구의 경제수준이 좋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부모의 자아실현에 대한 자녀의 수단화나 그 가능성에 대 

해 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표 3-28> “X배를 통해 부모으|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핸때|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x2 

찬생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좋은편 15‘9 28 .1 35.5 20.5 100.0 (4,363) 163.3*** 

좋은편 9.6 29.0 때.3 21.1 100.0 (4,287) 

보통 8.4 27.0 40.0 24.6 100.0 (1,853) 

나쁜편 7.5 26.6 31.8 34.1 100.0 ( 21씨 

매우나쁜편 20.9 18.6 27.9 32.6 100.0 ( 43) 

모르겠음 10.5 25.7 34.1 29.6 100.0 ( 334)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31.0 25.0 28.2 15.7 100.0 ( 216) 172.7*** 

잘사는편 16.6 30.4 33.5 19.5 100.0 (1,534) 

보통 10.7 28.9 38.9 21.5 100.0 (7,214) 

못사는편 9.7 24.8 38.4 27.1 100.0 (1,651) 

매우못사는편 12.3 22.1 36.2 29.4 100.0 ( 163) 
모E겠음 13.4 28 .3 38.9 19.4 100.0 ( 434) 

t p<O.l, * p<O.05, ** p<O.OI, *** p<O.OOI 

가문계승의 매체로서 자녀의 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도 다른 자녀가치와 마 

찬가지로 가족적 특성 중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 p<O.05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했다{표 3-29 참조) 가족구성원간 

의 관계(부모간의 관계 및 학생부모간의 관계)나 주간적인 가구경제수준에 따른 

자녀의 가문계승 가치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구 

체적으로 부모간의 관계나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동 가치관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 



청소년의 결흔· 출산· 성평등 가치관 실태 107 

을수록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인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였다. 유사한 특정 

으로서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긍정적이 

었으나，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결국， 자녀의 가 

치로 가문계승의 전통적·수단적 가치는 학생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에 의해 부 

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전통적·수단 

적 가치관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특징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3-29)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X배를 두는 것은 S변하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영) x2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좋은편 18.0 35.5 32.9 13.5 100.0 (4,364) 196.2*** 

좋은편 9:7 38.1 37.5 14.7 100.0 (4,288) 

보통 10.4 35.7 36.3 17.7 100.0 (1，85씨 
나쁜편 8.4 35.8 31.6 24.7 l00.0( 215) 

매우나쁜편 9.3 27.9 39.5 23.3 100.0 ( 43) 
모르겠음 11.7 30.3 35.7 22.2 100.0 ( 333)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32.1 35.3 19.1 13.5 100.0 ( 21잉 199.9*** 

잘사는편 18.5 37.8 32.3 11.5 100.0 (1 ，53까 

보통 12.1 36.8 36.4 14.6 100.0 (7,211) 
못사는편 10.1 33.7 36.0 20.3 100.0 (1,654) 
매우 못사는 편 15.2 31.7 26.8 26.2 100.0 ( 164) 
모르겠음 14.1 38.0 34.3 13.6 100.0 ( 434) 

t p<O.1, * p<O.05, ** p<O.OI, *** p<O.OOI 

사회적 의무로서 자녀의 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도 다른 자녀 가치와 마찬 

가지로 가족적 특성 중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의 관계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상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30 참 

조). 반면，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동 가치관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가구경제수준과의 관 

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보통 이하일 경우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의 사회적 의무 의식이 성장과정에서 점차 약화되어 가 

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드러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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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x2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학생-부모 관계 

매우좋은편 16.5 때‘3 31.5 11.6 100.0 (4,365) 2fJ7 .2*** 

좋은편 10.0 42.8 35.8 11.4 100.0 (4，28끼 

보통 8.7 37.5 40.1 13.7 100.0 (1,854) 

나쁜편 9.3 32.7 36.0 22.0 100.0 ( 21씨 
매우나쁜편 9.3 27.9 27.9 34.9 100.0 ( 43) 
모르겠음 10.7 34.6 34.9 19.7 100.0 ( 335)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28.8 37.7 21.9 11.6 100.0 ( 21잉 11 1.9*** 
잘사는편 15.2 42.5 29.5 12.8 100.0 (1,536) 
보통 11.6 때.5 36.0 11.9 100.0 (7,214) 

못사는편 10.5 40.5 34.6 14.3 100.0 (1,655) 
매우못사는 편 14.1 37.4 29.4 19.0 100.0 ( 163) 

모르겠음 12.7 35.9 39.1 12.3 100.0 ( 432) 

주: t p<O.l, * p<0.05, ** p<O.OI, *** p<O.OO 

자녀양육보다 부모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형제자 

매수와 무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대p<O.05)(표 3-31 참조). 부모가 이혼· 별거 중 

인 학생의 긍정적 태도는 57.3%로 그렇지 않은 학생의 60.1%에 비해 다소 낮 

았다. 학생-부모관계가 원만할수록 자녀양육보다 부모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의 

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표 3-31) “X때으I~육도 중요등까|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of다’어|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x2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항 

부모 이혼 별거 상태 

예 14.2 43.1 35.1 7.6 100.0 ( 968) 9.9* 
아니오 13.2 46.9 34.3 5.6 100.0 (9,721) 

학생부모관계 
매우좋은편 14.0 43.7 35.1 7.2 100.0 (4,364) 102.1*** 

좋은편 12.3 49.4 34.6 3.7 100.0 (4,289) 
보통 13.2 48.7 31.9 6.2 100.0 (1,854) 
나쁜편 14.9 46.0 32.6 6.5 100.0 ( 21잉 
매우나쁜편 27.3 38.6 25.0 9.1 100.0 ( 44) 
모르겠음 18.0 39.6 32.4 9.9 100.0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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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을 끝까지 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와 무의미한 관계를 보였다{p<O.05)(표 3죄 참조). 부 

모간 관계 또는 학생-부모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또한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다소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환경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으로 학생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3-32)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쳐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x2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면 45.6 40.3 11.2 2.9 100.0 (3,675) 160.0*** 
좋은편 34.7 51.0 12.3 2.0 100.0 (3 ，88이 

보통 36.0 46.3 14.0 3.8 100.0 (1,965) 
나쁜편 때.8 때.6 15.0 3.6 100.0 ( 얘6) 

매우나쁜편 41.9 때.5 10.8 6.8 100.0 ( 222) 
모르겠음 36.2 44.4 16.4 2.9 100.0 ( 378) 
학생-부모 관계 
매우좋은편 46.3 때6 10.4 2.6 100.0 (4,368) 274.4*** 
좋은편 35.2 50.3 12.5 2.0 100.0 (4,293) 
보통 33.3 47.5 15.4 3.8 100.0 (1,854) 
나쁜편 37.4 38.8 14.5 9.3 100.0 ( 214) 
매우나쁜편 32.6 34.9 14.0 18.6 100.0 ( 43) 
모르겠음 35.8 41.2 17.3 5.7 100.0 ( 335)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떤 52.1 32.6 9.3 6.0 100.0 ( 215) 113.6*** 
잘사는편 45.2 40.9 10.9 3.1 100.0 (1，53끼 
보통 37.6 47.3 12.7 2.4 100.0 (7,219) 
못사는편 39.1 45.1 12.8 3.0 100.0 (1,655) 
매우못사는편 41.5 37.8 11.0 9.8 100.0 ( 164) 
모E겠음 43.3 38.5 12.7 5.5 100.0 ( 434) 

주: t p<O.l, * p<0.05, ** p<O.OI, *** p<O.OO 

4.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의향 

가. 향후 자녀 출산 의향 

초중고 학생 중 총 82.9%가 자녀를 가질 의향을 보였대표 3-33 참조) 반 

면， 학생의 7.8%는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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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선호하는 정도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며， 판단유보까지 감안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상당한 수준이다. 학생의 향후 자녀 출산의향은 

r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파악된 미혼남성(20-44세)의 93.1% 

(54.4% 반드시， 38.7% 가능하면)과 미혼여성(20-44세)의 88.7%(반드시 42.1%, 가 

능하면 46.6%)에 비해서도 낮다. 

초중고 학생의 향후 자녀 출산의향은 지역별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그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84.5%(반드시+가능하면 가지고 싶다)로 여학생의 81.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정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 

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그 차이는 미세하였다. 

〈표 3-33)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향후 자녀출산 의향 

(단위%， 명) 

반드시 가능하면 별로 전혀 
모르 

구분 가지고 가지고 안가지고 안가지고 
겠음 

계 (영) x2 

싶음 싶음 싶음 싶융 
전체 33.8 49.1 6.7 1.1 9.4 100.0 (11,232) 
성별 
남자 34.4 50.1 4.9 0.9 9.7 100.0 ( 5,855) 69.1*** 
여자 33.1 47.9 8.6 1.2 9.1 100.0 ( 5,378) 
학교구분 
i:τ %~피jïL 26.0 54.3 6.3 1.1 12.3 100.0 ( 1,898) 218.6*** 
중학교 31.1 50.6 6.1 1.0 11.3 100.0 ( 4,754) 
인문고 39.5 45.2 8.0 1.1 6.2 100.0 ( 3,631) 
실업고 41.0 45.7 5.6 1.1 6.6 100.0 ( %1) 

주: t p<O.1, * p<O.05, ** p<O.OI, *** p<O.OO 

가족 특성에 따라 학생의 자녀출산 의향은 달랐대표 3-34 참조) 부모의 생 

존여부별로 양부모가족 또는 편모가족에 비해 편부가족의 학생들이 자녀를 출 

산알 것이라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모의 이혼 별거가 청소년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이혼가족 청소년의 생활양태 

(모와 동거， 부와 동거 등)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가치관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 

한 반응할 것이다. 그 결과 이혼가족 청소년의 태도나 의식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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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자녀출산의향은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러한 경향성은 학생부모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 

다.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좋을 경우 학생의 자녀출산의향은 85.8%인 반면， 

좋지 않을 경우에는 75.3%, 매우 좋지 않을 경우에는 72.8%로 큰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의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은 향후 자녀출산 의향과 정(+)적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약하나마 가구경제수준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향후 자 

녀출산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요컨대， 가족구성원의 관계와 가구의 경제수준은 

학생의 향후 자녀 출산에 대한 사고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될 

수있겠다 

〈표 3-34)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향후 자녀출산 의향 
(단위%， 명) 

반드시 가능하면 별로 전혀 
모르 

구분 가지고 가지고 안가지고 안가지고 
겠음 

계 (명) x2 

싶음 싶음 싶음 싶음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39.5 46.3 5.6 0.6 8.0 100.0 (3，68이 177.5*** 

좋은편 31.8 51.9 6.4 0.9 9.0 100.0 (3，88이 

보통 29.7 49.0 9.1 1.8 10.4 100.0 (1,965) 

나쁜편 33.4 49.1 7.6 1.8 8.1 100.0 ( 얘6) 

매우나쁜편 35.4 42.6 9.4 0.9 11.7 100.0 ( 223) 

모르겠음 25.2 47.5 6.1 1.6 19.6 100.0 ( 37끼 

학생부모의 관계 

매우좋은편 39.3 46.5 5.5 0.8 8.0 100.0 (4,368) 275.3*** 

좋은편 32.6 51.1 6.4 0.7 9.3 100.0 (4，29잉 

보통 27.4 50.9 9.1 1.3 11.3 100.0 (1，85이 

나쁜편 30.2 45.1 11.6 4.7 8.4 100.0 ( 215) 

매우나쁜편 27.3 45.5 11.4 11.4 4.5 100.0 ( 44) 

모르겠음 21.5 47 .2 9‘6 3.3 18.5 100.0 ( 335)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45.1 37.7 4.7 1.4 11.2 100.0 ( 215) 130.6*** 

잘사는편 33.9 50.2 6.2 1.1 8.6 100.0 (1,538) 

보통 33.4 49.6 6.8 0.8 9.3 100.0 (7,225) 

못사는편 35.6 47.7 7.5 1.9 7.2 100.0 (1,653) 

매우못사는 편 37.0 45.5 6.7 1.8 9.1 100.0 ( 165) 

모르겠음 25.9 47.3 4.4 0.7 21.7 100.0 ( 433) 

주: t p<O.I, * P에 05, ** p<O.OI, *** p<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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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의 희망자녀수 

학생들이 향후 갖기를 희망하는 희망자녀수는 2자녀가 5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자녀 18.3%, 1자녀 9.4%, 무자녀 8.9% ， 4자녀 3.1%, 5자녀 이상 2.3% 

순으로 나타났디{표 3-35 참조) 이와 같은 선호 자녀수의 분포에 따라 학생들 

이 갖기를 희망하는 희망자녀수는 평균 2.04명으로 산출되었다. 

학생 특성별 희망자녀수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전체 패턴과 유사하였다. 구체 

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2자녀 출산의향이 보편적이며， 이에 따라 평균 희망자녀 

수도 2명 내외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특성에 따라 무자녀와 1자녀간의 희망 

수준이 역전되기도 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3자녀보다 1자녀 선호도가 높았다. 

따라서 학생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에 따른 희망자녀수 분포보다 평균 희망자녀 

수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1-2자녀 출산의향 비율 

이 낮은 반면， 3명 이상 출산의향 비율이 높았다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무자녀 선호도가 높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자녀 선호도보다도 높았다. 그러 

나 3자녀 선호도의 상승폭이 무자녀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결 

과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는 초등학교 5-6학년생의 경우 1.95명이며， 중학생 

2.02명， 인문계고등학생 2.09명， 실업계고등학생 2.17명 등으로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많았다 환언하면， 저학년일수록 소자녀관이 더 뚜렷하다 

〈표 3-35)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희망^f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I명 2명 3명 4명 5명+ 계 (영) 평균 

전체 8.9 9.4 57.9 18.3 3.1 2.3 100.0 (9，7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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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구분( x2=1l7.8***) 
3':τ c 응‘나 1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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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니lτ~.Jl 10.1 7.5 55.3 20.6 3.9 2.6 100.0 (3,285) 2.09 
실업고 7.5 8.0 56.5 19.0 5.8 3.1 100.0 (862) 2.17 

주: t p<O.1, * p<0.05, ** p<O.OI, *** p<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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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적 특성 중 부모의 생존여부와 이혼·별거 여부가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p<O.05 수준) 무의미하였다(표 3-36 참조). 학생-부모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2자녀 선호도가 낮은 반면， 무자녀 선호도가 높았다. 다 

른 희망자녀수의 선호도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평균 

희망자녀수는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적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생-부모간 관계가 매우 좋은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는 2.10명인 반면， 나쁜 

편인 경우우 1.89명이었다. 가구경제수준이 아주 좋은 편인 학생의 희망자녀수 

선호도는 3자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36) 학생의 가족적 특성 별 희망자녀수(출산의향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계 (명) 평균 

부모간의 관계( x 2=78.3***) 

매우좋은편 7.0 9.4 57.7 20.1 3.3 2.6 100.0 (3,259) 2.11 

좋은편 8.4 9.6 59.4 17.6 3.1 2.0 100.0 (3,376) 2.03 

보통 12.8 9.4 56.9 16.0 2.7 2.2 100.0 (1，68이 1.93 

나쁜편 10.9 7.5 56.0 19.2 2.8 3.6 100.0 ( 38이 2.06 

매우나쁜편 12.0 7.3 52.6 19.3 5.7 3.1 100.0 ( 192) 2.09 

모르겠음 10.4 9.7 60.1 15.5 2.9 1.4 100.0 ( 278) 1.95 

학생-부모 관계( x2=136.9***) 

매우좋은편 7.1 8.4 59.6 19.4 3.1 2.4 100.0 (3,860) 2.10 

좋은편 8.2 9.6 58.3 18.8 3.1 2.0 100.0 (3,738) 2.05 

보통 12.4 10.6 55.7 15.1 3.5 2.6 100.0 (1,561) 1.95 

나쁜편 18.2 8.9 49.0 17.2 3.1 3.6 100.0 ( 192) 1.89 

매우나쁜면 25.6 20.5 28.2 23.1 2.6 100.0 ( 39) 1.59 

모르겠음 17.3 11.7 50.0 15.7 2.0 3.2 100.0 ( 248) 1.82 

가구의 경제수준( x2 =83.0***) 
매우 잘사는 편 7.7 9.3 50.8 19.7 3.8 8.7 100.0 ( 183) 2.30 

잘사는편 8.2 10.6 58.5 18.2 2.4 2.1 100.0 (1,349) 2.02 

보통 8.8 9.5 58.9 17.8 3.0 2.1 100.0 (6，28이 2.03 

못사는편 10.6 7.3 55.3 20.4 3.8 2.5 100.0 (1,468) 2.07 

매우못사는편 9.7 12.4 44.1 22.8 6.2 4.8 100.0 ( 14잉 2.17 

모르겠음 7.3 9.9 58.9 16.9 4.0 3.0 100.0 ( 302) 2.09 

주: t p<O.1, * p<0.05, ** p<O.OI, *** p<O.OO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2자녀 선호도보다 3자녀 선호도가 높아 평균희망자 

녀수는 다소 많았다. 결과적으로 가구경제수준과 청소년의 평균희망자녀수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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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실제 소득계층간의 출산력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이삼식 외(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출산율 수준은 저소 

득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고， 중산층의 경우 가장 낮다는 연구결 

과를제시한바 있다. 

r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로서 미흔남녀(20-44세) 및 기혼 

여성(20-44세)의 희망자녀수와 학생의 희망자녀수를 비교하면， 생애경로 이행단 

계에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대그림 3-8 참조). 우선 초등 

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무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다른 단계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그 결과 평균희망자녀수도 초등학생의 경우 1.95명으로 가장 낮고， 중학 

생의 경우 2.02명으로 다음으로 낮았다 아무래도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의 연 

령기로 최근의 저출산현상의 영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림 3-8J 생애경로 단계별 희망자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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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생애경로단계인 고등학생의 경우 3자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평균희망자녀수도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저출산현상에 대한 심리 

적인 반등일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희망일 수 

도 있다. 이후 생애경로 단계에서 희망자녀수는 무자녀나 3자녀 이상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2자녀와 1자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성장과정의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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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많거나 적은 자녀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 결혼을 앞둔 성인 미혼남 

녀(20-44세)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1자녀 또는 2자녀를 보다 희망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띠0-44세)은 실제 결혼생활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2자녀를 집중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어린 시기에 형성된 다자녀관은 생애경 

로 이행과정에서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9J 생애경로 단계별 평균 희망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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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미혼남성 미혼여성 기흔여성 

다. 청소년의 자녀출산 희망 및 불원 이유 

1 ) 향후 자녀출산 희망 이유 

초중고 학생들이 향후 자녀를 두고자 하는 이유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 비율이 63.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표 3-37 참조). 

다음으로 가문계승 10.2%,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노후 정서적 의지) 5.9%, 

부부관계 공고화 5.1%이다. 정서적 이유(보람 또는 가치， 노후 정서적 의존， 부 

부관계 공공， 부모 만족)가 7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단적 이유(가문계승， 

노후 경제적 의존)는 13.0%에 불과하였다. 앞서 자녀가치관련 태도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학생들도 수단적인 이유보다 정서적인 이유에 의해 자녀를 가지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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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높았다. 

남학생의 경우 가문계승과 부부관계 공고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로서 삶의 보람·가치， 노후 정서적 의지， 노후 경제적 

의지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자녀출산의 

향 이유로서 삶의 가치·보람， 부부관계 공고， 노후 정서적 의지 등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가문계승과 노후 경제적 의지 등의 비율은 상대적 

으로 낮았다. 요컨대， 성장과정에서 자녀출산의향 이유로서 자녀의 정서적 가치 

를 더 중요시여기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여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강하 

다고하겠다. 

〈표 3-37)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향후 자녀출산 희망 이유 
(단위: %, 명) 

@ @ @ @ @ @ @ 

구분 
가문 노후 노후 T 님!f- 보람 결혼후 부모 기타 모르 계 (영) 

x2 
계승 정서적 경제적 관계 가치 당연 만족 겠음 

의지 의지 공고 

전체 10.2 5.9 2.8 5.1 63.9 3.0 2.2 3.5 3.4 100.0 (9,246) 
서。벼E 

남자 16.7 4.7 2.7 6.3 58.2 2.9 2.6 3.1 2.8 100.0 (4,914) 572.7*** 
여자 2.8 7.2 2.9 3.7 70.4 3.1 1.8 4.0 4.2 100.0 (4,328) 
학교구분 

초등학교 18.2 4.6 3.3 4.2 55.8 1.6 5.9 2.3 4.2 100.0 (1,514) 372.4*** 
중학교 10.5 5.0 2.9 5.4 64.3 3.2 2.1 3.2 3.5 100.0 (3,855) 
인문고 5.8 7.5 2.5 4.8 68.4 3.2 0.8 4.2 2.9 100.0 (3,051) 
실업고) 10.1 6.3 2.7 6.4 60.2 4.1 1.6 4.8 3.9 100.0 ( 829) 

주: 1) Q) 대를 이어야 하니까，~ 늙어서(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이니까 @,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 
자 보람이니까，@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니까 @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2) t p<O.1, * p<0.05, ** p<O.OI, *** p<O.oo 

2) 향후 자녀출산 불원 이유 

초·중 고 학생들이 향후 자녀출산을 희망하지 않은 이유는 ‘내 일에 전념’ 

33.2%,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 24.9%,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 8.1%, ‘자녀 

가 힘든 공부를 해야 하므로’ 4.0%, 부모부양 곤란 2.5%, ‘자녀 왕따·체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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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2.2% 순으로 나타났다{표 3-38 참조). 자녀 불원 이유 중 ‘내 일에 전념’과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는 개인주의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양육비용 부담， 자녀의 힘든 공부 우려， 자녀의 왕따·체벌 우려， 부모 부양문제 

등은 가족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 이유들이 

41.3%를 차지하는데 비해， 가족주의적 이유는 33.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러한 경향성은 대체적으로 학생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별로도 유사하였다 

지역별로 학생의 자녀불원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O.05 수준)하지 않았 

다. 성별 자녀불원이유로는 여학생의 경우 내 일에의 전념하고자와 자녀의 왕 

따(체벌) 우려만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 다른 이유들은 그 반 

대로 나타났다. 내 일에 전념하고자 이유의 비중은 여학생의 경우 때.4%로 남 

학생 21.2%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학생의 자녀불 

원이유 중 양육·교육비 부담，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내 일에의 전념과 자녀의 공부 힘옮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38)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자녀출산 불원 이유 
(단위%， 명) 

구분 i 양비g당욕푸육 부부 

갤월 자공힘녀부둠 자짧녀 부부곤모양란 기타 모르 계 (명) x2 
겠음 

전체 24.9 8.1 33.2 4.0 2.2 2.5 10.1 15.0 100.0 (72이 

성별 

남자 31.9 8.8 21.2 4.4 1.5 5.5 7.3 19.4 100.0 (273) 53.7*** 

여자 21.0 7.9 40.4 3.3 2.9 0.7 11.5 12.4 100.0 (453) 

학교구분 

초동학교 16.3 2.9 34.6 2.9 5.8 1.9 9.6 26.0 100.0 (104) 55.2*** 

중학교 23.8 5.7 33.8 2.8 1.8 4.3 9.6 18.1 100.0 (281) 

인문고 29.3 12.1 33.1 4.5 1.4 1.4 9.7 8.6 100.0 (290) 

실업고 24.1 9.3 27.8 7.4 3.7 16.7 11.1 100.0 ( 54) 

주: 1) G)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드니까 
@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별) 당할까 염려 되어 
@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2) t p<O.1, * p<0.05, ** p<O.OI, *** p<O.o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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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의 자녀가치관의 시사점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자녀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자녀를 갖는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었다.90% 정도의 청소년들이 부모가 

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녀는 2명 정도 갖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3명을 선호하는 청소년도 많았다. 마지막으 

로 반 이상의 청소년이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 때문에 부모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한 자녀들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놓고 볼 때 청소년들의 출산행위는 현재 20대 30대의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출산율은 큰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준 

비 중인 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 

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큰 변화가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야지 안 

심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도 나중에 자신의 희망자녀수에 근접하는 수의 아 

이를 가지려고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중 주목을 끄는 결과는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자녀를 갖는 것 

이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자녀 

에 대해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출산 장려책을 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호주는 2년 전 피터 

코스텔 재무장관이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를 강조하며 자녀 한 명은 부인을 위해， 

다른 한 명은 남편을 위해， 또 한 명은 국가를 위해 낳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 

결과 2005년 신생아 수가 1992년 이후 최고 수준인 26만1400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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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청소년의 성역할과 성평등 가치관 

1. 문제제기 

출산력 저하로 대표되는 인구학적 변화는 단순히 인구학적 위기를 넘어 한 

국사회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출산력의 문제는 미시적인 측면에 

서 보면 개인의 합리적 행위와 관련된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거시적 차원에 

서 이해한다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 

렵다. 최근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변한 한 

국사회서 출산력의 저하는 단순히 출산장려정책으로 대표되는 몇 개의 정책들 

만을 통해서 완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산업화된 복지국가들에서 출산력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일과 가족생 

활의 양립， 성평등 가치관， 빈곤율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디{Sleebos， 2003). 출산력과 관련된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현상적 대응 

만을 양산하고 있다. 여성주의 학자들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출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출산율 저하라는 현상에만 집착할 뿐 문제의 본 

질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 

미， 2005). 지난 2003년에 법제화된 건강가정기본법(현재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서 논의 중이다) 제8조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현재의 출산력 저하는 출산력 저하라는 

인구학적 변화 자체가 문제아니라 출산력 저하 현상은 전통적 젠더역할에 기반 

한 국가와 가족， 시장과 가족 국가와 시장의 사회구조에 기반 한다 그러므로 

대안은 전통적 젠더역할에 근거한 한국사회를 보다 더 성 평등한 사회로 전환 

하는 지향 속에서 찾아야한다 특히 당ping-Andersen(2oo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가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재편의 핵심적 요인이 

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변 성 평등한 사회의 실현은 한국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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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이루어야할 당위적 과제인 것이다. 일본이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증대시키 

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전개했음(장혜경·이미정·김경미 김영란. 2뼈)에도 불 

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일본사회가 여전히 전통적 

성별분엽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 

구학적 분석에서 만혼 및 미혼인구의 증가를 출산력 감소의 중요한 인구학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한국이나 일본만이 직면한 문제 

가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임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왜 한국사회가 합계출산율 1.08이라는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천착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OECD 14개국의 출산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성 평등 가치관이 출산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윤홍식 · 김수정 · 김은지， 2005) 

그러나 문제는 젠더역할로 지칭된 가치관은 단기적 정책대응을 통해서는 변 

화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한다면 미래 한 

국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들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장기적으로 한국사회가 어 

떠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 

은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개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 

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가치관이라는 것이 반 

드시 실제 행동과 연관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치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행동을 예단하는 것은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실 

제행위가 (외생적으로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떠나)개인의 내생적 변수인 가치관 

과의 관련되어 결정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pollak and Wa뼈ns， 1993) 

구체적 분석내용에 들어가지 전에 남녀역할과 성평등과 관련된 청소년의 태 

도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 이유는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 

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에 기반한 (또는 성별분업에 근거한) 사 

회구조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점증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로 인해 가구는 남성생계부양자가구에서 이인 생계부양자가구로 전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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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반해 현재의 사회구조는 여전히 성별역할 분업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성별 

분업 해체를 통한 보편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체계의 확립이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과제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기반이 되는 성별분업 

과 성평등 가치관에 대한 분석은 변화와 전환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 

제인 것이다. 더 나아가 남녀역할과 성평등 가치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 

되지 않을 때 저출산， 불평등， 빈곤 동의 한국 사회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 

려를 인식한다면 남녀역할과 성평등과 관련된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분석은 매 

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는 것이다 

2. 부부간 역할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 

부부간 7싸분담(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학생 중 부부가 공동으로 개}를 돌보아야 한다는 태도는 78.9%로 높으나， 

19.8%(전적으로 2.6%, 대체적 17.2%)은 부인이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대표 

3-39 참조). 남편이 해야 한다는 태도는 1.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 

재 학생들 사이에서도 성 고정적 또는 양성 불평동적 역할관이 지배적임을 보 

여주고 있다고하겠다. 

학생의 성 고정적 역할관은 지역간 유의미(p<O.05 수준)한 차이가 없었다 여 

학생 중 부인일 까}를 도맡아 해야 한다는 태도는 1 1.3%인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에는 27.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급별로 부부간 개}분담에 관한 태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학년별 차이의 유의미성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개}분담에 관한 남녀학생간의 태도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른 차이는 적은 그만큼 학 

생들 사이에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가치관은 가족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는 학생의 가족환경과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간의 관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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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표 3-40 참조) 부모간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 비해 좋지 않을수록 가사 

의 여성 고정적 역할관을 가진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간의 

불화가 7μ}분담의 적절치 못한 결과로 여김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겠다 

〈표 3-39)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대체로 부부가 대체로 전적으로 

계 (명) x2 
부인 부인 함께 해야 남편 남편 

전체 2.6 17.2 78.9 1.0 0.3 100.0 (11 ，22끼 

성별 456.4*** 

남자 3.8 23.7 71.2 1.1 0.3 100.0 ( 5 ，85이 

여자 1.2 10.2 87.2 0.9 0.4 100.0 ( 5，37이 

학년구분 

초 5학년 3.9 16.1 78.1 1.5 0.4 100.0 ( 1,019) 45.0* 
초 6학년 3.0 17.8 78.4 0.7 0.1 100.0 ( 881) 
중 1학년 3.7 17.2 77.4 1.0 0.6 100.0 ( 1,552) 
중 2학년 2.1 16.4 80.5 0.7 0.3 100.0 ( 1 ，60끼 

중 3학년 2.2 16.8 79.9 0.7 0.4 100.0 ( 1 ，58끼 

고 1학년 1.5 17.3 80.0 0.8 0.4 100.0 ( 1,562) 
고 2학년 2.6 17.5 78.6 1.0 0.3 100.0 ( 1,598) 
고 3학년 2.3 18.7 77 .3 1.4 0.3 100.0 ( 1,432) 

주: t p<O.I, * p<0.05, ** p<O.OI, *** p<O.OOI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의 여성 고정적 역할관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부만 일하는 경우 25.1%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부모를 가진 학생의 

17.6%, 모만 일하는 학생의 15.5%,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은 학생의 15.9% 등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구의 경제 

수준별로 7씨에 대한 여성의 성 고정적 역할관을 보면， 잘사는 또는 못사는 

편이라는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는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요컨대， 실 

질적인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는 가사분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생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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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학생으| 기족적 특성별 부부간 가λ}분묘뻐l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대체로 부부가 대체로 전적으로 

계 (명) x2 
부인 부인 함께 해야 남편 남편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2.7 18.2 78.0 0.8 0.3 100.0 ( 3,679) 62.6*** 
좋은편 2.2 19.0 78.0 0.6 0.2 100.0 ( 3,878) 
보통 2.7 15.1 80.3 1.5 0.5 100.0 ( 1,966) 
나쁜편 3.4 13.3 81.5 0.9 0.9 100.0 ( 얘4) 

매우나쁜편 5.4 9.0 83.0 2.2 0.4 100.0 ( 223) 
모르겠음 2.4 16.4 79.3 1.6 0.3 100.0 ( 37까 

부모 취업 여부 

모두 일을안함 2.4 15.2 80.9 1.1 0.4 100.0 ( 6,971) 102.0*** 

부만일함 2.8 22.3 73.8 0.7 0.3 100.0 ( 3,386) 
모만일함 3.4 12.1 83.2 1.2 0.2 100.0 ( 505) 

모두 일을안함 3.3 12.6 82.2 1.5 0.4 100.0 ( 270)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편 6.5 19.1 71.6 2.3 0.5 100.0 ( 215) 71.1*** 

잘사는편 2.9 20.8 75 .5 0.5 0.3 100.0 ( 1,536) 
보통 2.3 17.1 79.5 0.9 0.3 100.0 ( 7,222) 
못사는편 2.6 14.4 80.9 1.6 0.5 100.0 ( 1,652) 
매우못사는편 4.9 16.5 75.0 3.0 0.6 100.0 ( 164) 
모르겠음 3.9 17.1 77.8 0.9 0.2 100.0 ( 433) 

주: t p<O.l, * p<0.05, ** p<O.OI, *** p<O.OO1. 

나. 부부간 육아분담에 관한 태도 

부부간 육애자녀 돌보기)분담에 관해 학생의 태도를 살펴보면(표 3-41 참조)， 

부부가 공동으로 담당 84.9%, 부인이 전적으로 담당 2.3%, 부인인 대체적으로 

담당 11.9% 등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육아를 도맡아야 한다는 태도는 총 14.2% 

인 반면， 남편이 도맡아야 한다는 태도는 0.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응답패턴 

은 다소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별로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차이는 크지 않으나，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부인의 육아전담’ 태도 

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성장과정에서 성 고정적 역할에 대응하는 교육 등을 

받아왔으면서도，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육 

효과의 미홉에 기인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 내재된 남성중 

심의 가부장적 문화(특히 가족환경 등)의 영향 때문으로도 유추해볼 수 있다. 



124 

〈표 3-41)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부부간 자녀 돌보기 분담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대체로 부부가 대체로 전적으로 

계 (명) x2 
부인 부인 함께해야 남편 남편 

전체 2.3 11.9 84.9 0.7 0.2 100.0 (11,239) 
성별 

남자 3.6 15.4 80.0 0.7 0.2 100.0 (5,852) 258.1*** 
여자 0.8 8.1 90.2 0.7 0.2 100.0 ( 5,376) 
학교구분 
초둥학교 3.2 10.6 85.2 0.9 0.2 100.0 ( 1，뼈) 27.2** 
중학교 2.4 11.9 84.7 0.7 0.3 100.0 ( 4，74끼 

고등학교1인문겨O 1.5 12.5 85.3 0.5 0.2 100.0 ( 3，63이 

고등학파실업계) 2.6 12.7 83.7 0.7 0.3 100.0 ( 961) 

주: t p<O.1, * p<O.05, ** p<O.이， *** p<O.OOI 

학생의 가족환경에 따라 부부간 육아분담관련 태도는 p<O.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대표 3-42 참조). 그러한 가족환경들로는 부모간의 

관계，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 

으로 부모의 이혼·별거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부 

모 이혼 후 학생의 생활양태(모와 동거， 부와 동거 등)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부 

부간의 일에 대한 심리적 반응도 다양할 것이다. 이는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학 

생 태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과 연계해도 짐작할 수 있다 

부모간의 관계가 아주 좋거나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그 영향으로(또는 심리 

적 반작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이거나 모만 일하는 학생의 경우 육아를 부부가 공 

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 특히，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육아분담에 관한 학생의 태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설 

명할수 있겠다. 

아주 잘사는 편이거나 못사는 편이라고 느끼는 학생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 

인의 전담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으며， 반면 보통 수준으로 느끼는 학생 

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맡겨야 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예 

측컨대， 아주 잘사는 가정에서는 가정부 등 보조인력 동원이 가능함으로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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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가 취업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육아에 대한 부부간 공동분담에 관 

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적정한 수준의 중산층을 이루고 사는 경우 

특히， 젊은 맞벌이부모일 가능성이 높아 육아의 부부간 공동분담 태도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육아관련 태도는 학교교육뿐만 아 

니라 가족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표 3-42)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부부간 자녀 돌보기 분담에 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전적으로 대체로 부부가 대체로 전적으로 

계 (명) x2 

보인 포인 합께 남펴 남편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2.2 11.0 86.0 0.6 0.2 100.0 (3,678) 39.3** 
좋은편 2.0 12.7 84.5 0.6 0.2 100.0 (3,879) 
보통 2.1 12.8 83.8 0.8 0.4 100.0 (1，96이 

나쁜편 3.8 9.9 85.9 0.4 100.0 ( 446) 
매우나쁜편 2.7 9.9 85.7 1.8 100.0 ( 223) 
모르겠음 3.5 13.6 80.7 1.6 0.5 100.0 ( 374) 
부모 취업 여부 
모두 일을 안함 2.1 10.7 86.3 0.7 0.2 100.0 (6，97이 44.9*** 
부만일함 2.7 14.4 82.0 0.6 0.3 100.0 (3,388) 
모만일함 2.2 10.1 86.3 1.0 0.4 100.0 ( 505) 
모두 일을 안함 0.7 15.6 82.2 1.1 0.4 100.0 ( 270)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떤 6.0 11.1 81.0 1.4 0.5 100.0 ( 21이 40.0** 
잘사는편 2.8 12.9 83.5 0.7 0.1 100.0 (1，53이 
보통 1.9 11.9 85.3 0.7 0.2 100.0 (7,223) 
못사는면 2.3 11.6 85.2 0.6 0.3 100.0 (1,654) 
매우못사는편 2.5 12.9 82.8 1.8 100.0 ( 163) 
모E갱읍 4.4 10.9 84.1 0.2 0.5 100.0 ( 433) 

주 t p<O.1, * p<0.05, ** p<O.OI, *** p<O.oo1. 

다.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일반적인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로 부부공동 결정 

85.0%, 남편 전적 결정 9.0%, 남편 대체적 결정 2.1%로 나타났다{표 3-43 참조). 

의사결정에 있어서 성평등적 부부관이 지배적이나， 학생 중 1 1.1%는 가부장적 

인 태도가 강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농촌 보다 도시(중소도시， 대도시 순)의 학생들 사이에서 남성에 

의한 의사결정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농촌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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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이 모두 일하면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농촌사회에서 부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적 반동 

의 효과로도 볼 수 있겠다. 남편의 의한 의사결정 태도의 비중은 여학생의 경 

우 6.2%인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에는 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급 

학교·고학년일수록 부부간의 공동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남편의 의사결정 태도는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3-43)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전적으로 대체로 부부가 대체로 전적으로 

계 (명) x2 
부인 부인 함께 남편 남편 

전체 1.2 2.5 85.0 9.0 2.1 100.0 (11 ，23기 

지역 

대도시 1.0 2.7 85.7 8.9 1.7 100.0 (4,936) 17.2* 
중소도시 1.4 2.3 84.5 9.3 2.4 100.0 ( 4,947) 
농촌 1.8 2.9 84.3 8.5 2.5 100.0 ( 1,360) 
성별 

남자 1.5 3.0 79.7 12.5 3.3 100.0 (5,854) 289.9*** 
여자 1.0 2.0 90.8 5.3 0.9 100.0 ( 5,378) 
학교구분 

초등학교 1.4 2.2 78.7 12.7 5.1 100.0 (1,900) 178.8*** 
중학교 1.1 2.7 84.9 9.2 2.1 100.0 ( 4，75이 

고둥학파인문겨U 1.2 2.3 88.9 6.9 0.8 100.0 ( 3,629) 
고등학괴실업겨O 1.7 3.4 83.6 9.6 1.8 100.0 ( 961) 

주: t p<O.1, * p<0.05, ** p<O.01, *** p<O.oo1.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학생의 태도가 가족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 

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대표 3-44 참조) 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부 

부간 공동결정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남편에 의한 결정 태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무의미 

하였다. 이는 맞벌이부모와 외벌이부모를 둔 학생간의 태도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가구경제수준이 잘 사는 편일수록 부부공동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낮고 대신 남편에 의한 의사결정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유층에 

서 부부간 의사결정이 남편이 주도하는 경향성의 존재를 의심케 해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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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대체로 부부가 대체로 전적으로 

계 (명) x2 
부인 부인 함께 남편 남편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1.3 2.1 85.4 9.1 2.1 100.0 (3,679) 39.3** 

좋은편 0.7 2.8 85.3 9.2 2.0 100.0 (3，88이 

보통 1.7 2.1 85.3 8.9 2.1 100.0 (1，%끼 
나쁜편 2.9 3.1 82.6 8.7 2.7 100.0 ( 448) 

매우나쁜편 2.2 2.2 82.1 9.9 3.6 100.0 ( 223) 

모르겠음 1.6 4.2 83.8 8.5 1.9 100.0 ( 37끼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4.2 4.2 75.9 10.2 5.6 100.0 ( 21이 87.0*** 
잘사는편 1.0 3.1 80.8 11.9 3.3 100.0 (1,536) 

보통 1.1 2.2 86.2 8.6 1.9 100.0 (7,223) 

못사는편 1.7 3.3 85.3 8.4 1.4 100.0 (1,656) 

매우못사는 편 2.4 1.8 82.4 9.7 3.6 100.0 ( 165) 

모르겠음 1.8 2.8 84.3 8.3 2.8 100.0 ( 433) 
주: t p<O.1, * p<0.05, ** p<O.01, *** p<O.OOI. 

3. 부부역할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 개인적 특성별 태도 

일반적인 부부역할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적인 역할관 

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대표 3-45 참조). 그 결과는 다소 상반되게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남편이 일하여 수입을 벌고， 부인은 전적으로 집안을 돌보는 이른바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수용태도는 긍정적인 편이었다. 그러 

나 맞벌이부부 중 남편의 생계책임을 강조한 견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태도가 

부정적인 편이었다. 이는 아무래도 전업주부로서 모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맞벌이부부가 아닌 이상 성분업적 역할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Õl는 경향에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학생들 사이에 성평등적 역할관은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가족생활에서 남편중심의 생계모형과 달리， 남편의 육아능력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는 부부의 경제활동참가 형태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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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 참여 능력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남녀학생간의 태도는 부부간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남성의 육아능력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더 긍 

정적인 태도는 지녔다.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족 내 성평등적 

역할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3-45) 학생의 특성별 일반적인 부부 역할에 대한 태도(찬성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초동학교 중학교 고둥학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편 직업생활， 아내 가정 돌봄 53.9 75.8 66.1 71.1 64.2 42.7 54.0 57.8 34.9 46.6 

맞벌이부부의 생계는 남편 책임 38.1 48 .5 때2 44.5 43.8 27.4 36.0 46.2 28.2 37.4 

남편도 자녀 잘 돌 볼 수 있음 93 .5 89.8 96.4 93.0 91.1 95.4 93.2 91.5 96.5 93.9 

나. 가족적 특성별 태도 

1) 가족 내 전통적 성별분업에 관한 태도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와 가구경제수준은 땀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 

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에 p<O.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6 참조). 맞벌이부 

모를 둔 학생에 비해 외벌이부모 또는 모두 일하지 않은 부모를 둔 학생이 전 

통적인 성분엽적 역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모만 일하고 

있는 학생 중 16.1%가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매우 찬성하고 있었다.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전통적인 성분엽적 역할에 대한 학생의 긍정 

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이유는 고소득자의 경우 여성 

보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고， 남성이 고소득자의 경우 남성의 소득만으로 가 

족의 윤택한 생활수준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가족 내 성별분 

업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가구의 생계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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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른 가구소득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일인생계부양자가구 남성의 연평 

균 임금소득은 26，371천원으로 이인생계부양자가구 남성의 연평균 임금소득 

23，750천원 보다 2，621천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윤홍식·조막래， 200이. 

〈표 3-46>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에 관한 학 

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x2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부모 취업여부 

모두일안함 10.6 때1.1 36.1 13.1 100.0 (6,905) rn.2*** 
부만일함 14.0 46.1 30.1 9.8 100.0 (3,360) 
모만일함 16.1 38.0 34.2 11.7 100.0 ( 503) 
모두 일을안함 13.9 42.1 32.3 11.7 100.0 ( 266)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31.9 36.2 20.0 11.9 100.0 ( 21이 164.6*** 
잘사는편 15.1 45.4 27.8 11.7 100.0 (1,528) 
보통 11.0 42.0 35.4 11.6 100.0 (7,153) 
못사는편 9.7 39.4 37.9 13.1 100.0 (1,643) 
매우못사는편 18.3 34.8 30.5 16.5 100.0 ( 164) 
모르겠음 14.4 42.8 28.7 14.1 100.0 ( 425) 

주: t p<O.l, * p<0.05, ** p<O.OI, *** p<O.OO 

2) 가구 내 생계부양 주체에 관한 태도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부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계없이 가족의 생계부양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 

났다{표 3-47 참조).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39.3% 

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나쁜 편이다고 응답한 경우 

35.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부모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상대적으로 전통적 

성별분업과 역할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앞선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는 매우 논쟁적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 

에 따르면 부부관계는 가족 내 성별분업과 역할에 대해 아내가 전통적인 가치 

관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좋은 반 

면 남편과 아내 모두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나쁘다는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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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대다앉'lin， 1992). 즉， 부모간의 관계가 나뿔수 

록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것 부모가 모두 가족 내 성별분업과 역할에 대해 진보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부모 모 

두가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남성의 생계부양역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부부관계는 나뿔 수 있다는 추론이 

7}능하다 

〈표 3-47)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x2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8,6 30.7 46.1 14.5 100.0 (3,630) 45.6*** 
좋은편 6.8 30.4 51.1 11.7 100.0 (3,836) 
보통 8.1 28.6 49.2 14.2 100.0 (1,943) 
나쁜편 8.6 28.9 48.9 13.6 100.0 ( 440) 
매우나쁜편 8.5 26,9 48.0 16.6 100.0 ( 223) 
모르겠음 12.1 29.1 44.7 14.0 100.0 ( 371)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편 18.4 35.3 29.5 16.9 100.0 ( 207) 87.6*** 
잘사는편 9‘3 30,9 44.2 15.6 100.0 (1,523) 
보통 7,4 29.6 50.4 12.6 100.0 (7,133) 
못사는편 8.7 30.0 47.8 13.6 100.0 (1,635) 
매우못사는편 13.3 29.7 41.2 15.8 100.0 ( 165) 

모르겠음 6,0 30.5 48 .1 15.5 100.0 ( 42이 

주: t p<O.l, * p<0.05, ** p<O.OI, *** p<O.oo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 

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에 p<O.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맞벌이부부 중 남편의 생 

계책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맞벌이부모 여부와 상관없이 공히 우세하게 나 

타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아주 잘사는 편이 

거나 못사는 편인 학생의 경우에 맞벌이부부 중 남편의 생계책임에 대해 상대 



청소년의 결흔· 출산· 성평등 가치관 실태 131 

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특히， 아주 잘사는 편이라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동 

견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보다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했다 앞서 설명하였듯 

이 부유층의 경우 모가 밖에서 일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혀는데다가 집안일도 

가정부 등이 하고 있어， 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가구경제가 

너무 안 좋은 가정에서는 모가 힘들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떼， 그 영향으로 학 
생들 사이에 부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눈 것으로 추측해볼 

수있겠다 j 

3) 남편(남성)의 자녀 돌봅 능 력에 관한 태도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 

들의 94.8%가 찬성했다{표 3-48 참조). 부모관계가 좋은 편 ?3.2%, 보통 92.8%, 

나쁜 편 92.1%, 매우 나쁜 편 91.0%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가족 내 성별분업 

과 역할에 대한 앞의 질문들에서는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응답하는 학생들의 남 

녀역할에 관한 평등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 

러한 결과를 추정해 보면 하나는 학생들이 까}분담이나 생계부양 등의 문제와 

자녀를 돌보는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사고하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른 추론은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가사와 생계부양 문제는 1상대적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의존하지만 자녀를 돌보는 일은 함께 나누고 있으며 지녀 돌봄을 함 

께 나누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전통적 성별역할분담과 상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는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찰 돌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에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맞벌이부부이든 아니든 동 견해에 대 

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가 공히 우세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잘사는 학생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매우 찬성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주 잘사는 편이거나 못사는 편인「 학생의 경우에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10%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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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듯이 부유층의 경우 모가 밖에서 일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없는데다가 

집안일도 가정부 등이 하고 있어， 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가구경제수준이 너무 안 좋은 경우 부의 자녀케어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상황 

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3-48)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에 관한 학 

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영) x2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56.2 38.6 4.0 1.2 100.0 (3,623) 153.6*** 
좋은편 44.1 49.1 6.0 0.8 100.0 (3，83이 

보통 45.7 47.1 6.1 1.1 100.0 (1,942) 
나쁜편 49.7 42.4 6.8 1.1 100.0 ( 439) 
매우나쁜편 57.1 33.9 6.7 2.2 100.0 ( 224) 
모르겠음 43.2 47.6 7.6 1.6 100.0 ( 37이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63.8 25.6 7.7 2.9 100.0 ( 207) 81.8*** 
잘사는편 52.8 41.7 4.4 1.1 100.0 (1,519) 
보통 48.1 45.7 5.3 0.9 100.0 (7,126) 
못사는편 49.4 43.7 6.0 1.0 100.0 (1,635) 
매우 못사는편 49.4 40.2 6.7 3.7 100.0 ( 164) 
모르겠음 47.9 41.2 8.1 2.9 100.0 ( 42이 

주: t p<O.l, * p<O.05, ** p<O.OI, *** p<0.00 

4. 양성평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 개인적 특성별 태도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107}지 관련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설문내용 중 5가지는 가족영역에서 성평등 정도를 그리 

고 나머지 5가지는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되었 

다<표 3-49>은 설문별로 학생의 태도를 찬성정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학생의 

태도를 4점 척도로 변환하여 평균점수도 산정하였다 일부 설문((D， @, @, (J), 

@, 4]))들은 부정문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역순으로 ‘성평등 척도’를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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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성평등에 관한 학생의 태도 종합 비교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평균 
찬성 찬성 

점수 찬성 찬성 안합 안할 
1)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 3.9 10.7 37.3 48.2 100.0 (11 ,231) 0.70 
지 않다 

2)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45.1 44.0 8.3 2.6 100.0 (11 ,231) 2.32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창성 한다 

7쁨 1 3)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52.9 37.8 7.2 2.1 100.0 (11,219) 2.42 
영역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4)집단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 12.2 34.6 38.0 15.3 100.0 (11,224) 1.44 
어야한다 

5)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50.9 때1.4 6.7 1.9 100.0 (11 ，2 1야 2.때 

이폼여같자은는 결 사정업권에을 관 가한꺼얀 중대 한한다 결정을 남자 3.6 17.6 43.2 35.6 100.0 (11，2 1이 0.89 
만큼 잘내리지 못 한다 
끼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11.1 25.4 37.5 26.0 100.0 11,210 1.22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직업1 8)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 6.8 21.3 36.8 35.1 100.0 (11 ，2 1이 1.00 
영역 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9)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45.5 39.6 11.0 3.9 100.0 (11 ，21이 2.27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10)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6.7 14.4 37.5 41.4 100.0 (11 ,209) 0.86 
!!l:랍짐한지 않단 

주: 설문 (2)，@，@，@는 ‘매우 찬성’=4점， ‘찬성’=3점， ‘별로 찬성 안함’=2점， ‘전혀 찬성 안함넉점 
(D，@，@，('l)，@，@은 ‘전혀 찬성안함’=4점， ‘별로 찬성 안함’=3점， ‘창성’=2점， ‘매우 창성난점 등 

우선 가족영역을 성평등척도는 ‘남자의 부엌일 참여’ 85.5%, ‘재산의 부부간 

공동명의’ 89.1%, ‘7싸의 부부간 공평분담’ 90.7%, ‘가문계승을 위한 아들 필요’ 

53.3%, ‘집안일에 대한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 91.3% 등이었다. 가족영역 설문 

중 가사에 대한 부부의 공평분담이나 공동 의사결정으로 측정된 학생들의 성평 

동의식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부부간 공동명의’로 측정된 

결과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은 남자의 부엌일 참여에 대한 생각 

은 앞선 설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문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요성으로 측정된 결과는 50%대 수준이며， 이는 학생 

들 사이에 가문계승이 아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통적인 의식이 강하게 자 

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자면， 좀더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서는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나， 가족집단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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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영역으로 측정된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여성의 중대사업 결정능 

력 미흡’ 78.8%, ‘여성보다 남성의 높은 월급 책정’ 63.5%, ‘잔일은 여성에 더 

적합’ 71.9%, ‘판검사 등 남성지향적 일의 여성 수행’ 85.1%, ‘여자 상사 밑에 

서 남성의 근로활동’ 78.9%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영역과 비교하여 보면， 직업 

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직장영역에서 양성불 

평등적인 차별관행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러한 영향이 청소년층까지도 이미 침 

투해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특성별로 양성평등 의식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가족영역과 직업 

영역별로 설문항목의 평균점수의 평균을 산정하여 성평등접수로 활용하였대표 

3-50 참조:). 평균점수가 2.5점인 경우 중간값으로서 성평등 의식수준이 중간정 

도로 간주할 수 있다. 전체 학생의 평균점수가 3.1점으로 성평등 의식수준이 비 

교적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수 

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남학생의 성평등점수는 3.38점으로 가족영역의 경우 

3.43점， 직업 영역의 경우 3.3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의 성 

평등접수는 2.89점(가족영역 2.98점， 직업영역 2.79점)으로 중간 수준이상이나 

여학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50) 성평등에 관한 학생의 태도 비교(성평등접수): 학교급·성별 
(단위%， 명) 

전체 남학생 여학생 
구분 가족 직업 

전체 
가족 직업 

전체 
가족 직업 

전체 영역 영역 어。여1 여。여「 영역 영역 

전체 3. 12 3.20 3.05 2.89 2.98 2.79 3.38 3.43 3.33 

지역 

대도시 3. 14 3.21 3m 2.89 2.98 2.81 3.41 3.46 3.36 

중소도시 3.13 3.20 3.06 2.90 2.98 2.81 3.39 3.44 3.34 

농촌 3.10 3.18 3.01 2.87 2.97 2.76 3.33 3.39 3.28 

학교구분 

초등학교 2.97 3.09 2.85 2.77 2.89 2.65 3.19 3.31 3.06 
중학교 3.12 3.18 3.06 2.89 2.96 2.82 3.39 3.43 3.34 
인문고등학교 3.24 3.30 3.19 2.96 3.05 2.87 3.53 3.54 3.52 

실업고퉁학교 3.07 3.16 2.99 2.88 2.98 2.79 3.28 3.36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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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청소년의 성평동접수는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근 

소하나마 전체와 가족 및 직업영역 모두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학 

생의 성평등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녀학생별로 마찬가지였다. 상급학 

교·고학년일수록 학생의 성평등접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학생별로도 마찬가지였다. 즉， 연령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효과나 이성 

적 판단력의 증가 등에 힘입어 학생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겠다. 

나. 가족적 특성별 태도 

1) 공동명의의 자산소유에 관한 태도 

〈표 3-51>은 학생의 가족특성에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혼인상태와 부모의 취업여부는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점은 부모의 취업여부가 자산의 부부공동명의 소유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 모두가 생계부양 

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던， 가족 내 역할분담에 의해 한 사람만 생계부양역할을 

담당하던 결혼관계에서 형성한 자산은 부부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간의 관계에 따라서 학생들의 태도 

는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학생들의 태도가 부모간의 관계에 비례해서 나타나지 

는 않았다. 학생들의 태도는 부모간의 관계가 좋고 나쁨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 

로보인다.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관한 태도는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라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태도가 가구의 경제상태와 비례 

적 관계에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추측할 때 자산소유에 

관한 양성평등 의식은 가구 경제상태가 중간 정도인 경우 가장 높은 반면 매우 

유복하거나， 매우 어려운 양극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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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로 하는 것을 찬성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x2 
찬성함 찬성함 창성안함 찬성안함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49.1 때1.2 8.1 2.6 100.0 (3，67낀 68.5*** 

좋은편 42.0 47.7 7.8 2.4 100.0 (3,879) 
보통 43.6 45.2 9.3 1.9 100.0 (1,963) 
나쁜면 44.2 44.8 8.3 2.7 100.0 ( 뼈6) 

매우나쁜편 48.9 때.8 4.9 5.4 100.0 ( 223) 
모르겠음 43.5 42.7 10.1 3.7 100.0 ( 37기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54.7 28.5 12.1 4.7 100.0 ( 214) 91.0*** 

잘사는편 44.7 43.2 8.7 3.3 100.0 (1,533) 
보통 44.1 45.7 7.9 2.2 100.0 (7，21이 
못사는편 49.3 40.5 8.1 2.1 100.0 (1,655) 

매우못사는떤 41.5 40.9 11.0 6.7 100.0 ( 164) 

모르겠음 44.0 38.9 11.1 6.0 100.0 ( 434) 

주: t p<O.l, * p<0.05, ** p<O.OI, *** p<O.OOI 

2) 아들이 집안의 대를 있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한 태도 

학생들의 가족특성에 따른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 

다”는 생각에 대한 태도는 〈표 3-52>에 제시되어있다.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혼인상태， 부모의 취업여부는 학생들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와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태도는 유미 

한 차이를 보였으나 부와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에 근거해 부모의 학력과 관련된 태도를 추정해보면 부의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다소간 등락이 있지만) 부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집안을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 

의 경우는 학력수준에 따른 등락이 보이는데 초등학교 학력에서 대학교 학력까 

지는 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차 감소하다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증가하 

는 모습을 띄고 있다. 왜 부와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인식차이가 상이하게 나 

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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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지를 받고 있 

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요구된다. 

〈표 3-52)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x2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창성안함 

부의 학력 

무학 13.6 36.4 45.5 4.5 100.0 ( 22) 118.2*** 
30τ %~낭lf.ïí!ι 13.8 31.1 때1.4 14.7 100.0 ( 334) 
중학교 10.9 36.7 38.2 14.1 100.0 ( 66끼 
jlτ %~닝εt.ïí! 11.3 34.3 39.8 14.6 100.0 (4,370) 
대학교 10.8 33.9 37.6 17.7 100.0 (3,138) 
대학원 10.1 31.1 38.3 20.4 100.0 ( 652) 
모르겠음 17.7 37.3 33.9 11.1 100.0 (1,659) 
모의 학력 

무학 12.9 29.0 32.3 25.8 100.0 ( 31) 152.9*** 
초동학교 13.8 36.7 36.5 13.0 100.0 ( 362) 
중학교 12.6 35.2 37.9 14.3 100.0 ( 807) 
..ïl% 승닝tjjι1 10.4 34.1 때1.1 15.5 100.0 (5,470) 
대학교 10.8 32.6 38.8 17.8 100.0 (2,268) 
대학원 13.0 34.1 31.4 21.5 100.0 ( 293) 
모르겠음 18.3 38.3 32.6 10.7 100.0 (1,749) 
학생-부모 관계 

매우좋은편 15.1 35.2 34.5 15.2 100.0 (4,362) 110.3*** 

좋은편 9.8 35.5 40.3 14.3 100.0 (4,285) 

보통 10.6 32.0 41.3 16.1 100.0 (1,854) 
나쁜면 9.3 34.0 37.7 19.1 100.0 ( 215) 

매우나쁜편 15.6 24.4 28.9 31.1 100.0 ( 4잉 

모르겠음 12.8 26.8 42.3 18.2 100.0 ( 33이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30.2 35.8 20.5 13.5 100.0 ( 215) 145.8*** 
잘사는편 15.7 37.5 32.9 13.8 100.0 (1,534) 
보통 10.9 34.6 39.0 15.4 100.0 (7,211) 
못사는편 10.4 31.9 41.1 16.5 100.0 (1,656) 
매우못사는편 17.1 31.1 33.5 18.3 100.0 ( 164) 
모르겠음 15.7 33.9 38.3 12.0 100.0 ( 433) 

주: t p<O.l, * p<0.05, ** p<O.OI, *** p<O.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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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체로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는 대체 

로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경제상태 

가 매우 잘 사는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은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여자는 남자보다 사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대한 태도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차이는 〈표 3-53>에서 나타나있다. 부모의 혼인 

상태， 부모의 취업여부， 조부모 동거여부는 학생들의 상이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3)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영) x2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4.0 18.2 때.5 37.3 100.0 (3,666) 54.1*** 
좋은편 2.9 17.8 45.7 33.5 100.0 (3,875) 
보통 3.1 17.1 44.9 34.9 100.0 (1,959) 
나쁜편 3.6 16.2 43.1 37.1 100.0 ( 445) 
매우나쁜편 2.3 13.6 38.5 45.7 100.0 ( 221) 
모르겠음 6.4 13.3 44.4 35.9 100.0 ( 37이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 편 7.5 27.8 33.0 31.6 100.0 ( 212) 80.3*** 

잘사는편 4.6 20.4 40.2 34.8 100.0 (1,532) 
보통 3.3 16.7 44.9 35.1 100.0 (7,208) 
못사는편 3.0 16.4 41.4 39.3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펀 6.3 15.6 39.4 38.8 100.0 ( 160) 
모E겠음 6.0 21.5 40.4 32.1 100.0 ( 433) 

주: t p<O.1, * p<0.05, ** p<O.OI,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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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차이는 앞선 분석들과 같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양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구 경제상 

태에 따른 차이는 학생들의 가구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대체뢰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가구 경제형편이 좋을수 

록 양성평등에 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 

구의 대부분의 소득이 남편의 (임금)소득에 의존한다고 했을 때 가구의 경제상태 

가 좋다는 것은 남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전 

통적인 남녀역할 쩨관에 대한 지지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5. 부모의 가사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여기에서는 실제 학생들이 부모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전체 학생 중 58.4%(매우 공평 17.0% 포함)가 

부모간 까}분담이 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나머지 41.7%(매우 불공평 

10.7% 포함)은 불공평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표 3-54 참조). 즉， 학생의 관점 

에서 부모간 7μ}분담은 다소 불평등적인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표 3-54)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x2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체 17.0 41.4 31.0 10.7 100.0 (10,449) 

지역 

대도시 17.1 42.1 30.5 10.2 100.0 ( 4,657) 13.8* 
중소도시 16.7 41.3 31.6 10.4 100.0 ( 4,569) 
농촌 17.3 38.6 30.7 13.4 100.0 ( 1,233) 
성별 

남자 18.5 44.0 28.8 8.7 100.0 ( 5,432) 94.6*** 
여자 15.3 38.5 33.4 12.8 100.0 ( 5,019) 
학교구분 

초등학교 27.0 45 .7 20.7 6.6 100.0 ( 1,794) 41 1.1*** 

중학교 16.9 43.9 30.6 8.5 100.0 ( 4,434) 

고풍학교(인문계) 12.8 35.4 37.3 14.5 100.0 ( 3，39끼 

고등학교(실업계) 12.6 42.9 29.4 15.1 100.0 (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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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별로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학생들이 부모의 7}사분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사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전통적인 문화와 규범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7μ}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은 남학생(36.5%)에 비 

해 여학생μ6.2%)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했다.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부모 

의 개}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개}분담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추상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 

의 부모간의 역관계와 외부 세계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년이 높아진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객관 

적 이해 능력이 증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벌어지 

는 부모의 개}분담 공평성에 대해 고 학년일수록 부정적 견해를 갖게 되는 것 

으로추정된다. 

학생의 가족적 배경별로도 부모의 7까분담의 공평성 정도에 대한 인식차이 

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부모의 7μ}분 

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간의 관계가 좋을수 

록 까}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많은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한 가지 가능한 추론은 전통적 성별분업에 순응 

하는 경우 부부관계가 좋은 반면 7μ}분담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 

인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공평한 7μ}분담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표출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지겠지만 부부관계의 악 

화라는 비용을 치러야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횡단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까}분담의 공평성 정도가 부모간의 관 

계를 긍정적으로 증진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과제는 후속연구를 통해 규 

명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자}분담의 공평성 정도를 보면 기존 연구들의 결 

과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장혜경 외， 2005; 이삼식 외， 2005).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맞벌이부모를 둔 학생의 39.9%가 부모간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가졌다 모만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학생 중 50.5%가 부모간 가사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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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히려 부만 일하고 있는 경우 학생의 45.1% 

가 부모간 7μ}분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효랑스 

와 영국의 비교연구에서(않goη and Wind빼빼 2뼈)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도 

여성의 점증하는 생계부양 역할이 가족 내 성별분업을 해체시키는 것은 분명하 

지만 생계부양 역할의 변화가 가족 내 7μ}분담의 공평성을 증대시키지는 못하 

는 것으로보인다. 

〈표 3-55)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x2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28.7 43.0 23.6 4.8 100.0 (3,671) 1304.5*** 

좋은편 11.8 45.8 33.7 8.6 100.0 (3,878) 
보통 8.5 37.0 37.5 16.9 100.0 (1,942) 
나쁜편 10.9 22 .5 36.9 29.7 100.0 ( 4여) 

매우나쁜편 7.6 16.9 25.6 50.0 100.0 ( 172) 
모르겠음 7.7 32.2 41.1 18.9 100.0 ( 338) 
부모 취업 여부 

모두일안함 17.9 42.2 29.4 10.5 100.0 (6,869) 55.5*** 

부만일함 14.9 40.1 34.8 10.3 100.0 (3,163) 
모만일함 15.5 34.0 31.4 19.1 100.0 ( 19씨 

모두 일을안함 20.4 38.4 27.3 13.9 100.0 ( 21이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잘사는면 48 .1 25 .5 20.3 6.1 100.0 ( 212) 518.4*** 

잘사는편 23.9 44.6 25.3 6.2 100.0 (1,485) 
보통 15.9 43.3 31.5 9.3 100.0 (6,883) 
못사는편 11.5 31.4 36.5 20.6 100.0 (1,382) 
매우못사는 편 12.2 27.6 28 .5 31.7 100.0 ( 123) 
모르겠음 14.6 42 .5 30.1 12.7 100.0 ( 362)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부모의 

가사분담이 보다 더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 경제상태 

가 “매우 잘 사는 편이다”인 경우 7μ}분담이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2% 

인데 반해 “매우 못사는 편이다”인 경우는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8%에 

불과했다. 역사적으로 가족 내 성별분엽은 산업화 과정에서 중산층의 가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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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이었다때ot， 1992)는 점을 생각한다면 모순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빅토리아시대로부터 2차대전 이전까지 가구 내 성별 

분업은 중산층 가족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산층 이데올로 

기가 (2차대)전후 가족임금이란 이데올로기와 함께 노동계급의 가족 이데올로 

기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즉， 성별분업이라는 중상층 가족 이념이 하 

층 가족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의식을 통해 본 가족 내 성별분업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과는 

달리 하층에서 상대적으로 강고하게 남아있고 상층으로 갈수록 해체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성평등 및 그에 따른 성평등적 역할에 대한 학생의 가치관은 실제 학 

생의 가족 내에서의 부모간 성평등 정도 내지 성평등적 역할과는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요컨대， 성평등 관련한 학교교육이 중요하나， 그 보다 우선적으로 가 

정환경이나 가정교육이 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청소년의 성역할관·성평등관의 시사점 

본 분석은 남녀역할 및 성평등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여 몇 가지 주목 할 

만 한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남녀역할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평한 까}분담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부간의 집안일 분담에 대해 

서도 절대다수인 78.9%가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주목 

할만 한 결과는 부·모 각각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사 일을 부부가 함께 나 

누어야한다는 생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누가 자녀 

를 돌봐야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7μ}분담과 같이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절대 다수인 84.9%에 이르렀다. 넷째， 집안의 중요한 일도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85.0%로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했을 때 현재 한국의 초 중·고 학생들이 실제 가족생활에서 부모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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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7μ}를 분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학 

생들은 집안일， 자녀 돌보는 일，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핸 문제 등에 있어 

서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는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를 보면 성별에 따른 부부간의 전통적인 역 

할구분도 앞선 분석과 같이 미약한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학생들은 부부간의 

가족 내 역할분담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학생들은 

생계부양과 일반적인 성별역할 분담에서 보다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부부간의 

역할분담 해체에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즉，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와 자 

녀를 돌보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개인과 기족특성에 따른 차이가 목격되지만 찬성비율의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절대다수가 자산의 부부공동명의 소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학생들의 절반이 넘는 53.3%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보였다 앞선 질문들에서 남녀간 성별분엽의 해체에 대해 긍정적이던 학생들 

이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남학생들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남자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 

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인 78.8%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해 남녀역할 및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함의를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적으로 남녀역할의식이 미약하고 양성평동의식 

이 높은 학생들의 의식을 학교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까지 유지·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분석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남녀역할과 양성 

평등에 관한 의식은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정규교육과정에 

서 성 평등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성 평등의식이 높아졌다는 추론과 

다른 하나는 정규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외부환경과 정보를 통해 학생들이 남녀 

간의 불평등을 목격하고 이에 대해 부당함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의식이 



144 

높아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했을 때 누구나 예상할 수 있 

는 정책대안은 첫째， 기존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성 평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 

고， 둘째， 학교교육외의 매체(언론과 방송 둥)를 통해 지속으로 성평등 의식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의식이 상대적으로 

어린나이에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설문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저학년， 더 나0까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문제를 적 

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역할해체와 성평등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이는 학생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 전통적인 이념에 

대해서 지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가족문화가 미치는 영 

향이 지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재 기성세대(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이라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들의 가치관 또한 전통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이러 

한 가치관이 정규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완화되고는 있지만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와 같은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여전히 잔존해 있을 수 있는 것은 정규학교 

교육 전에 아미 아동들의 의식에 전통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추론이 가 

능하다. 또한 이렇게 어린시설에 뿌리내린 가치관은 성인이 된 이후 어떠한 형 

태로든 (결정적인 순간에) 젠더문제를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대안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이 중 

요한데 이를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은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질 높은) 보육시 

설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2004년 현재 6세 미만의 ó}동에 대한 보육 

비율이 28.1%에 그치고 있다는 점(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을 고려한다면 한국사 

회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얼마 

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질 높 

은 보육시설의 보편적 확대가 단순히 양성평등과 관련된 의식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 미래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점 

(Fsping-Ande:뼈1， 2005)을 고려한다면 질 높은 보편적 보육시설의 전면적 확대 

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학생들의 성 평등과 관련된 가치관을 생활 속에서 실제화 시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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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위주체의 가치관과 실제 행위는 반드시 일 

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주체의 합리적 행위와 선택이론에 근거한다면 가치 

관과 실제 행위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의 가치관을 실제화 시키는 것은 

행위주체에게 합리적 (유형 또는 무형) 보상이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만약 

행위주체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위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상이 주어지 

기보다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면 행위주체의 가치관이 실제행동과 일치하기를 기 

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직접적인 실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개}분담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개}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 

는 의견이 51.2%로 나타났다{통계청， 1998). 그러나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기혼여성 

중 단지 27.7%가 부부가 함께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절대 다수인 66.2%는 대 

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이삼식 외， 2005). 이처 

럼 가치관과 실제행위는 다르다 그러므로 정책과제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 생활할 때 실제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 

련하는 것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여성에게는 전통 

적 성별역할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여성자신과 가족에게 바람 

직한 결과를 가져다 주어야한다. 실제로 외국의 예를 보면 1인생계부양자 가구 

의 빈곤율이 2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에 비해 2-6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데 압ping-And짧κ 2뼈; Liljestrom, 1978) 이러한 사회적 결과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의 당위성을 강제하는 중요한 사회적 동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 

는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홍식 

과 조막래(2006)에 따르면 1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은 2인생계부양자7}구에 

비해 1.5배 높은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빈곤에 처할 가 

능성은 (반대로) 2인생계부양자가구가 1인생계부양자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성별역할의 해체를 위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단순히 참여의 문제이기보다는 고 

용의 질이 보장되는 참여가 전제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의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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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이 현실세계에서 실제화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좋 

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대다수 남학생들이 자녀 돌봄과 집안일을 부부가 바람직하다고 이야 

기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현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들 

이 목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용비율은 지난 4년 동안 

2.0%를 넘지 못했대윤홍식， 200이 이는 한국사회가 육아로 대표되는 7똑 내 

무급노동에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조건을 창출하지 못했고， 제도 

적 지원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실제 행위와 

의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양육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육아휴직제도 내 아 

버지할당제나 아버지출산휴가제 등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상징적 정 

책대안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프랑스 동에서 시도했던 노동시간의 감축 

(Fa맹aniandl없b뼈， :2뼈) 등도 득과 실을 따져가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학 

생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치관을 바람직 

한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생각이 실제 사 

회에서 장애 없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대안의 근거가 되어야한 

다 결국 한국사회의 유력한 대안은 남성의 노동력을 가족화 하기 위한 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양자에게 자녀양육'7μ}분담과 

노동시장 참여의 장애를 해소·완화하는 것으로 집중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절 성교육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 결과，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 매춘，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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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낙태， 성폭력 등 사회적인 성의 문제들이 여전히 매스컴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학교교육의 미홉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많은 연 

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성인잡지， TV, VTR 등 대중매체가 급속하게 발달되면서， 

이들은 무분별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과되지 않은 채 청소년 문화에 침투하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성적 정보 속에 

무방비 노출되어 올바른 성지식이나 성태도가 형성하기도 전에 성에 대한 호기 

심만 높아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오덕자， 2003). 이와 같은 실정에 

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은 몇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채 공전되 

고 있는 실상이다 특히， 어른들의 무분별하고 이중적인 성 의식 등 뿐 아니라， 

성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교육풍토로 인한 성교육이나 인성교 

육의 비체계성과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열악한 잠재적 교육환경 및 공교육으로 

서의 학교교육 기능이 무력화되어 왔다(오덕자， 2003).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각종 성범죄의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가해자로서 성 일탈의 행위자가 되기도 하여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얼마 

나 필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대이경희， 2뼈'). 청소년의 성문제는 저출산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논의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성문제를 경험한 여성은 

생식기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후에 후천성불임증의 원인이 되어 출 

산율 저하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은 성 지식과 성태도， 성행통 및 성가치관의 상관관계에 대 

한 조사에서 남녀 학생 모두 유의한 정(에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성지식은 성태도， 성행동， 성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이성교제 실태와 학교 성 

교육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 성교육의 효과성을 진단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받았던 성교육의 도움 정도와 성관련 지식수준을 측정하도록 한다. 

성에 관한 청소년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녀의 혼전순결을 비롯한 미혼 

모， 혼전 성관계 등에 관한 태도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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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관련 청소년의 가치관 

가. 혼전순결에 관한 태도 

남성의 혼전순결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26.5%, 가급적 지켜야 한다 

41.1%로 총 67.6%가 남성의 혼전순결을 중요시하고 있다{표 3-56 참조). 반면， 

지키지 않을 수 있다 16.6%, 지킬 필요가 없다 4.3%로 20.9%는 남성의 혼전순 

결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표 3-56) 남성의 흔전 순결에 대한 학생의 태도 

(단위%， 명) 

반드시 
가급적 지키지 지킬 

모르 
구분 

지쳐야함 
지켜야 않을수도 필요가 

겠음 
계 (명) x2 

함 있음 없음 

전체 26.5 41.1 16.6 4.3 11.5 100.0 (11,231) 
지역 

대도시 25.8 41.3 17.5 4.7 10.7 100.0 ( 4,929) 46.0*** 
중소도시 26.1 40.5 17.0 4.1 12.2 100.0 ( 4,945) 
농촌 30.6 42.5 11.4 3.5 12.0 100.0 ( 1 ，35끼 

성별 

남자 19.4 39.8 19.4 7.1 14.3 100.0 ( 5，84이 605.3*** 

여자 34.4 42.4 13.5 1.3 8.4 100.0 ( 5,374) 
학교급구분 

초동학교 36.9 30.1 6.4 1.1 25 .4 100.0 ( 1 ，89지 1159.3*** 

중학교 28.5 43.6 12.3 3.8 11.8 100.0 ( 4,748) 
고등학교(인문계) 20.8 43.3 25.4 6.0 4.5 100.0 ( 3，63이 

고등학교(실업계) 18.1 42.2 24.4 6.4 8.8 100.0 ( %2) 

주: t p<O.l, * p<O.05, ** p<O.Ol, *** p<O.OOI 

지역별로 남성의 혼전순결 유지를 주장하는 학생의 태도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혼전순결에 대해 남학생의 59.2%가 지켜 

야한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76.8%로 더 강조하고 있었다. 

남성의 혼전순결이 지켜져야 한다는 태도는 대체적으로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는 73.8%(반드시 지켜야 34.2%,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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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켜야 39.6%)로 남성의 혼전순결 유지 67.6%에 비해 높았다{표 3-57 참조). 

반면， 여성의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12.8%, 지킬 필요가 없다 2.3% 

로 15.1%는 여성의 혼전순결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지역별로 여성의 혼전순 

결 유지를 주장하는 학생의 태도는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표 3-57) 여성의 흔전 순결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급적 지키지뽑 지킬필요가 모르 

계 (영) x2 
지켜야함 지켜야함 수도있음 없음 겠음 

전체 34.2 39.6 12.8 2.3 11.2 100.0 (11,217) 
지역 
대도시 33.4 39.7 13.9 2.5 10.6 100.0 (4,925) 37.2*** 
중소도시 34.3 38.7 13.0 2.2 11.8 100.0 ( 4,939) 
농촌 36.4 42.4 8.4 2.0 10.8 100.0 ( 1,353) 
성별 

남자 29.5 39.2 13.5 3.2 14.5 100.0 (5,836) 258.2*** 
여자 39.3 39.9 12.1 1.3 7.4 100.0 ( 5，37이 

학교급구분 
초풍학교 36.8 28.9 7.0 1.2 26.1 100.0 ( 1 ，88지 882.6*** 
중학교 36.1 40.3 9.7 2.3 11.6 100.0 ( 4，74끼 

인문고 31.7 43.0 18.9 2.7 3.7 100.0 ( 3,626) 
실업고 28.8 44.3 16.6 2.7 7.6 100.0 ( 959) 

주: t p<O.1, * p<0.05, ** p<0.01, *** p<0.001 

나. 흔전임신에 관한 태도 

혼전임신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낳아야 한다 28.2%, 기를 수 있는 경 

우에만 낳아야 한다 49.4%, 낳아서는 안 된다 7.5%, 판단 유보 14.9% 등으로 나 

타났다{표 3-58 참조). 대체적으로 혼전임신의 해결방안으로 낳아야 한다는 태도 

가 낳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에 비해 우세하였다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상황론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 

다고 하겠다.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여학생과 상급학교·고학년에서 상 

대적으로 높았다. 성장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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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8) 흔전임신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낳아야 
기를수 

낳아서는 
구분 함 

있는 경우에만 안됨 
모르겠음 계 (영) x2 

낳음 

전제 28.2 49.4 7.5 14.9 100.0 (1 1,232) 

지역 

대도시 27.7 50.6 7.8 13.9 100.0 ( 4，93이 16.8* 

중소도시 28.2 48.9 7.5 15.4 100.0 ( 4，94이 

농촌 30.5 46.8 6.2 16.5 100.0 ( 1 ，35이 

성별 

남자 28.6 45.4 8.6 17.4 100.0 ( 5,845) 11 1.8*** 

여자 27.8 53.8 6.2 12.2 100.0 ( 5,378) 

학교급구분 

~%~jllι 25 .3 38.2 11.6 24.9 100.0 ( 1,898) 473.1*** 
중학교 29.9 45 .4 8.1 16.6 100.0 ( 4，74이 

인문고 27:6 58.8 4.9 8.7 100.0 ( 3 ，62끼 

실업고 28.2 55.8 5.5 10.5 100.0 ( 961) 

주: t p<O.1, * p<0.05, ** p<O.OI, *** p<O.OOI 

3. 성교육 및 성상담 실태 

가. 학교 성교육 실태 

1)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 

초δ-6학년) .중·고 학생 중 성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비율은 1.7%에 불 

과하였대표 3-59 참조). 성교육 내용별로 교육을 받았던 학생의 비율을 보면， 

생식기구조· 이차성정관련 교육의 경우 87.4%, 임신 출산관련 교육 74.5%, 이성 

교제·성관계·혼전순결 68.2%, 피임방법 56.6%, 성병·에이즈 52.5%, 미혼모·인공 

유산 25.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피임방법과 성문제로서 성병·에이즈 

와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성문제가 청 

소년 사이에 점점 더 심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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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9) 학생이 경험한 성교육 내용(복수응답) 
(단위%， 명) 

생식기 이성교제 
임신· 미혼모 성병· 

구분 구조· 성관계 피임방법 
출산 긴공유산 에이즈 기타 무경험 (계) 

이차성정 혼전순결 

전체 87.4 68.2 56.6 74.5 25.4 52.5 8.8 1.7 (11,245) 

지역 

대도시 88.6 67.3 55.9 75 .5 28.4 53.0 8.0 1.9 ( 4，93이 

중소도시 86.7 69.2 57 .1 73 .3 22.9 50.5 9.4 1.4 ( 4,949) 
농촌 85.8 67.9 57.3 75.0 24.0 58.5 8.9 1.5 ( 1,360) 
성별 

남자 84.1 65.9 56.7 71.8 24.2 55.2 11.4 2.0 ( 5,854) 

여자 91.1 70.9 56.6 77.5 26.8 49.7 5.9 1.3 ( 5，38이 

학교급구분 
:i.τ cr을~.ïil. 72.0 31.1 4.1 48.7 3.1 13.8 18.3 6.5 ( 1 ，맛얘) 

중학교 90.2 74.5 55 .1 72.2 22.6 51.8 7.7 0.8 ( 4,753) 
n나1τ~.Jl 93.4 78.7 84.3 90.4 40.9 70.5 5.8 0.4 ( 3,632) 
실업고 81.8 71.2 63.5 76.3 25.5 64.9 6.0 1.5 ( 959) 

주: t p<O.l, * p<O.05, ** p<O.Ol, *** p<O.OOl 

이와 같은 패턴은 지역간에 큰 차이가 없다 남녀학생별도 성교육 경험이 전 

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학교 성교육의 체계가 지역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생식기구조 이차성징， 임신·출산， 이성교제 성관 

계·혼전순결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교육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병·에이즈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생식기구 

조·이차성징， 임신·출산，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등의 내용이 여성에게 보다 

필요하여 관심이 집중되거나 학교교과목 편성체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급별로는 상급학교일수록 내용별 성교육 경험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특 

히， 초둥학생과 중학생간에 성교육 경험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성교육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폭이 특히 큰 성교육 내용으로는 피임방 

법， 성병·에이즈， 이성교제·성관계 혼전순결 등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인공유산 

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는 모든 학교급에서 상대적으로 낮ö}， 학교급별 차이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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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성교육의 도움 정도 

학교 성교육을 경험한 학생들 중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37.9%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성교육을 받았던 학생들 중 약 1μ 

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질적 수준에 디소 문제가 있다 

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성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남학생의 경 

우 25.6%로 여학생의 2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성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교육 내용 

이 고학년층의 성장 정도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컨0) 학생의 성교육 도움 정도 

(단위: %, 명)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구분 도되움었이 도움이 
임 

도움되지 도움되지 계 (영) x2 

었음 되었음 않았음 않았음 

전체 9.8 28 .1 38.4 15.1 8.5 100.0 (10,985) 
성별 
남자 9.8 28 .5 36.1 14.9 10.7 100.0 ( 5,690) 83.5*** 
여자 9.9 27.7 때9 15.4 6.2 100.0 ( 5,296) 
학년구분 
초 5학년 13.4 27.2 41.6 10.2 7.6 100.0 ( 891) 240.8*** 
초 6학년 11.9 25.6 42.0 12.5 8.1 100.0 ( 86꺼 

중 1학년 11.7 27.4 44.6 10.5 5.8 100.0 ( 1,542) 
중 2학년 9.1 26.6 41.4 13.9 9.0 100.0 ( 1,577) 
중 3학년 8.2 25.5 때 l 16.4 9.9 100.0 ( 1,573) 
고 l학년 9.4 32.7 35.4 14.5 7.9 100.0 ( 1 ，54끼 

고 2학년 9.6 30.0 33.6 18.4 8.3 100.0 ( 1,582) 
고 3학년 7.7 28.5 30.9 21.9 11.0 100.0 ( 1,419) 

주: t p<O.l, * p<0.05, ** p<O.OI, *** p<O.OOI 

나. 학교교육 이외 성관련 정보 경로 

학생들이 접근하는 학교 이외 성정보 매체로는 인터넷 21.2%, 친구· 선후배 

20.1%, 부모· 친인척 10.8%, TV 9.2%, 잡지 · 만화 1.8%, 순으로 나타났대표 3-61 

참조). 대중매체(인터넷， TV, 잡지·만화， 민간단체， 비디오)는 35%로 인적 정보 

원(친구 선후배， 부모， 형제자매) 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교육 이외 다른 매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6.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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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학생의 성교육 이외 성에 대한 정보 
(단위: %, 명) 

부모 형제 친구비디오 인터넷 사회 
구분 잡지， 종교 기타 없다 계 (영) 친인척 자매 선후배 (CD, (동영 TV 만화 단체 DVD) 상) 

전체 10.8 1.1 20.1 1.6 21.2 9.2 1.8 1.6 6.1 26.5 100.0 (11,223) 

지역( x2=37.5**) 

대도시 11.1 0.9 20.4 1.5 22.1 9.3 1.8 1.3 5.9 25.7 100.0 ( 4,933) 

중소도시 10.3 1.4 20.4 1.9 20.8 9.0 1.8 1.6 6.1 26.8 100.0 ( 4,942) 

농촌 11.6 1.2 18.0 1.1 19.2 9.6 1.3 2.4 7.1 28 .5 100.0 ( 1,358) 

성별( x2=1218.5***) 

남자 5.5 0.8 16.5 1.9 32.3 7.7 1.0 1.5 7.1 25.7 100.0 ( 5,849) 

여자 16.6 1.5 24.1 1.3 9.1 10.9 2.5 1.6 5.1 27 .3 100.0 ( 5,375) 

학년구분( x2 =2228.3***) 

초 5 27.2 1.0 3.3 1.5 1.9 6.1 3.7 1.6 9.5 44.2 100.0 ( 1,018) 

초 6 21.6 1.0 6.4 0.6 3.7 6.2 1.5 0.7 8.7 49.6 100.0 ( 881) 
중 I 14.4 1.6 15.1 1.2 13.5 6.5 1.7 1.8 7.6 36.5 100.0 ( 1,553) 
중 2 9.8 1.1 19.1 1.7 19.4 9.0 1.4 2.1 6.4 30.0 100.0 ( 1 ，6。이 

중 3 6.5 1.1 24.1 1.4 25.2 9.9 1.4 1.3 6.3 22.8 100.0 ( 1,588) 
고 l 6.3 1.0 27.0 1.7 28.2 11.7 1.5 1.3 4.5 16.6 100.0 ( 1,562) 
고 2 5.4 1.3 26.1 2.0 33.0 10.5 1.5 1.8 3.9 14.5 100.0 ( 1,595) 
고 3 5.3 1.0 28.3 2.2 30.8 11.7 1.9 1.4 4.1 13.3 100.0 ( 1 ，43이 

주: t p<O.l, * p<0.05, ** p<O.OI, *** p<0.001 

지역별로 학생의 성관련 정보매체는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차이점 

은 농촌학생의 경우 부모·친인척， TV, 사회(종교)단체 둥 접근매체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학생의 성정보 접근매체로는 인터넷， 친구·선 

후배， 잡지·만화 등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 학생별로 큰 차이가 있다. 여학생의 경우 친구·선후배 24.1%, 부모·친 

인척 16.6%, TV 10.9%, 인터넷 9.1% 순이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32.3%, 

친구 선후배 16.5%, TV 7.7%, 부모·친인척 5.5%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인 

적 정보매체에 상대적으로 더 접근하는데 반해， 남학생은 물적 매체에 상대적 

으로 더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접근하는 성관련 정보매체로 부모 친인척의 비 

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친구·선후배， 인터넷， TV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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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정보매체의 접근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만화·잡 

지의 접근도가 초등학생 5학년의 경우 3.7%로 다른 학교급· 학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이는 성장하면서 친구·선후배와의 활동이 증가 

하고， 인터넷과 TV에 대한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학교교육 이와 다른 정보매체에 전혀 접근한 경험이 없는 비율도 상급학교 

·고학년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경험 비율은 초등학생6강학년) 

46.7%, 중학생 29.7%, 인문계고등학생 15.1%, 실업계고등학생 13.9%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성관련 지식수준 

일부 성교육 내용에 대한 초δ-6학년) 중·고 학생의 인지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면(그림 3-10 참죄， 남녀신체구조 80.6%, 임신·출산과정 77.7%, 피임 

방법 58.7%,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46.3%, 인공유산의 부작용 42.6%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성문제와 관련된 내용{성병·에이즈 예방방법，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는 50% 이하의 미흡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남녀신체구조와 

임신·출산과정 등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도 80% 수준에 불 

과하며， 가장 높은 학년층인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90% 수준에 불과하였 

다. 피임방법에 대한 초(5-6학년) .중·고 학생의 지식수준은 60% 미만이며， 고등 

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성관련 지식수준은 

대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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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J 학교급별 성관련 지식수준의 남녀 차이 

100.0 50.0 0.0 50.0 100.0 

100.0 50.0 0.0 50.0 100.0 

1Gl'。 50.0 0.0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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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성교육 실태의 시사점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성교육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 

과같이 제시할수 있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 중 47.1%가 이성교제를 경험하였다. 물론 상급학교· 

고학년일수록 그 정도는 높아진다. 학생들의 이성교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서 성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어， 올바른 성 가치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기에 이미 순결에 대한 성별에 따라 따른 이중적 가치관이 나타 

나고 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혼전순결이나 혼외정사에 더 관대하고， 남 

성 자신은 혼전 성관계가 괜찮지만 배우자는 절대 안 된다는 이중적 성관념 내 

지 전통적인 성고정 관념이 나타난다. 

셋째， 혼전임신에 대하여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상황론적 입 

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여성에 한정된다. 상급학교·고 

학년일수록 신중한 태도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혼전임신에 대한 청소년의 신 

중성은 인공유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중론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가치이다. 즉， 본질적으로 청소년의 책임 있는 

이성교제와 성관련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며， 혼전임신의 경우 사 

후적인 국가프로그램의 마련도 중요하다 

넷째， 초(5-6학년).중·고 학생은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문제로서 성병· 

에이즈와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성문제 

가 청소년 사이에 점점 더 심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게다가 성관련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초등학생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학생들이 실생 

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질적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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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에도 미치지 못동}는 미흡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 

지고 있는 성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미흡은 동 문제의 사전예방과 사후 

치료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고 하겠다. 만혼현상， 스트레스 증가 등에 기인한 

후천성불임 증가， 인공유산 증가 등의 생식보건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저출 

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성관련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학교 성교육위 현실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교사나 상담전문가를 통한 상담 비율은 아주 낮다. 성장과정에서 성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문제는 점차 전문 

적인 상담치료를 요하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성 

상담 대상은 여전히 비공식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비공식체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성상담서비스를 원할 경우에 

대응하여， 국가사회적으로 그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일곱째， 초등학생과 중학교 저학년은 기술·가정(실과)과 특별활동·재량활동 

이 출산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과목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학 

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의 과정에서는 이들 과목 이외에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샌또는 보다 포괄적으로 인구)관련 교과목체계의 집중형 또는 분 

산형의 선택은 교육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관련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방법， 교육자재 등 개발과 교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이 절 

실히 요구된다.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출산관련 교육의 효과성이 부정적 

이므로， 성장과정에 따른 흥미 유발이 가능한 교과목체계 구축 및 시청각자료 

등 학습도구의 다양화가 긴요하다. 

제 6 절 청소년 가치관 실태의 소결 및 정책적 건의 

최근 우리나라는 만혼화가 보편화되고 비혼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소자녀관 혹은 무자녀관이 보편적인 가치로 등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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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가족 

문화와 노동시장의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의 의식과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만혼화 경향과 더불어 후천성불임증， 유·사산 등이 증가하여 여성 

의 생식보건을 저해하고 있다. 

결혼을 비롯한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언 

제나 옳고 그름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가 늘 변동하듯이 그 사회 속 

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가치도 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다양한 가치규범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치의 변화가 행 

위의 변화의 원인인지， 아니면 행위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의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가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으로 보는가 하면， 행위의 변화 

가 이미 일어난 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의 변화가 뒤를 잇는다는 해석도 존 

재한다. 궁극적으로 가치관과 사회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출산현상 

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 연계되고 있다. 

가치관이 사회경제 환경에 의행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는 하나 

일부는 가족생활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건전 

하고 건강한 가치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이 된다 

는 점을 인식한다면，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의 가치와 태도를 규명하교 교 

육이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일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2006-201이」에서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전달되어야 할 가족 및 

자녀 관련 가치관들을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 

하였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고정불변할 것만 같 

았던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 가치관의 변 

화에 대한 시각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교육계와 여성계 등에서의 청소 

년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공급자적인 입장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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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심층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교육인적 

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2뼈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원이 직접 표본학교를 방문 

하여 조사대상 학생 및 교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미 

래의 가임세대인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학생 

들(약 13，000명)을 전국 1327R 학교에서 확률계통추출법으로 표출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원 또는 교사에 의한 조사표 배포-회수 방법을 적용하였다 

학생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교사 조새초등학교 담임 2명， 중고등학교 1-3학 

년 담임 3명， 도덕교사 1명， 기술 가정교사 1명)를 약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이하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1. 주요 분석결과 요약 

첫째， 학생의 가족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입양， 

국제결혼 및 재혼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는 높은 편이나 여전히 완전한 수용 자세 

는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점차 약해지고 있으나， 일부 7}족형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도가 낮다 그럼에 

도 불구하교 71족에 대한 학교교육의 내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 중 

거의 반절이 71족에 관한 학교교육에 대해 비현실적이거나 식상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가족 

관련 학교교육 내용이 성장발달에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의 결혼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반절 이상이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는 1/5도 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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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반절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이다. 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저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낮으나， 성장하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다 그 결과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 시기는 실제 평균 초혼연령에 

근접하고 있다. 남학생이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 

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기대 결혼시기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 

일치 문제는 비자발적 비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결혼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학생의 60-70%만이 긍정적이다. 그러한 가치관으로 

결혼 시 개인보다 가족관계 중시， 마땅한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 안정된 직장의 

중요성， 충분한 수입의 중요성， 자아실현을 위한 비혼 선택 가능， 독신생활을 즐 

기기 위한 비혼 선택 가능， 결혼제도로 인한 비혼 선택 가능 등이 포함된다 결 

혼연령규범 준수， 교제이성과의 결혼， 부부간 갈등 시 이혼， 유자녀 시 이혼 등 

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이 내재된 결혼관 

련 가치관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면， 현대생활 여건에 

따라 만혼， 비혼， 이혼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태도는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남학생은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서 외모 둥 신체적 조건， 건강 등을 상대 

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며， 여학생은 경제력， 직업·지위， 믿음·사랑， 성격 등 상대 

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학생의 이러한 생각은 성인이 되면 더 

욱 굳어질지 모른다. 상급학교 및 고학년일수록 학생의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 

서 믿음·사랑， 성격， 경제력(소득·재산)， 직업 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 

나， 건강， 외모·신체조건， 종교 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은 감소하고 있다. 

셋째， 학생의 자녀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자녀 필요성에 대해 학생 중 3/4 

가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태도도 20%에 육박한다 학생들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성장과정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다른 조 

사의 결과로서 성인미혼과 기혼여성과 비교해보아도 명백하다 결국， 학생들이 

성장 및 사회화 과정에서 여러 여건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자녀가치관은 인생의 가치， 자 

녀교육 완수의무감， 노후 정서적 의존， 부부관계 공고， 노후 경제적 의존， 자녀 

양육보다 부모생활 중요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경향이 우세하다 반면， 사회에 



청소년의 결흔· 출산· 성평등 가치관 실태 161 

대한 의무감， 부부의 사회적 인정수단， 자녀를 통한 부모의 꿈 실현， 가문계승 

등 자녀가치관들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그 순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하였 

다. 생애경로 이행단계별로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생애경로 이행과정에 

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반면， 도구적(수단적) 가치는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으나， 무자녀 선호도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며， 판단유보까지 감안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상당 

한 수준이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소자녀관01 더 뚜렷하다. 자녀관에 대한 태도 

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본인의 자녀출산이유도 수단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것 

이 강하다. 학생들이 향후 자녀출산을 희망하지 않은 이유로는 ‘내 일에 전념’ 

과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 둥 개인주의적 이유가 자녀 양육비용 부담， 자녀 

의 힘든 공부 우려， 자녀의 왕따·체벌 우려， 부모 부양문제 등 가족주의적 이유 

보다 높다. 남자도 육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학생의 태도는 80% 이상으 

로 높으나， 학교에서 육아방법을 배웠던 청소년은 40%도 채 안된다. 학생의 

교육욕구와 교육당국의 공급간 불일치 문제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학생의 남녀역할 및 양성평둥 가치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현재 한 

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실제 가족생활에서 부모가 대체로 공평하게 7μ}를 분 

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현재 학생들은 집안일， 자녀 돌보는 일， 집안 

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는 의식 

이 미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를 보면， 학생들은 부부간의 

가족 내 역할분담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학생들은 생 

계부양과 일반적인 성별역할 분담에서 보다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부부간의 역 

할분담 해체에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즉，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와 자녀 

를 돌보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의 양 

성평등 의식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 

에서의 성평등 의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학생의 성평등점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즉， 연령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효과나 이성적 판단력의 증가 등에 힘입어 학생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점차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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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학생의 성관련 의식수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학생들 중 절반 수 

준이 이성교제를 경험하였으며， 경험률은 성장과정에서 높아진다. 남학생은 남 

성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여성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기에 이미 순결에 대한 성별에 따라 

따른 이중적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혼전임신에 대한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상황론적 입장이 강하며， 이는 대체적으로 여성에 한 

정된다 남학생은 혼전임신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 

로는 무책임성을 엿볼 수도 있다 

여섯째， 학교 성교육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학생은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성교 

육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성문 

제로서 성병·에이즈와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 

에 따라 성병 에이즈 예방방법，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는 50%에 

도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이다. 남녀신체구조와 임신 출산과정 등 아주 기초 

적인 성교육 내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도 80% 수준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본인 

의 성문제와 관련한 성상담자로서 교사나 상담전문가의 비율은 이-주 낮다 전문 

적인 서비스 부재 및 접근성 부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출산관 

련 교육 후 학생들의 소감은 지루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절 

반이상이다. 교육내응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학생들의 성 

문제는 점차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요하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교 학생의성상담 대상은 여전히 비공식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곱째， 학생들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태도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원인과 그 파급효과까지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저학년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이 미흡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 

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끽3 수준이며， 이는 관련 교육내용이 여전 

히 미흡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인지도는 절반수준이다. 

청소년은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해 가족 비중이 80% 이상으로 여전히 높으나， 생 

애경로 이행과정에서 노부모 부양책임자로서 국가사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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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닮째， 학생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 학교교육이 학 

생의 가치관 및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 

과이다. 가치관 관련 학교교육은 학생의 가족， 결혼， 자녀， 성평등 및 성역할 등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교육도 학생의 성 

관련 지식수준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던 학생 

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결혼 필요성 정도가 높으며，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태도가 강하며， 성평등적 역할관이 강하며， 그리고 성평둥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피임방법， 인공유산 부작용，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남녀의 신체 

적 구조， 임신 및 출산 과정 등 각 영역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 

2. 분석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적 건의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종합하면 향후 그들의 결혼·출산 행위나 성역할 

관 등은 현재 20~30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층은 

자녀를 희망하나 본인들을 희생시키거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갖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현 청소년들이 혼인기와 가임기에 들어서는 10년 내지 15년 후 한국 

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실효 

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개선될 때，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자녀수에 

근접하는 수의 아이를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결혼 및 

출산 행위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가 뒷받침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 

의 사고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가정교육，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사회 

교육 등을 망라한 평생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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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교육 

첫째， 기본적으로 가족·결혼·자녀·성역할·양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 

에 관한 교육 자체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들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을 다양 

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의 교육보다 다양한 

교과목의 여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내용이 청소년에게 다가설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관련 교과목 체계의 집중형 또는 분산형 

의 선택은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내용이 형식 

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수업시간도 충분히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출산 등 

에 관한 가치관과 성에 관한 교육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 

우에는 인구교육 등 특정한 교과목의 신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7}족·결혼·자녀·성역할·양성평둥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 

내용의 불충분성과 진부성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자료·기법 등의 개발과 교육 

내용 개선이 시급하다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성 연령 등 개인적 변수와 

가족 관계 등 가족적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학교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도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 및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출산관련 교육의 효과성이 부정적이므로， 성 

장과정에 따른 흥미 유발이 가능한 교과목체계 구축 및 시청각자료 등 학습도 

구의 다양화가 긴요하다. 

셋째， 가족·결혼·자녀·성역할·양성평등의 7}.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 

의 내용이 학생들의 사고에 조응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여학생들이 

일을 위해서는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 

성 인구의 절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교교육이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연구 결과 중 주목을 끄는 점은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 

년들에게 자녀에 대해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로 호주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출산 장려책을 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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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성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발달 과정상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로 심리적 위기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기에는 자칫 반인간적으 

로나 반사회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또한， 만혼현상， 스트레스 증가 등에 기인 

한 후천성불염 증가， 인공유산 증가 등의 생식보건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저 

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성관련 올바르고 정확 

한 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학교 성교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학생들의 이성 

교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어， 올바른 성 가치 

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문제가 청소년 사이에 점점 더 심해져 사 

회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특히， 성관련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 

게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초등학 

생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 

루어지기보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질적 수준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성상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혼전임신에 대한 청소년의 신중성은 인공유산으로 이어질 7}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중한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가치이다. 따라 

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혼전임신을 예방송F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즉 본질적으로 청소년의 책임 있는 이성교제와 성관련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며， 혼전임신의 경우 λ댐적인 국가표그램의 마련도 중요하다. 

여섯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지식체계는 청소년들이 

성장하여서도 영향을 미쳐， 사회총합적인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그 정책의 실 

효성이 낮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이라는 국가과제와 향후 개인적인 차 

원에서의 고령사회 준비와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교육은 저학년 

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정책에 대한 학교교육이 강 

화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 성장기에 일단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국가사회-가족-개인간의 분담체계에 대한 



166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7}족 결혼·자녀·성역할·양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 

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는 올바른 전달체계를 통해 확립될 수 있다 즉， 학생교육 

이전에 교육의 공급자적 위치에 있는 교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 

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고사 교육체계 구축 내지 개선이 시급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가정교육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성역할 양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가정(가족)의 영향은 매우 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교육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에 심각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와 많 

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라도 자녀와 좋 

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양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에 앞서 가정교육을 강화시키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야 하며，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과 연계하여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취학전 교육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의식이 상대적으로 어린나이에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 

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더 나아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성역할해체와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이는 학생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 전통적인 

이념에 대해서 지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가족문화가 미 

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이라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에 의해 양육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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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의 가치관 또한 전통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가치관이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완화되고는 있지만 ‘집안의 대를 잇는’문제와 같은 가부 

장제적 가치관이 여전히 잔존해 있을 수 있는 것은 정규학교 교육 전에 아미 

아동들의 의식에 전통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이 

렇게 어린시설에 뿌리내린 가치관은 성인이 된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젠더문제 

를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대안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이 중요하다. 

라. 사회교육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성역할 양성평등·성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학 

교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까지 유지·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구체적으로 정규 학교교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교 

육 이외의 매체(언론과 방송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교육을 통해 내재된 

학생 성인의 가족·결혼 자녀 성역할·양성평등·성 관련 가치관이나 지식을 생활 

속에서 실제화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행위주체의 가치관과 실제 행위는 반 

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과제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학교 졸업 후 성 

인으로 생활할 때 실제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 

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별역할의 해체를 위해 여성이 노동시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순한 참여보다는 

고용의 질이 보장되는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이 현실세계에서 실제화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좋은 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 남학생들이 자 

녀 돌봄과 집안일을 부부가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현실 

은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육아로 대표되 

는 가족 내 무급노동에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조건을 창출하지 

못했고， 제도적 지원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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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위와의 불일치를 완화하71 위해서는 남성의 。&육참여를 제도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교육은 학생의 결혼관과 자녀관 및 성평둥 의식 고취에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성관련 지식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과 성교육에의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관 

련 이해나 지식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한 정 

책적 건의들을 토대로 결혼·출산관련 가치관들과 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학교교육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 4장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 방안 

제 1 절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으며， 그 영향으 

로 인하여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낮은 출산수준 

과 빠른 노령화는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변화시키고， 신규노동력의 

부족， 노인부양부담의 과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현상 변화의 원인을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 

다. 정부의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의 수행이 산업화와 도시화와 함께 수행됨으로 

써 개인의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연령 상승， 미혼인구 증가， 이혼 증 

7]-, 무자녀 또는 소자녀 경향 증가 둥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출산은 가족 

내의 출산이 중심이므로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어려워진다면 앞으로 출산 수준 

의 상승은 물론 현재 수준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 변화는 개별적인 지원이나 단기간의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다. 과거 출산 억제를 위해 소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10년 이 

상(1960-1970년대) 유지하면서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이 장기적인 목표 하에 지 

금부터 미래세대인 초·중등학생(초중고 학생)에 대해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미래세대의 친 결혼관 및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초·중등학생 대상 학교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중고 인구관련 교과서의 개선방 

향과 내용을 제시하며， 학교교사를 위한 교재개발 및 종합교육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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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수행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장래에 출산력 회복을 

위한 초·중등학생 가치관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현재 초·중등학생의 결혼·자녀 

에 대한 가치관 현황을 진단하였다. 이러한 기초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로서 

미래세대의 결혼·자녀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교육과정 개편의 일정에 맞추어 가치교육의 단계적 반영 방향과 효과적인 학교 

교육을 위한 접근단계(교사교육 포함)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여기에서 적용한 연구방법들로는 문헌분석， 조사결과 심층분석， 국내외 사 

례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 청소년의 가치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본 「저출산·인구고령화 대응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 

한 r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 

용하였다. 양적조사결과의 분석 이외에 초·중등학생의 가치관과 변화 원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급 학교현장과 

교원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효과적인 교육방향 제시를 위한 자료도 수집하 

였다 외국 사례 분석은 우리나라와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일본과 미국 및 호 

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 2 절 청소년의 결혼·자녀 가치관의 의미와 본질 

역사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미래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였다 

예전에는 과도한 출산으로 인한 인구 팽창이 문제로 지적되었다면， 오늘날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미래 인구구조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들로 논의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인구과잉이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 

으며 국가적으로 가족계획정책을 수립하여 출산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경 

주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정반대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 

산율과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력을 높이 

는 것이 국가적 명운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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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관과 출산관을 갖도록 사회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급한’ 주장과 달리 많은 청소년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 

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인구구조의 변동을 이끌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 기 

반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소극적인 결혼관과 출산 

에 대한 태도는 쉽게 변화될 것 같지 않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시급하 

고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청 

소년들의 결혼·가족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 혹은 소극적 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은 사회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담당할 세대로서 이들이 결혼과 

가족 및 출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회 존립 

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예전에 비하여 결 

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다. 예를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r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따르면 20-44세 미혼남녀 중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미혼 

남성은 29.4%, 미혼여성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생물학적 과정인 고령화와 달리 

저출산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 노력이 의미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하 

는 것이 핵심 과제인 것이다 

1. 가치관의 의미 

가치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것， 적절한 것， 좋은 것， 그리 

고 좋지 않은 것 등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을 말한대남궁달화， 2002) 주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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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개인이나 집단은 구체적인 선 

택이 자신에게 미치게 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결혼 적령기에 달한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할 것인 

가 혹은 독신으로 살 것인7r，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취업할 것인7r， 결 

혼한다면 자녀는 낳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등과 같은 선택도 마찬가지 

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개인들 간에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 

다는 점이다. 개인 혹은 집단 간에 발견되는 선택의 차이는 특정 상황에서 무 

엇을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사람들 

은 개인마다 무엇을 판단하거나 행동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일정한 준거와 기 

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 준거와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생각 

과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나 집단은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준거로 활용하 

는 일련의 ‘가치체계’(v，따ue system)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치에 대한 관 

점과 견해를 가치관이라고 한대남궁달화， 2002). 정리하면 가치란 ‘사람들이 자 

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을 판단할 때 정의적 및 인지적 요소를 종합하는 

평가적 신념’(ev，따uative beliet)을 말한다. 따라서 가치는 옳고 그름， 긍정과 부 

정， 선과 악， 바람직함과 그렇지 못함 등에 관한 기본 신념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평가적 신념으로서 가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가 

치’(v머u밍를 ‘어떤 한 상태보다 다른 상태를 선호하는 포괄적인 경향성’으로 이 

해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쩌Ofstede， 1995). 결혼·가족·출산 

가치관도 결국 청소년이 각각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적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Schw따tz와 Bils때(198끼는 가치의 

특징을 특정 집단이 객관적으로 공유하는 규범(nonns) 체계， 특정한 상황을 초 

월하는 문화적 이싱~c띠tur외 id빼， 행동이나 일에 대한 선택과 평가를 이끄는 

도덕적 판단， 즉 행동의 평개없S않，sments of action),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바람 

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념(beliet)， 바람직스러운 것 또는 그렇지 않은 것 

으로 간주되는 대상(0비ects)， 인간이 마주하는 환경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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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규칙적으로 반응하도록 뿌리깊이 상징화되어 있는 가치지행v띠ue 

ori히ltatiOns)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가치는 행위 또는 상태에 대한 인간의 선택 

이나 판단의 기준 또는 표준과 관련된 신념， 아이디어 또는 태도 동을 의미하 

는 것이대양종회; 1맺1). 

그런데， 가치는 인간에 따라 그리고 사회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개인적 가치관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특정한 문화적 환경에 의해 상당 

한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에 기초하여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목 

적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제도를 정당화하게 된다. 따라서 가치 

에 주목하게 되면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개인의 행위와 사회구조의 관계 

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래세대인 청소년 

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들의 삶과 행동의 배변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미래 사회를 전망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2. 청소년 가치관 정립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의존， 불안정， 미성숙 둥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아동기 

에서 독립， 안정， 그리고 성숙을 특정으로 하는 성인기로 옮아가는 이행 

(없nsition)단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관은 청소년기에 형성되고 체계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후기는 가치관이 형성 

되어 개인의 신념으로 자리 잡는 시기이다. 성인으로서의 삶은 청소년들이 이 

시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미래 세대인 청 

소년들이 이 시기에 가족과 결혼에 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것들은 성인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 중요한 이유는 다 

음과같이 정리할수 있다 

첫째， 가치의 다양성이다. 가치는 개인의 경험적 산물이대남궁달화， 200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174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가 

치관은 매우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가치 판 

단의 준거가 모순되지 않게 일목요연하게 작휩}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경쟁 

하는 가치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치관은 개인 혹은 

집단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 

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가치 판단을 존중하 

는 것은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펼수적인 요건이다. 청소년기가 이 

와 같이 선택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가치 정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어떠한 삶의 경 

험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한편， 가치관이 다양하다는 것은 개인적 가치 판단의 근거와 집단의 가치 판 

단 근거가 다를 수 있는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 

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판단이 준거와 달라 갈등을 경험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 혹은 성전환 등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 

람은 사회적으로 소수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주류 가치와의 다름으로 인하여 다양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판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으로 우 

월한 것은 아니며， 무조건 소수자들의 가치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절하하 

거나 무시하는 것은 소수자의 권리를 해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치 

관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세대간에 전달되며 지속적이며 사회나 집단의 구성 

원에 의해 공유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는 가치의 안정성이다 가치는 비교적 일반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평가의 내적 기준이다. 가치관은 일생 동안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 

이 있다떼버n and Pilia뼈， 2뼈). 이 말은 가치관이 한번 형성되면 절대로 변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가치관 

은 새로운 문화의 출현 동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청소년 가치관의 

특정은 성인 세대에 비하여 비교적 유동적이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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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다 특히 교사와 부모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유의미한 타자의 영향 

이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조소연과 오윤자의 연구띠001)에 따르 

면 미혼 청소년의 가족 가치관은 어머니의 가족가치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아버지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 

기에 누구와 상호작용하고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 

하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일생 동안 어떤 가치 판단을 할 것인가 

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셋째는 가치의 책무성이다. 가치는 책무성(aα:ountab피ty)과 갈등회피(배lingness 

to concede ∞펴icts) 등 선택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떼버n 때d 돼ia때1， 2뼈).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갈등하지 않고 한결같이 일 

관되게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행위자들은 대부분 경쟁하는 가치들 중에 

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가치에 주목하게 되고， 그러한 가치에 

따라 선택 행위를 하게 된다 이때 개인은 그러한 선택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지게 될 책무성을 고려하게 되고 동시에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될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개인이 사회적 및 경제적 동기를 고려하여 선택을 결정하 

는 까닭에 가치 판단은 상황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청소년의 가치관은 성인의 가치관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특정한 문제 

에 대하여 보수적 혹은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심지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택 행위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성인 세대와 달리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은 개인적， 가족， 그리고 친구 

등의 압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의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한다. 

3. 청소년 가치관의 형성 요인 

Hi버n과 Piliavin(21뼈)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정리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가치관은 생물학， 가족 특성， 인종과 성， 사회구조(사회계급·교 

육·직업)， 이민 혹은 이주 경험i 연령 집단， 종교， 국가 및 인구학적 특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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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영향을 받는다. 생물학적 입장에서 사람이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가치관이라는 것이 사회적 적용성을 높이는 진화 과정 

의 일부로 파악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생태적인 것으로 가치를 바라보 

는 입장과 달리 가장 주된 입장은 가족， 사회구조， 거주지 등과 같이 주로 청소 

년의 환경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영국에서 5-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Holl빼와 Thomson(1999)은 청소년의 가치관이 성않ender)， 거 

주지(10않tion)， 그리고 사회계급(soci따 class)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 

다 이러한 가치관 형성 요인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부모를 비롯한 성인 세대의 가치 

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치관의 세대 간 전수는 부 

모， 즉 성인에서 자녀， 즉 청소년으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형태로 인식되었다 가 

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가치사회돼value soci때zation) 모텔은 자녀가 부 

모의 태도나 기대를 내면화하는 것을 가정하였다떠I껴u따t and Silbc:πe없 때4). 

전통적으로 자녀는 부모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의 핵심 가치들이 가정 내에서 학습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다고 본다 조소연·오윤재:2001)의 연구에 따르면 미혼 성인 자녀의 가족주의 가 

치관에 어머니의 기족주의 가치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ohn(1983)은 이러한 관점이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신에 자녀들이 지니는 가치는 생각보다 부모들의 가치와 높은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부분 

이 더욱 크다고 주장한다. 부모에서 자식으로의 가치 전수가 진공 속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가정할 때 

부모의 통제나 지식을 벗어난 요인들이 자녀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곳에 

서 다른 방식으로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가 

치관이 가족 내에서 부모의 가치관을 상당 부분 전수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교적 상관관계 

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가치들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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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입장， 종교적 신념 그리고 생활방식 등과 같은 것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다(Kohn， 1983). 

다음으로 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별적 형성이다. 청소년의 가치관에 있어서 

성차는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Hol1and와 Thomson(1999)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이 남성에 비하여 약물 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흔 혼외 

성관계， 동성애 등 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정명숙·김혜 

리(2005)의 연구에서도 가족가치관(가족주의， 성역할， 결혼， 효도)에 있어서 성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족가치관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접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김경신(199잉도 청소년기에는 남성이 여성 

보다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의 가치관이 성에 따라 분화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가족과 결 

혼에 대한 가치관 또한 성에 따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연구결과 

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사회적 환경에 따른 차이이다.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에는 사회계급， 교 

육수준， 거주지역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가치관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약물 등에 대하 

여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심 빈민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가 

장 보수적인 생각을 보였다. 또한 출산율은 계급 및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 

여 첫 아이를 더욱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 기회비용， 그리고 피임효과 등과 같은 요인 

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은 출산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이가 출산규모 

와 시기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득수준과 가치관도 일정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수 

의 자식을 갖는 것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 

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식을 갖는 것이 삶에도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의 하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경우，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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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대안적 선택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식을 갖는 것은 투자의 성격이 강 

하였으며， 때문에 많은 자식을 갖는다는 것에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정부의 관련 정책이다.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가족계획 정책은 그 대표 

적인 예이다. 가족계획은 산업화의 유물이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은 근 

검， 절약， 저축과 합리적 투자 등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로 간주하 

게 하였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였다. 가족계획은 이와 같은 가치의 산물이었다. 예를 들 

어， ‘아무 생각 없이 자식을 많이 낳아 낭패 보기 십상이다’는 식의 가족계획 

슬로건은 계획적 삶을 잘 드러낸다. 더구나 교육받은 사람은 자녀 출산을 포함 

하여 삶을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식의 인식은 다자녀 출산 가족öl '-t 여 

성을 무식한 사람으로 펌하하는 분위기를 낳았다 오래된 가족계획은 자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매스컴， 인터 

넷， 교사 등은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타자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송다영 외(2003)는 교사가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이혼에 대하여 부 

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한 부모 가족의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인식은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 

4. 청소년 가치관의 특징 

청소년의 가치관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볼 경우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해서 

도 비슷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미성숙 

한 청소년에 대하여 계몽적 태도를 갖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성인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경 

향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의 가치관을 물질만능， 안일주의， 이기주의적 

가치관의 팽배로 규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대체로 한상철 외(1998)， 권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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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에 의한 청소년 연구들은 그러한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권이종(1998)은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가치관 갈등의 성격을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이탈 

로 인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의 갈등，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차이와 

혼돈으로 인한 아노미 현상 발생， 서구 중심의 가치관에 대한 극단적 추구의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치관은 고정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그것이 성인세대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정명숙· 김혜리， 2005). 

청소년의 가치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 

한다 성인들과 달리 청소년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개방적이기 때 

문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 태도도 비교적 쉽게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청소년을 하나의 통일하고 등질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가정하 

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청소년들 또한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 

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세대는 다양한 층위로 구별된다. 정명숙· 김혜리(2005) 

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대학생 중에서 고등학생이 다른 두 청소년 집단과 특 

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가족중심 가치관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 

치관도 중학생이 가정화목인 반면에 고둥학생은 자아실현으로 다르게 나타났 

다. 이러한 사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별하여 가치관 정립 관련 프로그램 

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정태연·한광희(2001)의 연구에 따르변 20대 청소년들은 청소년 세대가 특정 

한 가치관에서 성인 세대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청소년 세대가 서양문화의 부정적 측면에 성인 세대에 비하여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퇴폐적이고 감각적이며 이기적이고 소외된 가치관과 행동을 보인다고 

스스로를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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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청소년의 결혼·자녀 가치관 개념과 특성 

1. 청소년의 결흔가치관 

결혼가치관{marriage V:어U않)이란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으로 결혼이나 결혼과 

관련된 개인의 가치관을 말한다. 출산가치관도 개인이 출산이나 출산 관련 문 

제에 대하여 견지하고 있는 신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과 자녀， 출산과 관련 

된 가치관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가족가치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결혼 

(marriag히이란 두 사람의 성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접촉이 사회적으로 공 

인된 결합체라고 할 수 있대Gidd없s， 1992). 결혼을 통하여 가족이 형성되며， 

두 사람에게는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다양한 친족관계가 생겨나게 되며，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모와 자식관계도 형성된다. 결혼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가능 

하게 하는 생물학적 재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규범이다. 청소년의 결혼관은 가족 및 자녀 출산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제도로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 

러 가지 점에서 예전과 많은 차이가 있다. 출산율의 감소와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1998년 33.6%에서 2002년에는 25.6%로 줄어들었다 

(사회통계， 1998-200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지 

켜야 승F는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대유계숙·정현숙， 200이 부모 

세대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부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자 

녀를 두는 것에 비하여 청소년들은 사랑을 결혼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 

신에 과거와 같이 자녀 출산만을 목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앞서 제3장에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 

한 r2;뼈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새정부승인통계 



초· 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 방안 181 

제(뼈21호)J 결과로 나타난 현재 초중고 학생의 결혼관의 주요 특징들은 다 

음과같다. 

첫째， 현재의 초중고 학생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다. 학생들 중 16.8%만이 결혼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이는 2002년도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5.6%보다 줄어 

든 것이다. 심각한 것은 반드시 결혼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초등학생 14.2%, 중 

학생 15.8%, 고등학생 18.9%로 후세대일수록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간에 비해 반절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이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응답한 

비율로 보면， 남학생(21.5%)에 비해 여학생μ1.3%)이 결혼필요성에 대해 더 부 

정적이었다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과 기회비용 손실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여학생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 중 향 

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92.3%(남학생 94.9%, 여학생 89.4%)로 높으나， 

여전히 8%정도가 비혼 의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비혼의향 

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래세대의 결혼필요성에 관한 가치관이 현 

재대로 지속된다면， 비흔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다. 

둘째， 현재 초·중 고 학생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시기(평균초혼연 

령)는 남성 27.4세， 여성 26.0세로 나타났다. r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 

사」에서 성인미혼남녀(20-44세)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시기(평균)인 남 

성 30.6세， 여성 28.9세에 비하면 낮다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평균 27.4세로，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 인 결혼연령은 

평균 27.2세이다. 이는 실제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 30.9세보다는 낮으 

나，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27.7세와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시기가 늦추어지는 경향 

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사회진출， 육아 부담， 결혼에 대한 부담을 여학 

생이 그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미래세대의 결혼시기에 관한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은 한， 만혼현상은 심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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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결혼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태도를 통해， 현 

재 초중고 학생들의 결혼가치관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 번째로 학 

생들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상황에 따른 선택으로 가치를 두고 있다 그 근거 

로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목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73.6%,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 

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 73.1%, “내가 하 

고 싶은 공부나 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 

64.5%,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 

60.6%,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 

75.8%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학년이 올라갈 

수록，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법률혼이 규범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이혼이나 성과 관련하여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가치관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는 견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초등학생 17.6%, 중학생 15.0%, 고등학생 

42.0%,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변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해 

초등학생 19.6%, 중학생 27.3%, 고등학생 40.5%,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 

다”는 견해에 대해 초등학생 20.6%, 중학생 22.8%, 고등학생 31.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성문제와 관련된 태도를 제외하고는 여학생들이 남 

학생들보다 더 진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세 번째로 학생들 사이에 전통적 

이고 보수적인 결혼규범에 대한 구속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 

로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관계를 더 먼저 생각한다”는 견해에 대한 찬성이 초 

등학생 83.4%, 중학생 73.4%, 고등학생 67.9%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족주의적 

성향이 증가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초등학생 59.4%, 중학생 63.7%, 고등학생 78.5%,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초등학생 46.0%, 중 

학생 37.7%, 고둥학생 37.0% 등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수적인 태도가 줄어 

드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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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이러한 결혼가치관은 가족가치관과도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족 

가치관(f:뻐피y v외U않)이란 가족에 대한 행동의 일반적 경향성이나 그와 같은 행 

동에 내재된 신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족가치관은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 

구성과 관련된 기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가치관은 다양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옥선회{198씨는 가족가치관을 배우자 선택과 결혼관， 가족관 

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구분하였으며， 김경신(1998)은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을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 및 부양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으로 가족(F때피y)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성적 관계의 조직이자 생물학적 

인 짝짓기와 생식과정을 통하여 성적 요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사회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사회제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가족은 한 가족이 출생하여 

소속하게 된 방위 가족(orientation f;빼y)과 한 개인이 성인으로 소속되는 가족 

으로서 자녀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되는 생식 가족(proσeation f:때ily)으 

로 구분된대Giddens， 1992) 뿐만 아니라 가족은 경제적 생산조직， 재산의 배분， 

노동의 사회적 분업， 문화의 전수와 아동의 사회화 등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 

대Tumer， 2(05). 그러나 이와 같이 생물학적 관계에 기초한 가족 개념은 다양 

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예전과 달리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가족의 중요성과 기 

능이 약화되었으며， 가족 형성의 방법과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 왔던 경제적 생산이나 정서적 안정 등과 같은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 유 

형이 출현하고 있다. 결혼을 통하여 형성된 7}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고 있으며， 대신에 동거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홍승직(1969)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고…가문을 존중하며 ... 자녀의 효도심을 

강조하고 가계를 존중하는 수단으로 조상숭배의 사상을 제사를 통해 반영하는” 

제도로 규정하였다(양종회， 1999: 76에서 재인용). 그러나 유계숙· 유영주{2oo기 

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가족형태는 부부와 그들이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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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편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3세대 이상 확대가 

족，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자녀를 키우는 미혼요 무자녀 별거부부 등이었다. 

반면에 ‘가족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형태를 살펴보면， 재혼을 앞둔 편부모가족， 

사별한 처의 전혼 자녀를 키우는 계부와 그의 동거녀로 구성된 관계， 공동체 가 

족， 동성애 커플과 그들 각자가 낳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사촌 이상의 친척관 

계로 구성된 확대가족， 친지나 애완동물과 동거하는 단독 노인 가구， 전인척 관 

계였던 두 가족， 자신의 조상， 독신자 가구 등이었대유계숙·유영주， 2002) 

앞서 제3햄1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

따b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 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새정부승인통계 저}야m1 

회」 결과로 나타난 현재 초중고 학생의 가족관의 주요 특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다 그 근거로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대71. 1 %)",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 

대61.3%)"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아직 보수적인 가치관을 보인다 

그 근거로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58.7%)", “아버지나 어머니자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33.7%)"， “남녀 

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대33.4%)"， “결혼하지 않아 

도 자녀를 가질 수 있디{21.6%)" 등 재혼을 제외하면 부정적인 태도가 강했다. 

그러나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높아져， 점차 다양한 가족형태 

에 대해 개방적으로 가치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은 한 집에서 조부모와 동거하는 것에 대해 62.5%가 찬성하고 

있으나， 상급학교·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 

생의 부모를 돌볼 주체에 대해 가족 비율이 84.2%로 압도적으로 높으나， 초등학 

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부모 스스로 해결과 국가·사회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요컨대，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노부모 봉양에 대한 가치관은 아직 조 

부모와 함께 살고 노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경향이 

강하나， 이러한 가치관은 성장하면서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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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조부모 동거 선호도 
(단위%， 명) 

구분 
uH 조 *으E 좋을것 싫을것 매우싫을 

모르겠음 계(명) 
것같음 같음 같음 것같음 

전체 14.9 47.6 16.4 3.4 17.7 100.0 (11,236) 

학교급( x2 =230.8***) 

초퉁학교 22.2 46.4 9.6 2.2 19.7 100.0 ( 1,895) 
중학교 15.1 48.0 15.3 3.5 18.1 100.0 (4,749) 
인문고 11.4 48.7 20.4 3.4 16.1 100.0 (3,631) 
실업고 13.0 44.1 20.4 5.1 17.5 100.0 ( 962) 

주: * p<0.05, ** p<O.OI, *** p<O.OOI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3. 청소년의 출산과 자녀양육 가치관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도 청소년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따enth뼈)은 자신이 책임지고 양육할 자녀를 

둔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통하여 부모됨의 의미를 학습 

하고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부모 모습과 역할을 정립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들이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가족， 결 

혼，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부 

모가 되는 방법에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직접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 

는 경우가 있지만 입양 동의 방법을 통한 방법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 

의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자녀만 두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부모됨의 

의미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이 어떠한 부모됨의 의 

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무자녀(chil버essn않s) 선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장진경(2005)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출산·자녀관과 출산정 

책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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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출산 및 자녀관에 대한 일반적 경향 
출산및 자녀관 일반적인 인지수준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4 12.7 

대체로그렇지 않다 185 25.0 

자녀 출산의 책임 생각해 보지 않았다 64 8.7 
대체로 그렇다 329 44.5 

매우그렇다 67 9.1 

자녀는반드시 필요 430 58.2 

자녀가 없어도무관 205 27.7 

자녀에 대한생각 
아들은꼭필요 26 3.5 

딸은꼭필요 32 4.3 

입양을 해서라도 자녀 필요 17 2.3 

기타 29 3.9 

자녀를가질 생각 
예 694 94.0 
아니오 44 6.0 

배우자와의 사랑 485 72 .1 

나를닮은 핏줄이 204 30.3 

노후에 경제적 부양 28 4.2 

자녀가필요한이유 
외로움해소 144 21.4 

결혼생활에 도움 161 23.9 

가계계승 44 6.5 
부모가되보고싶어서 230 34.2 

기타 28 4.2 

자료: 장진경?미흔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2005. 

제3장에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

2뼈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새정부승인통계 제 

06021호)J 결과로 나타난 현재 초중고 학생의 가치관의 주요 특정들은 다음 

과같다. 

첫째， 초·중 고 학생들 사이에 자녀 출산이 보편적인 가치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즉， 학생들 중 75% 이상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상급학교일수록 자 

녀가 ‘꼭 있어야 한다’ 비중이 줄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비중이 늘어나， 자녀 

필요성의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의 향후 출산의 

향은 83%(반드시 출산 33.8%, 가능하면 출산 49.1%)로， r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새한국보건사회연구원)J 에서 나타난 성인 미혼남성 93.1%, 미혼여성 

88.7%에 비해 낮다. 이러한 비율은 초등학생 26.0%, 중학교 31.1 %, 인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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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실업고 41.0% 등으로 저학년일수록 높다. 저학년이 아직 자녀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으나， 세대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하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클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일반적인 가치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과 같은 

권력 지향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며， ‘자유로운 생활’이나 ‘목표를 달성하고 성 

공하는 것’과 같은 자기 지도 및 성취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하는 경향 

이 있다. 

〈표 4-3) 일반적 가치에 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명) 
평균 

중요 중요 중요안함 중요 안함 접수 

면안한생활 73.0 25.3 1.4 0.4 100.0 (11 ,228) 3.71 

풍요로운물질생활 44.6 46.4 8.1 0.9 100.0 (11 ，22이 3.35 

더불어 사는 삶 55.2 39.3 4.7 0.8 100.0 (11 ，21낀 3.49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53.6 37.7 7.4 1.4 100.0 (11,216) 3.43 

자유로운 생활 67.5 28.8 3.1 0.6 100.0 (11 ,214) 3.63 

인간에 대한사랑 64.6 30.8 3.8 0.8 100.0 (11,214) 3.59 

화목한가정 80:2 17.6 1.5 0.6 100.0 (11,221) 3.77 

여가생활 60.0 34.5 4.7 0.8 100.0 (11 ,214) 3.54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것 50.5 37.4 10.7 1.4 100.0 (11 ,212) 3.37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있는 힘 27.4 32.9 30.5 9.3 100.0 (11 ,190) 2.78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73.3 23.1 2.7 0.9 100.0 (11 ,226) 3.69 
주: 매우 중요，'"4점， 대체로 중요，=3점， 별로 중요 안힘=2점， 전혀 중요 안힘=1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동 7t;<]관 조사'J ， 2뼈. 

특정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정도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살펴보면， 편안한 생 

활을 중요시 하는 학생들은 다자녀(4명 이상)를 희망하지 않고 있으나， 화목한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학생들은 자녀수 4명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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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편안한 생활의 중요도별 희망자녀수 

홍쇼 
1
j
l
l
l

너
 
•• 
-
.
-
의
「
「

1
|
1

」
」
‘
-
.
-
.
『
「

l
l

’l
|
 •• 
l ·1 
1 1 
닐
 -
-
-
-
」

며
-
며

a
 

며
。
 
며
。
 
며
-

A
낙
 

q
]

〔
/
」

1l 

nu 

0% 20% 40% 60% 80%00% 

빽편안한 생활 중요함 l편안한 생활 중요하지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그림 4-2J 화목한 가정의 중요도별 희 망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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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성평등 7찌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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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과 성인 가치관의 유사성과 차이점 

개인이 선택 상황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은 문화 

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치관이 다양하다는 것은 공 

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는 연 

령집단에 따른 구분을 의미한다. 개인에 따라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 

은 분명하지만， 동일한 연령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 비교 

적 유사한 사회적·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비 

교적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령집단에 의 

한 가치관의 차이를 세대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대정명숙·김혜리， 2005) 

가치관의 세대 차이는 연령집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의 차이 

그리고 문화 및 사회변화의 다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세대의 정 

서， 의식구조， 행동 및 생활양식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세대 차 

이는 심각한 사회갈등의 소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세대 간 차이로 인한 갈 

등은 겉으로 드러난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갈등도 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성인세대와 청소년세대 라는 표현들은 모두 이러한 연령집단을 지칭하 

는 것들로 이러한 세대 간에는 가치관， 윤리의식， 사회 및 미래관에 대한 분명 

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경쟁하고 있다. 유럽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가치관이 생 

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대As빠'ord and Timms, 1992). 

그러나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세대 간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려 

져 있대나은영 · 민경환， 1998).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 

면 세대차이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대정태연 한광희， 2001). 실제 

로 한국인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녀 간의 성별 차이는 줄어드는 

반면에 연령에 따른 세대 차이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나은영-차 

재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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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정소년의 가치관 변화: 1979, 1998 

H 

τ
 

구
 

떠받들어야 할 것 윗사람이 틀릴 때 
나라 자신과 가족 모른 척 지적 

(단위: %) 
함께 행복하려면 
인내 시정 요구 

1979 1998 1979 1998 1979 1998 1979 1998 1979 1998 1979 1998 

남자 66.7 28.3 33.3 71.7 13.0 9.4 87.0 90.6 19.0 34.2 81.0 65.8 
성별 여자 50.7 27.9 49.3 71.8 39.0 16.4 61.0 83 .3 52.0 33.6 48.0 66.4 

..• ‘‘ 

20-29 51.0 7.8 49.0 82.0 12.3 8.2 87.7 91.3 34.0 19.2 66.0 80.8 
연령 50-59 66.3 36.5 33.7 62.9 17.3 20.4 82.7 79.6 58.0 47.3 42.0 52.7 

세대차 15.3 28.7 -15 .3 -19.1 5.0 12.2 -5.0 -1 1.7 24.0 28.1 -24.0 -28.1 

자료: 나은영청소년의 결혼·출산·양성평동 관련 가치관 실태조사~， 2005 재구성. 

나은영(200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성 인에 비하여 1970년대 말에 비 

하여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세대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세대 차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병언 김의철·박영신 

(2뼈)은 청소년과 성인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흥미롭거l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성인보다 가치관이나 역할행동에 있어서 보다 

진보적이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직업보디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과 

같이 인기 있는 직업을 더욱 부러워하였다. 이에 비하여 성인은 성역할이나 부모 

자녀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어서 전통지향적인 보수성이 강하고， 자기효능감이 높 

을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대김명언 외， 

2뼈1). 7}족 및 결혼에 대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정명숙· 검혜리의 연구(2뼈에 따르면 7}족주의와 관련하여 노인이 성인 및 

중고등학생 보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흥미로운 것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가족중심 가치관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 

는데， 결혼을 중시하는 태도는 ‘노인〉성인〉청소년’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청소 

년 집단만을 살펴보면， ‘대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이나 결혼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결혼가치관에 있어서 세대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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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령 집단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전체적 

으로 가족 및 결혼을 중시하는 생각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태 

연·한광희(2001)도 한국의 의식구조에서 청소년과 성인 세대 간에는 가치관에 

있어서 유사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더욱 크다는 연구 결과 

를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성인의 가치관이 반드시 다른 것만은 아니다. 김명언 등 

Q뼈)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세대 모두 가정의 화목을 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는 정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행복한 가 

정， 부모에 대한 효도， 화목한 가정생활 등을 목표로 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대김명언 외， 2;뼈1). 김경신 

(1998)은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의 가족가치관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표 4-5>와 같은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연구결과 청소년 세대의 경우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제외하고 다른 가치관에서 모두 중간접(3점) 이하를 보여 노 

년 및 중년 세대와 비교하여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및 세대별 차이 

구분 
노년 중년 청소년 

F 
Mean SD Mean SD Mean SD 

결혼관 3.44 0.51 3.07 0.38 2.39 0.43 469.49*** 
결혼의 필요성 4.45 0.69 4.05 0.70 3.51 0.51 112.95*** 
이흔재혼관 3.79 0.99 3.20 1.02 2.31 1.06 154.42*** 
자녀관 3.70 0.70 3.02 0.60 2.39 0.60 312.69*** 
자녀의 필요성 3.98 0.75 3.41 0.74 2.91 0.85 13 1.77*** 
남아선호사상 3.69 0.97 2.63 0.84 1.82 0.78 340.86*** 
가족관{부양 효도관) 3.39 0.55 3.01 0.51 2.88 O얘 75.87*** 
가족의 중요성 4.23 0.59 4.05 0.57 3.76 0.68 45.17*** 
가족주의 가치관 3.91 0.54 3.47 0.48 3.02 0.51 219.34*** 

주 ***p<.OOI ， 평균의 경우 3점이 중간점이다. 

자료: 김경신~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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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외국 청소년의 가치와 가치교육 

1. 일본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출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반전시키기 위하 

여 사회의식을 개선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젊은 세대의 불안감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자돼少子써 대책을 수립 

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엔젤계획’(뻐ge1 Plan, 1994년)과 ‘신엔젤 

계획’이ew An맹 Plan, 1999년)， 2004년에는 ‘新新엔젤계획’이ew New Angel 

Plan)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자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 

자화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만혼화(曉婚{비의 진행으로 인하여 미혼율이 증가 

하게 된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일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논 부담감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 

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소자화 대책의 기본 방향을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에 

대한 부담감과 자녀 양육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가정과 자녀 양육에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두고 있디{文홉g科學省， 1998). 

소자화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실시한 정부에 대한 요구조사 결 

과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의 충실(70.1 %),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의 정비(64.0%)， 보육소의 증설(55.0%)， 재취업 환경의 정비(54.6%)， 세심한 

보육 서비스의 충실(52.5%)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의 소중함에 관한 교 

육과 계 1렐29.6%)은 비교적 요구 정도가 낮았대文홉附學省， 21뼈). 

〈표 4-6) 일본 소자화 사회 대책의 관점과 주요 과제， 2005 

3대 관점 4대 중점 과제 

1. 자립에 대한 희망과 힘 1 청소년의 자립과 씩씩한 아동의 육성 
2. 불안과 장벽의 제거 2.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운영개선 
3. 새로운 양육지원과 연대 3.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해 

4. 새로운 양육지원과 연대 

자료: 일본 文離擺省， 2뼈. 



초·중등학생의 결흔 및 자녀 가치관 정립 방안 193 

일본에서는 청소년의 육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내각부 소속 공 

생사회(共生社創 정책총괄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관에 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었다. 조사 결과， 일본에서도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결혼 

관， 이혼관， 자식관 그리고 부부관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내각부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에 관한 의식조새2뼈)에서 

는 청소년의 결혼관과 자녀관을 조사하고 있다. 21뼈년 15-30세까지의 청소년 

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희망을 묻는 질문에서 기 

혼재12.7%)를 제외하고， 미혼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지금은 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할 것이다’라는 사람이 54.1%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좋은 상대가 

있으면 하고 싶지만，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16.8%)， ‘빨리 하고 싶다’μ.7%)， 

‘결혼할 마음이 없다’μ.4%)， ‘곧 결혼할 예정이다’(2.1 %)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 

과 연령별에 따라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줄어 

드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7) 성·연령별 결흔에 대한 희망， 때4(일본) 

구분 사례수 기혼 @ @ @ @ @ @ 

총계 4,091 12.7 2.1 4.7 54.1 16.8 4.4 5.3 

남재계) 1,917 8.4 1.8 4.2 56.2 16.1 5.7 7.7 

15-17세 433 0.0 0.0 2.8 59.8 15.0 6.9 15.5 

18-20세 475 0.8 0.0 3.4 63 .4 19.8 5.3 7.4 
21-23세 341 5.0 0.9 5.3 66.0 15.0 4.7 3.2 
24-26세 303 13.2 3.6 6.6 48 .2 14.5 6.9 6.9 
27-30세 365 27.4 5.5 3.8 40.0 14.8 4.7 3.8 
여재계) 2,174 16.4 2.3 5.2 52.2 17.4 3.3 3.1 

15-17세 441 0.0 0.2 3.6 65.3 20.2 4.8 5.9 
18-20세 447 2.5 0.0 6.5 65 .1 19.0 4.0 2.9 
2 I-23세 398 6.3 1.8 6.8 64.6 16.1 2.8 1.8 
24-26세 379 21.9 5.3 6.9 43.8 16.6 2.4 3.2 
27-30세 509 46.8 4.5 3.1 26.1 15.1 2.6 1.8 

주:CD 곧 결혼할 예정이다，(2) 빨리하고 싶다，@ 지금은 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할 것이다，@ 좋은 상 
대가 있으면 하고 싶지만， 반드시 할 펼요는 없다，@ 결혼할 마음이 없다，@ 잘 모르겠다. 

자료: 일본 內開府춤少年σ)社顧뼈立’; 關캉 & 意識짧훌結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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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육아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모의 가치관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부모 

가 자식의 일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부모의 

절반 이상(64.3%)이 동의하였다 

〈표 4-8) 육아관， 때4(일본) 

그런 
그렇지 전혀 

구분 사례수 그렇다 
편이다 않은 그렇지 모르겠다 

편이다 않다 
부모는 자식의 일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4,078 30.1 34.1 27.9 7.3 0.5 
자식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고방식이 4,078 46.9 40.3 10.4 1.7 0.7 
나가치가 있다 
자식은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4,078 60.0 31.3 6.5 1.8 0.4 
않는다 
자식은 관심을 두지 않아도 자란다 4,078 7.3 23 .3 41.4 27.3 0.7 

· 자뿌} 말을 가능한듣는 것이 중요 효봐 4,078 72.6 24.8 1.6 0.8 0.2 

자료: 일본 內開府좁少年α)社顧뼈立t:: 關T -Þ意識調훌結果~， 2004. 

일본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도 

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교육력 재생계획이 있다. 문부과학성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봉사 및 체험 활동이 부족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재생하고 극대화하는 ‘지역교육력 재생 계획’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대文部科學省， :2α)6). 또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DS교육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 AIDS 교육 

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초중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 관련자들에게 제공하 

고 있다{jlttp:ffw"Vlw.hokenkai.or.jpf).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청소년 가치관 교육은 공생사회론과 함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생사회(共生社會)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모든 개인이 자신 

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으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말 

한다.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사회안정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힘에 의존한다는 

인식 아래， 소자화와 고령화， 생활방식의 다양화라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자 

립’(법立)과 ‘공조’(共助)의 정신에 기초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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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국민의 자녀와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원하며， 나이나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공생 

사회’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htφ:lfwww8.cao.go.jp，때ouse삐dex.html). 이처럼 일 

본에서의 청소년 가치관 정립은 소자화 대책， 고령화 대책， 장애자 대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미국 

미국 인구조사국(pop띠ation Reference 빼reau， PRB)에서는 청소년의 삶에 있 

어서 중요한 주제인 학교교육， 건강， 결혼， 그리고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를 지 

속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다. 청소년 가치관과 관련된 대표적인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표 4-9>와 같다. 

〈표 4-9) 가족· 일 · 공동체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12학년 중심， 1999(미국) 
(단위: %) 

서。벼a 인종 
부모의교육 

구분 전체 
수준(1998) 

남자 여자 백인 흑인 
고졸 고졸 
이하 초과 

좋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갖는 것은 매우 77.7 74.1 83.1 79.0 75.5 76.0 77.5 
중요하다 
앞으로 결혼을 선택할 것이다 80.8 79.2 83.7 85.2 71.1 79.9 81.2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 36.5 38.9 34.4 35.0 46.1 41.6 31.4 
하여 혼전에 동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흔외로 태어난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은 도 33.8 37.9 30.0 36.6 27.1 35.9 45.0 
덕성을 위반하며 사회에 파괴적이다 
취업한 어머니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69.0 57.2 80.0 66.2 83.6 70.9 67.5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하였을 30.0 41.2 19.5 31.8 19.9 33.6 31.0 
경우고통을느낄 것이다 
아버지가 되는 것과 양육은 남자의 가장 48 .7 50.2 47.5 47.2 60.3 50.6 48.6 
만족스러운 경험 중의 하나이다 

자료: Population Reference Bureau, Monitoring the Future: 1998-1999. 

1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관과 가족관을 살펴보면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가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7.7%에 달하였다 남 

성은 74.1%인 반면에 여성은 83. 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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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동안(1985년 74.3%, 1990년 77.7%, 1995년 78.1%) 큰 변화 없이 유지되 

고 있다뻐'Owπ 2001). 

미국 청소년의 경우 가난한 가족 출신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족， 실업자인 부 

모， 장애， 조기 중퇴，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10대 (i，배.e teens)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빼ther and A뼈ns， 21뼈，). 2005년의 경 

우 16- 19세 청소년 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의 규모는 약 8% 정도로 

나타났다-(Nation머 Institute of Chlld Health and Human Deve1opment, 200이. 가정 

이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양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 

소년(0-17세)은 전체 인구의 67%로 나타났다에ational Institute of αúld H빼 

and Human Development, 2α삐 
한편， 미국은 10대 부모가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10대(15-19세) 출 

산율은 1950-60년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2001년 현재 15-19세 여성 인구 1;때명 당 

약 45.8명이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출산율은 감소 추세 

에 있지만， 결혼한 10대 여성의 경우 출산율이 21%에 불과한 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 또한 흑인 10대의 출산율 

은 백 인 10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대AmeriStat staff, 2003). 

[그림 4-3J 미국 10대의 출산율 추이， 1950-2001 

Births (pe .... 1.000 teens ages 15 t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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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meriStat staff, Dec/ining Fertility Among Teenager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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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At-Risk-Youth)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사회적 자본을 키 

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빼뼈19 Connections와 같은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 

년들에게서는 돌봄， 평등， 사회정의， 통합， 정직， 책임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가 

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호주 

호주 청소년들은 가족관계(72.3%)， 친구관계(66.8%)， 독립심(35.2%) 등을 다른 

것들보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다이atio뼈 Survey of Y oung Australians, 

2006). 예전에 비하여 가족이나 친구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때5년 73.3%에서 2뼈년 72.3%), 반면에 취업은 다소 높아졌다 

(2005년 17.6%에서 2006년 20.3%).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하 

여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모두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남자는 취업이나 재정적 

안정 등 현실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족관계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 

았다. 나이가 어릴수록 친구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심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 호주 청소년들의 가치 우선순위(2006)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 1-14세 15-19세 20-24세 

가족관계 72 .3 64.9 76.9 73 .3 71.6 72.0 
친구관계(우정) 66.8 58.5 71.8 67 .1 67.6 55.7 
독립심 35.2 36.6 34.4 31.5 37.7 39.8 
자신에 대한 가치·필요성 29.3 24.9 31.8 28.2 29.4 36.4 

학교만족도 24.9 24.0 25 .5 27.5 24.5 8.7 
취업 20.3 30.4 14.5 22.3 18.5 22.6 
재정 안정 16.2 20.9 13.5 13.0 16.9 33.7 
영성， 믿음 13.9 13.8 13.7 13.2 14.0 17.9 
동료수용 12.2 14.6 10.7 14.4 11.2 4.4 

환경문제 8.9 11.2 7.4 9.5 8.5 8.4 

자료: National Survey of Y OImg A입없lian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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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가치관 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호 

주 정부는 21세기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중의 하나로 

가치관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치관 교육의 목 

적은 비단 결혼이나 7r족에 관한 것에 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 

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 

ö}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성향을 개발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호주에서는 모 

든 학교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가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ConnnonWI않lth of A뻐없lia， 때15). 가치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의 사명과 에토스를 

명확히 설정하고L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맥락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책무성을 개 

발하고 학생들의 원기와 사회적 기술 개발하며， 가치가 핵심 학습 영역에서 학교 

정책 및 교수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교 나아가 가치교육의 실제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대αmmonwl않lth of A뻐뼈ia， 2뼈). 

호주 학교에서의 가치교육은 교육， 고용， 훈련， 청소년 위원회(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 outh Affairs, MC따YA)가 주관하여 실시 

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과정기업(Curric버um Corpαation)에서 가치교육 

조사를 실시하였다 Mæ따YA는 가치교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직 

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2005년 M많EfYA는 호주 학교에서 가치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이ational Framework for Values Education in Austra1ian Scho아s， 2005)을 발표하였 

대Aus뼈an Govem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α)6). 

호주 정부는 때4년에서 2008년까지 4년에 걸쳐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1단계인 

2005-21뼈년에는 교육과정과 전문적 학습 자원을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서 실 

시핸 다양한 가치교육의 통합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며， 2단계(2006-2007)에는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의 행동과 사회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통합 

하여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2이)7~2008)는 

학교가 다문화적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가치를 탐색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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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하는 핵심 가치로 돌봄(c쩨과 

연민(∞mpassion)， 최선을 다하는 것， 공정(f:외r go: 공동선의 추구와 보호)， 자유 

(freedom), 정직과 신뢰， 통합(integrity)， 존경(respect)， 책임감， 이해， 관용， 포용 

(타자와 타자의 문화를 인정하고 민주사회에서 다양성을 기르며， 타자를 포용 

하는 능력)의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Commonwealth of Aus뼈ia， 2(05).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순 결혼'7똑·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교육도 이러한 국7배 

획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핵심 학습 영역(Key l.e때ing Areas, KlA) 

에서 가치관 교육에 관련된 학습자료를 DVD와 포스터로 제작뼈 배포하고 있다 

제 5절 미래세대의 결혼·자녀 가치관 정렵 방안 

1. 청소년 가치관 정립의 방향 

초 중등학생의 가치관 정립이란 넓은 의미에서 가치관 교육4)을 통한 가치관 

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관 교육이란 “교사가 아동과 학생들 

이 가치를 형성하고 가치를 판단하여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 

주는 일"(남궁달화， 2002)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라는 것이 개개 

인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정립이란 구체적인 ‘가치’를 정립시 

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혼에 

대하여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특정 가치관을 초·중등학생들이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 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 

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적 

4) 남궁달햄따)2)는 가치관이 가치에 대한 관점 또는 견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치교육과 가치관교 

육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딩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도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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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초·중동학생의 결혼·가족·출 

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의 원칙과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가.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원칙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정립의 목표는 초·중등학생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초·중등학생 

들이 결혼·가족·출산의 소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이러한 가 

치관이 초·중동학생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well-t빼g)을 증 

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초 중등학생이 친사회적(prosoci떠) 가치를 습득하고， 결혼·가족· 

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통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초· 

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 가치관은 다음과 같은 인간 존엄성의 핵심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표 4-11)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핵심 가치와 관련된 가치틀 
핵심가치 
건강과자연과의 조화 
진리와지혜 
사랑과열정 
창의성과미적 감각 
평화와정의 
지속가능한인간발달 
국가적 통합과 지구적 연대 

괄렬될간최를 
총체적 건강， 생명외의 외경， 육체적 건강， 환경보호 
비판적인 사고， 통합적 사고， 계봉， 통찰력， 미래 지향， 과학적 인본주의 
자아가치， 자기확신， 자아질현， 정직과 성실， 자기 훈련 감정이입， 보살핍과 나눔 
상상， 직관적인 느낌， 예술적 표현， 감수성 
인권 존중， 사회적 책임， 관용， 평등， 협동， 적극적 비폭력 
경제적 정의와 형평성， 생산성과 능력， 자원 관리， 직업윤리， 근연성， 소박함 
애국섬， 상호협력， 민주주의， 국제적인 이해，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 
세계 평화， 다양함 속의 통일성 

전지구적 정신 믿음， 종교적 관용， 내적 평화， 통합과 긴밀함 

자료: UNESCO, Learning 10 be: A holistic 뼈 integrl띠ed app따lCh 10 va/ues 뼈αtionfor 삐man development, 2002. 

나. 청소년의 결흔·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방향 

1 ) 초·중등학생의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인구 구조의 변동과 관련하여 장기적 



초· 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 방안 201 

관점에서 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구가 부족하니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계몽적 태도’를 초·중등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단순히 출산억제 혹은 출산장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가치관 교육의 역기능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가 

치관의 변화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세대간 가치관 차이는 더욱 많은 기 

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인구구조의 변동을 전망하고 거시적인 사회발 

전의 틀 안에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초·중등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가치관 정립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가치관 교육은 성인， 교사 중심으로 성인 세대가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내용을 선정하여 그것을 초·중등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가치의 내용 보다는 가치화 과정을 중시하며， 교사 

나 성인보다는 가치를 실제로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초·중등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초·중동학생의 결혼·가족·출 

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도 국가적으로 특정한 내용을 선정하고 그것을 일방적으 

로 초·중등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를 지양하여야 한다. 성인 혹은 교사 중심， 

내용 중심에서 초·중등학생과 학습자 중심 그리고 과정과 문제해결 중심의 가 

치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가치관 교육에 대한 통합적 (Holistic) 접근이 필요하다. 

가치관 교육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과 모형이 존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가치 갈등과 도덕적 분열 때문에 병들어 간다고 주장하고， 올바른 가치 

와 도덕적 원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가치관 교육 긍정론이 있는 반 

면에， 기본적으로 학교는 중립적인 곳이어야 하므로 특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는 가치관 교육 부정론이 있다. Hofm뻐1(2002)는 Oser의 

구분을 중심으로 가치관 교육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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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가치관 교육의 주요 모형(Oser) 

저자 
1. PowelI, Farrar & αhen(198잉 
2. Bre:떼뼈(198이 

3. Kirschenbaum(l972) 
4 많은 연구자 
5 뻐11(1979) 

6. Kohlberg(1985) 
7. Puka(I990) 
8. 0ser(2001) 

가치교육의 기본개념 
학교교육의 일부로 도덕교육은 가능하지 않다 
공적인 가치 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 
가치명료화이다 
선， 올바른 7}.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가치명료화와 가치전달을 연결하는 가치분석이다 
도덕발달이다 
비범한 것으로부터의 학습이다 
현실주의적 담론이다 

출처 N. Hofrr뻐m， Va/，μ 뻐tc，띠ion of Yo때 Dissenation zur Er/angung des Grades einer Doktorin der 
Phi/osophie (Dr. phil.), 37-45, 2α12 

개인의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 신념과 선호도는 오랜 기간 

에 걸쳐 누적된 개인적 경험과 학습의 결과이다. 초·중등학생들은 자신을 둘러 

싸고 있는 문화와 사회제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형성 

하게 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가치관의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검증되거나 우위가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 

치관 교육은 특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학생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가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치화 과정(v외버ng process)을 중시하여야 한다 에ESCO에서도 종합적이고 통 

합적인(holistic and integrated) 가치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가치관 교육에 대 

한 통합적 접근은 초 중등학생들이 결혼·가족·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의 특성과 

의미 등을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다m뾰SCO， 2002). 

예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교육은 성인， 즉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육과 병행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의 가치관은 초 중등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의 가치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는 가족이나 학교， 이웃， 종교 등을 통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된다 출산억제정책과 가족계획이 정당화되던 시절에 태어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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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모로 삼고 있는 초·중등학생의 경우， 적극적인 출산 가치관을 부모로부터 

영향 받을 가능성이 낮다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나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가치관을 지닌 교사일수록 한 부모가족 초·중등학 

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대최명수 이인구， 2뼈). 뿐만 아니라 적 

지 않은 교λ}들은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승F는 핵7}족을 정상7]족의 구조로 간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의 가족가치관은 학생들에 대한 태도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초·중등학생 가치관 교육은 부모 세대와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초·중등학생의 가치관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수랍하여야 한다. 

초·중등학생들에게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러한 

가치관과 일치하는 행동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action 미an) 

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학생 세대의 결혼·가족·출 

산 관련 행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김명언 외(2뼈)의 연구에 따르면 초·중등학생은 성인보다 

회피양식이나 사회적 지원 추구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성인은 초 중등학생 

보다 적극적인 해결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중 

등학생의 행동 특성은 가치갈둥을 경험하거나 구체적인 선택 행위를 할 경우에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2. 초·중등학생의 결흔·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 방안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은 다음과 같은 여러 수준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가. 결흔·가족·출산의 가치에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형성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결혼·가족·출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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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 

적 유교문화로 인하여 전통적 성 역할 규범이 변함없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현하는 결혼과 가족 그리고 출산 유형에 대한 사회적 및 

제도적 수용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따라서 결혼과 가족 관련 가치관에 친 

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이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결혼과 가족에 친화적 

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식개혁 운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를 막기 위하여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기바 

라는 출산정책 중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출산정책은 공교육 정상화 

(51.9%), 양성평동문화정착(48.2%)， 그리고 가족문화 만들기(33.6%)의 순서였다. 

〈표 4-13) 출산정책 중 본인에게 자녀출산을 고려 하게 만드는 정책 

요구되는 출산정책 대안 

실업문제 해결 
결혼문화만들기 

사회적 가족 가치교육 

가족문화만들기 
사회의 양성평등문화 정착 

빈도(명) 

194 
92 

206 
248 
356 

백분율{%) 

26.3 
12.5 
27.9 
33.6 
48.2 

공교육정상화 383 51.9 
아동수당 도입 239 32.4 
없음 50 6.8 

자료; 장진경~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2005. 

이와 같이 결혼과 출산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가치관 전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1)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불 
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사회적 의식개 
혁과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초·중등학생들이 결혼과 출산의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 

적 차원에서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의식개혁은 결혼·가 

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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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사회의 제도적 관행을 해 

소하는 제도개혁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결혼·가족·출산의 사회적 의 

미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가정의 재생을 위 

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교 ‘가정의 날’과 ‘가정 주간’을 제정히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의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국민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 NGO등과 연대하여 

결혼과 가족 그리고 출뻔l 대한 의식전환 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 

2)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을 도울 경제 및 사회적 
지원 정책을 확대·실시한다.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원할 다양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이 

러한 정책에 관한 정보와 의미를 초·중등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과 가족에 친화적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발생 

하게 될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정책과 통합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은 그 적절한 예이다. 

3)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fertility penalty)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을 해소 
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초·중등학생들이 미래 삶에 대하여 불안하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경우 결 

혼·가족·출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출산을 담 

당할 여성의 경우 출산이 또 다른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면 출산을 선택할 가능 

성이 낮다. 초·중등학생들이 현재의 삶이 즐겁고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과 근 

심이 적을수록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나는 삶의 경험을 대물림해주고 싶을 정도 

로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인간미가 넘치며 행복해야 한다. 저출산 관련 정책에 

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집단은 여성이다. 여성을 가구주로 하는 한 부 

모 가족의 경우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적으로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fl밟ility 

penalty)을 경험하고 있다. 영국에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에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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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여성의 경우 약 1/3 정도의 여성이 출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직업 

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임 여성의 사회적 덕성에 기대 

어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신에 출산한 여성의 불이익을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출산한 여 

성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평생학습기회의 반복적 제공， 교육비 

지원은 물론이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양성 평 등과 여성 에 대 한 권 한 부여 (empowerment)를 촉진 함으로써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완하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부여를 통하여 미혼 여성들이 결 

혼과 출산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정， 학 

교， 그리고 직장에서 양성 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이다. 따라서 양성 평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 개혁 

을 추진하여야 하며， 동시에 일과 육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출산과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초·중등학생 

들에게 가사노동과 아동양육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공동 책 

임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가치관 정립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결흔·가족·출산에 관한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가치관 정립과 관련하여 학교의 역할은 이미 발달하기 시작한 초·중등학생 

의 가치를 보충하는 것이다6敏없d and Taylor, 2뼈1). 학교는 사회적으로 통용 

되는 일련의 가치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화 역할 

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가치들을 어떻게 다루고， 접근하며，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냐 하는 점은 가치관 정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 

런 점에서 생명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결혼·가족·출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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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에 관한 친화적 사회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다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개편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은 크게 형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업성취를 목표로 하는 교 

과교육이 중심이지만， 동시에 학생의 가치와 행동에 관한 사회화 기능도 담당 

한다 따라서 결혼 가족 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풍토(ethos)가 이들 가치관에 보다 친화적인 윤리적 환경으로 변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빼ydon， 2004). Haydon(2004)에 따르면 초·중등학생들이 

결혼과 출산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모델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개방성’(openness to interpretation)이 가능한 윤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 출산억제정책에 관한 학습 효 

과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한 교육과 가치갈등 

을초래할가능성이 크다 

2) 초·중등학생의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원(교재개발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한다. 

가치관 형성은 초·중등학생의 개인적 수준의 덕성에 기초하여 저절로 일어니는 

것이 아니라 7찌에 관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7r능하다. 따라서 가치관 형성에 필요 

한 다양한 교육적 ~}원을 풍부하거l 마련등보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적 가치 활통을 

위해 필요한 ~}원에는 가치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지평을 제공할 이론적 수준의 

자원과 그것을 구체적인 상뺨II서 적용할 있도록 돕는 실천적 수준의 자원이 있다 

초·중둥학생의 결혼·기족·출샌l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및 

실천적 수준에서 활용할 교수·학습 자원을 개빨F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결혼·가 

족 출샌1 관련된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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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교육을 위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한다. 

학교 내의 인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육은 학습자를 사회화하거나 문화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 

의 재생산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담당할 것인가 하는 점에 집중하였 

다. 이에 비하여 생물학적 재생산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재생산을 다루는 인구교육에 관한 장 

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구교육은 적절한 교육내용의 

개발， 체계적인 교과서， 그리고 훈련받은 교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구교육 T{F팀을 만들어 인구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교재를 편찬하며， 인구교육을 담당한 교사의 재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 

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통 

하여 결혼·가족·출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초 

중등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수 있다 

4) 결흔·가족·출산 친화적 가치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생활기술(Life 
Skills)을 개 발한다. 

생활기술0표e s성lls)이란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 믿고 있는 가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m뻐SCO， 2002). 생활기술은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다른 사람 혹은 상황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돕는 기능을 한다. 생활기 

술에는 비판적 추론， 위험 분석， 자신의 행동 통제， 심화된 지식 및 기술의 습 

득， 상호 보상 관계의 확립， 자신의 물리적， 사회적， 상징적 환경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일본에서도 사회생활능력의 습득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1) 

사회와 사회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지식의 습득， 기 미디어를 비판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규범의식의 함양， 씨 안전교육， 5) 봉사활동， 6)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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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의 특별활동， η 체력의 향상， 8) 국제교류활동 등을 들고 있다{內聞府， 

200이. 초·중등학생들은 이러한 생활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가치갈등 

과 가치판단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학생들이 성인세대로 

성장하였을 경우， 경험하게 될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교육을 통하 

여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다.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은 초· 

중등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중등학생은 성， 연령，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고， 가치관 형성 

과정도 다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 초·중등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초·중등학생들이 보다 성숙한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치의 여러 측 

면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초·중등학생이 

가치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초·중등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가 

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초·중등학생 

의 특성을 무시한 통일되고 일반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초· 

중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초 중등학생 

의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한 부모 가 

족， 조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노숙자 자녀， 시설 및 기관에 수용된 초·중등 

학생 등을 대상으로 손상된 혹은 결핍된 결혼과 가족 가치관을 회복시키는 노 

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혼가족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된 의미를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랩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치 

관 정립 노력은 다양한 상담 활동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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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력을 지닌 미흔 여성， 초·중등학생을 위한 가치관 정립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게 되면， 출산， 사회생활， 교육， 건강 등과 같은 여러 부문 

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나이든 미혼자를 대상으로 생식 

보건(재생산을 위한 건강， reprcxluαive h않1th)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생의 생물학적 건강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 

다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인하여 신체적 성숙과 그에 따른 월경이 빨라지교 성적 

관계를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지며， 결혼 연령은 늦어지는 등 초·중등학생의 생물 

학적 재생산관 관련된 건강 환경이 예전과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특히， 초 중등 

학생을 둘러싼 성적(않X뻐1) 환경과 의식의 변화는 피임， 임신， 출산， 유산은 물론 

이고 후천성 변역결핍때V/AIDS) 등과 같이 건강을 위협핸 다양한 환경에 노출 

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건강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피임법， 임신과 출산 등 성과 관련된 활동에 관련된 정보 

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성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10대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을 지적 

하면， 공립학교에서 임신 예방교육， 돼V 예방교육， S1D교육， 10대를 위한 가족계 

획서비스 피임교육， 피임상담， 학교기반 절제교육， 미디어 캠페인 등이 있다. 

3) 새터민， 이민자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새롭게 펀입된 초·중등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생 새터민 등과 같이 새롭게 우리 사회로 통합된 초·중등학생들의 

가치관 정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오래 동안 경험한 이들 초·중등학생들은 심각한 가치 혼돈과 

가치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새터민 초 중등 

학생의 경우 건강한 가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관 멘토링， 경제적 지 

원， 교육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 

교육은 다문화 이해교육과 병행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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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성평등의 사회와 가족문화를 함양하고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체 
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대다수의 초·중등학생들은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결혼을 선택하고 자녀를 갖는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중등학생들은 직업생활이나 사회참여 등 

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 때문에 사회활동이 제약받는다면 결혼을 적 

극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점에서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치관은 결 

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사회정책의 연결을 통하여 접근해야 한다. 가정과 직 

장에서 성평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적극 

적으로 남성 중심적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남성도 적극적으로 가사와 육아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남자는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다는 성에 따른 역할 분담에 대 

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체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 

기에 있는 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5) 세대 간 공존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세대 간 이해 프로그램 개발이다 

미래 사회가 다세대 사회로 변화함으로써 ‘세대 간 공존’이 중요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명의 연장과 그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개인적 수준에 

서는 결혼， 출산， 부요 조부요 죽음， 이혼 둥과 같은 생활 경험의 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부양비용의 증가， 고령 인구의 사회적 활용과 세대 

갈등의 문제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세대가 연령 통합적 사고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세대 간 공존 

을 위한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다음으로 세대가 공존의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삶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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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흔·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지원 및 전달체제 구축 

1)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필요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체제를 구축한다. 

초·중둥학생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합하 

여 가치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아울러 인구구조의 변 

동， 사회변화， 외국 초·중등학생들의 삶，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등 

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동학 

생들이 가치 판단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속적으 

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변화에 관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초·중등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과 정 

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한다. 초·중동학생 가치관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는 정책수립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2) 초·중등학생 가치관 정립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초·중동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 

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교육을 전 

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사회와 학교 안과 밖에서 초·중등학생들의 결혼과 가족 그리고 출산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 

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가치관 정립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초·중등학생이 가 

치 갈등이나 혼돈 상황에서 가치를 명료화하고， 가치 판단을 도우며， 궁극적으 

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교λ까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와 교사 그리고 일반 성언을 대상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 

육 지도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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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흔·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의 정립을 위하여 효율적인 가치관 전달 방안 

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결혼과 출산 친화적 가치 

관을 담은 DVD, 비디오 퉁 교육매체를 제작하고 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 

넷을 통하여 초·중등학생들에게 제공할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콘텐츠 

를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전달체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4) 결흔·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f뻐ydon(2004)은 물리적 환경에 쏟는 관심처럼 윤리적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법률 제정 등과 같은 제도적으로 가치관 교 

육에 접근히는 것을 지협}고， 대신에 초·중등학생들이 다양한 가치관 교육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초·중등학생을 위한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 6절 초·중등학생의 7}족·결혼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 

최근의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는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하여 할 여러 가지 

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 

회에서는 인구의 양적·질적 성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어 이러한 인구구조 

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 국가 전체의 모든 영역에 획기 

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다가올 저출산 사회의 결혼과 출산의 주역이 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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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41.7%,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 

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32.0% 정도만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저출산의 파급효과에 대한 초·중 t고 학생의 인식 

구분 ~ ~ @ @ @ @ ~ 계(명) 
전체 5.8 41.7 2.1 32.0 1.8 9.9 6.7 100.0 (11 ，22잉 

학교급( x2 =312.7**꺼 

초등학교 6.9 . 49.8 2.1 24.7 2.9 4.7 8.8 100.0 ( 1,898) 
중학교 6.1 44.0 1.9 30.8 1.5 8.5 7.2 100.0 (4,739) 
고등학교 5.1 35.9 2.3 36.3 1.6 13.5 5.2 100.0 (4，58꺼 

주: 1) CD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거나 다툴 일이 줄어들 것이다'，~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공 
해가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 
길 것이다，@ 식량과 주택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할 
것이다，~기타 

2) * p<O.05, ** p<O.OI, *** p<O.oo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Zα%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따삐i 

게다가 현행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었던 

시기에 고시되거나 집필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특히 과거 산업화·도시화 시대의 출산 억제와 관련한 밸더스 식 

의 다양한 철학이 게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 시기는 현행 제7차 교육과 

정 개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이므로， 국가수준의 각 학교급(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 

정 및 보완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교과서 수정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 

치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이 불가피하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각종 정책과 제도도 중요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저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분석을 통한 가치판 

단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이 더욱 중요한 의미 

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가정통신문이나 자녀 교과지도를 통한 간접 

학습 등을 통해 부모들에 대해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육 효과는 학생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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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의 개별 가정 특히 학부모에 대한 인식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초 중등학생들로 하여금 결혼과 가족에 관한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학교교육으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가치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행 교과서에 제시되어있는 결혼 및 출산 등 친가족관의 

제시 형태를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에서의 가치분석과 가치판단，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학교교육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초·중등학생 가치관 형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 

가. 가치관 형성을 위한 학교 교육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결혼과 출산， 가족과 관련된 가치 중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 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많은 학 

생들이 존중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바칠 가치가 무엇인 

지를 결정하는 것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과거 오랫동안 우리나라 교육 

은 경험론적으로 볼 때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초하여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그러한 학교교육은 학문적 범주 내에 갇혀 있기 쉬워 실 

제적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실제적인 삶과 유리되기 쉽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학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구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살아갈 저출산 미래 사회를 예견하고 이해하도록 하여 이에 적절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초·중등학생들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의 본인에 대한 결혼과 가족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규범화되었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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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정책이나 교육정책으로 형성되었던 가치관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 가족의 의미， 아이의 소중함 

동 친결혼관과 가족관이 비교적 뚜렷한 규범으로 존재하였으나， 국민소득의 증 

7}, 교육수준의 상승， 보건의료의 발달 등으로 사회 현상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 

로 사회 자체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 성인이나 사회가 초·중등학생 

들에게 강요할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치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요인이 

다 가치는 특히 의사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의사결정 

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된다. 이 

렇게 우선순위에 기초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체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가치란 한 개인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지지하며 무엇을 중요하 

게 생각하느냐에 있어 무엇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가치관 

을 지니고 있다 가치관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양식과 사고， 일상생활의 모 

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초·중동학생의 

발달과정상 가치관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이며 사회성의 발달로 사회적 활동이 

나 대인관계에 적극 참여한다 가치관은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로서 한 개 

인의 성격형성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자기 자신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이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경험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합 

리적으로 하기위해 가치관을 명료하게 해주거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교육적 노 

력이 필요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나 가족관을 탐색하여 명료화하는 일은 미래의 

삶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가치 명료화는 자신의 생활이나 행동양식을 통찰해 보게 되고 사고 

와 느낌의 조화 속에서 행동을 통합시키는 가치와의 기술을 발달시키며， 일상생 

활에서 더 자신 있는 선택과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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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초·중등학생 시기의 결혼관과 가족관을 형성하는 것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었다.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질수록 미래의 결혼 

이나 출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결정하게 되어 보다 ̂tol를 실현할 수 있다 

나. 가치 접근 방법 

가치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는 가치분석과정과 가치명료화 과정이 있 

다.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일을 결정하며 선택적 

행동을 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곧 신념 체계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Ro없ch(1973)은 어떤 특정한 행위 

의 모습 또는 존재의 목적 상태를 이와 반대되는 행위의 모습 또는 존재의 목 

적 상태보다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더 좋아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치와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가치 중심적 진로접근을 주장했던 Brown과 

Lent(1996: 장선철， 설재풍， 2005에서 재인용) 역시 인간의 기능은 개인의 가치 

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형성되며 가치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강력한 

결정요인으로보았다. 

개개인은 가치를 담은 정보에 동화되어 가치를 형성하고 이러한 가치는 개인 

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 형태를 만드는 핵심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개인은 자신의 선호와 신념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식구조를 만 

들고 쉽게 변화되지 않은 사고체계를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개인이 지닌 사고 

체계에 따라 일상적인 일들이 결정되며 생애 역할에서 성공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가운데 가치는 중요한 결정인자로써 작용한다 

만약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며 긍정적인 가치를 수용하여 구조화하였다면 긍정 

적이며 순기능적 사고 체계를， 폐쇄적이며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가치를 수용하 

였다면 부정적이며 역기능적 사고체계를 지니게 될 것이란 가정이 가능하다 

가치와 관련하여 인지적 접근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은 가치 

분석이론이다. 대표적인 가치분석 이론가α1assi따잃 and Cox, 1966; Oliv，앉 and 

Shaver, 1966; Hllllt and Metcalf, 1968; Meux, 1971; B때ks， 197끼들은 가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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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지， 분석， 결과예측， 선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설정하고 가치의 합리 

적인 수용을 위하여 분석적 방법을 도입하였다 

1 ) 가치 접근 모형 

가치분석 이론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행 연구자는 Hunt와 Me빼(1968)로서 

이들은 가치판단 구성요소들에 대한 타당성을 중시하였다 이들과 기타 대표적인 

가치분석 모형들을 제시하면 아래〈표 4-15>과 같다{장선철· 설재풍.， 200.잉. 

B때ks(197끼의 모형은 가치의 선호에 따른 가치결정 과정을 9단계로 설정하고 

갈등하는 가치에 대한 분석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가치판단의 과정이 평가 

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Banks의 모형은 가치문제에 잠재되어 있는 가 

치들의 갈등양상을 분석한 다음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를 선택하도록 하는 가치 

의 행동화 모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사실 일상생황에서 겪는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선적이며 매우 혼동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 

떤 가치를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호하는 가치란 가치판단의 관점을 어디에 우선 

적으로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선시하는 가 

치는 항상 양자택일의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뼈웹때$와 Cox모형 

(196이의 모형에서 말하고 있는 제3의 가치도 있을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가치 

갈등 상황은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타협점이 제3의 가치로 모아 

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뼈ssi어$와 Cox 

모형에 제시되어 있는데 제 10단계 여러 가치들의 관계에서 확실해진다. 

결국 가정되어 있는 가치와 반대적인 가치， 그리고 제3의 가치간의 관계를 진 

술하는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며 그것의 행동화 가능성을 판 

단하게 되리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가치의 선택과 행동화 과 

정에서 Hunt와 M앉C따(1968)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리적인 검증방법과 타당한 

분석방법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 모형들은 가치판단 

의 논리적 구성요소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정당한 가치판단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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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록 하는 전형적인 가치분석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갈등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7때문제를 분명히 하고 해결하는 데 특별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Olivl많와 Shaver(196이 모형에서 잘 나타나 있다'. 8단계로 

구분된 이들 모형에서 가치갈등 상황은 의도적으로 조작되면서 Banks의 모형에서 

처럼 가치들의 갈등은 증폭되고 선택을 위한 분석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모형에서는 Banks의 모형에서와 같이 가치의 선호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HlIDt와 Metl때1f 모형과 같이 λ}실과 진술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 

한 검증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때 Oliver와 Shav앉 모형은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표 4-15>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분석 모형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지챔면서도 가치분석01라는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가치분석 모형 
모형 인지 분석 결과예측 선택 특정 

@가치판단의 결과예측 @01떤 7셔1를 
@가치판단에 외한 행동결과에 선택한 합리적 

혼돈되어 있는 
대한증거제시 이유의진술 

Ma용i허as와 
@가치문제의 @가치판단과 반대되는 가 

@뺀뿜는7빼탠}결파여름 @가정법을 이용 
가치들에 대한 

Cox 
충분한 고려를 

(196에 
인식 i벼재l 가능성안식 

@반대되는 가치판단의 행동결 한 가지와 반 
바탕으로 합리적 

과에 대한증거제시 대되는 가치 

@제3의 가지제시 그리고 제3의 
인 가치판단 과 

@제3의 7t치성취를 위한 도구 가치가간의 관 
정을강조합 

의발견 계진술 

Oliver와 @일반적 
@가치듣 g 입채적으로 구 

@적절한 입장으로 작업하기 
조화하기 

가치갈등 상황에 

Shaver 가치들을 @가치들간에 갈등인식 
@배후에 있는 사실적 전제들 대한의도적인 환 

(196이 추상화 @갈동 집단 인식 
을검증 경조성과 논리적 

@유λl환 갈등상황 만들기 
@진술틀의 적합성 검토 검증과정 중시 

Hunt와 @가치문제의 
@가치판단의 대상에 관한 

Metc떠f 확인및 
사실수집 @잠정적인 가치판단 @최종적인 가 

가치판단 구성요 

(1968) 명료화 
@사실의 검사와 관련성 @가치원리의 수용생검사 치판단 

소들에 대한타당 

검사 
성 검캉을 중시 

@가치관련 행동의 기술 @분석된 가치원천에 대한 가@가치의 선호를 
벼Iks I <D가치문제의@기술한 행동이 예증하는 설수립표명 가치선호에 따른 
(197끼 정의 인식}치의 명령 @대안가치의 명령@가치선호의 이 의사결정 과정에 

@갈동을 일으키는 가치의 @분석된 가치의 결과에 대한유， 원천， 가 9-ι。{!을。 뀐 ~ 
분석 가설수립능한 결과의 

진술 

자료 주도연(1994， 49.5이과 남정열(1994， 16-17), 장설철 셜재풍(200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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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 명료화 

개 가치명료화 개념 

가치명료화에서 보는 가치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 

닌 개인의 경험과 삶 그 자체로부터 생성되어지는 상대적인 것으로， 이에 따라 

기존의 가치를 주입하는 종래의 가치교육에서 벗어나 가치의 생성과정， 가치의 

획득 과정(v때뻐19 Iπ없ss)에 보다 초점을 두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 탐색， 존중， 행동화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가치명료화라고 한다{Simoπ 

Howe, and Kirshenl갱um， 1978). 

가치화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명료화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 

러한 가치명료화는 오늘날 사회의 불확실성과 혼란， 갈등， 도펙적 냉담성의 시 

대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치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 

문제들까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대 사회의 가치혼란 및 가치부재로 인하여 오늘날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하위문화의 가치인식과 보다 큰 공통문화로의 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o}울러 

초·중등학생들의 가치규범(n뼈el)이 되어야 할 성인들의 가치관의 혼란과 과거의 

행동기준 자체의 변화로 인하여 초·중둥학생들은 자체의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하 

지 못한 채， 목적의식을 상실된 삶을 영위하기 쉽다. 가치관의 부재나 불명료성은 

흔히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이며， 자기 소외적이교 욕구불만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행동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대Gi뼈1 and 뼈tc.뼈， 1981). 이와 같 

이 사회적 차원의 가치 혼란과 갈등의 상태로부터 가치명료화의 필요성은 우선적 

으로 도출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필요성은 지금까지의 전통적 방식 

에 의한 가치관 교육에의 접근이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 

에서의 가치관 확립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부터 새로운 접근법 

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가치명료화는 가치교육에 있어서 가치발달을 위한 전통적 

접근교육 방법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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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접근방식은 지금까지의 아동 및 초·중동학생들의 가치교육에 사용되 

어 왔으며 그들의 신념과 태도， 행동양식 형성에 지배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 

나 이들 전통적 접근 방식은 현대사회의 복잡하게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 

는 주체로서가 아닌， 객체로서의 타인 지향적인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 

록 함으로써 결코 성공적이거나 생산적인 교육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 

었다. 전통적 접근방식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의 가치관 명료화의 방법상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표 4-16>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4-16) 가치관 발달을 위한 두 가지 교육적 접근 방식의 비교 
전통적 접근 방식 | 새로운 접근방식 

• 본보기의 제시 I • 자유로운 선택 
• 설득과 확신시키기 I . 선택할 대안의 제시 
• 제한된 선택 I .각종 대안의 결과에 대한 고려 
• 규칙과 규제사용 I • 선택결과에 대한 확신 
• 문화적， 전통적 독단 활용 I . 선택한 가치의 행동화 
• 양심에의 강한 호소 I . 반복적인 가치의 틀 형성 
타율적 특성 | 자율적 특성 

자료: 윤챙순 r7에명료화 프로그랭이 인뽑격 X싸개념 및 혁업댐취에 미치는 효과~， 19.)1. 

새롭게 제시되는 가치명료화의 가치화 과정 단계로는 자유로운 선택， 충분한 

대안들로부터의 선택， 각각의 대안들의 결과를 고려한 후의 선택， 선택한 가치 

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 사람 앞에서의 공언， 선택에 따른 행동화， 행동의 반복 

등을 포함하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Raths 하 외.， 199씨. 이들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가치체계나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 할 수도 있으며 타인과의 가치비교， 기존의 규범화된 가치체계들 간의 비 

교를 통해 가치의 상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가치문제와 

사회적인 가치문제에 있어 더욱더 심사숙고하게 된다. 

나) 가치명료화 과정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자란다 경험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어떤 일반적 

인 지침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가치라고 부른다{Raths 앉 때.， 1994). 따라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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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활의 구체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 생활의 연속선상에 배열되어 있 

대념궁달화， 1994). 어떠한 삶의 가치는 확고부동한 신념이라기보다 어떤 특정한 

환경 하에서 다듬어져 나온 결과로서 이루어진다 가치명료화 이론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가치보다 그러한 가치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에 관섬을 더 갖는다 그 이 

유는 사람들 각자의 생활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사 

람이 어떤 경험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어 

떤 가치나 생활양식이 가장 적합한지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가치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가장 효과작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가치 명료회론자들의 이러한 가정에 입각해 ‘가치화 과정’이 진행되면 그 과정의 

결과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명료화된다 가치화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 

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명료화하도록 도움으로 

써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미리 정해진 일련 

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히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표 4-17> 가치화 과정 
구분 

선택하기 

존중하기 

행동하기 

가치화과정 

(1) 자유로이 

(2) 여러 대안들로부터 

(3) 각 대안의 결과를 심사숙고 한 후에 

(씨 선택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 
(잉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한 것을 공언하고 

(이 선택에 따라 행등을 하고 
(7) 반복 행동에 의해 생활양식으로 굳힌다. 

가치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햄1 초점을 두고 

실시한다 

。 학생들에게 많은 대안 중에서 선택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격려한다 

。 선택을 할 때에는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도와준다. 

。 대안의 결과를 숙고하면서 각 대안들을 검토하도록 도와준다. 

。 그들이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도록 격려한다. 

。 그들이 선택한 것을 공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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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 학생들에게 가치는 자신의 삶의 유형을 이루는 습관임을 깨닫게 한다. 

또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랩 적용에 있어서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 학생들의 생각이나 태도 또는 신념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야한다. 

。 교시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실시되는 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은 그 대상(범위)이 크게 세 가지 

문제로나누어진다. 

。 준가치(잠재적 가치)이다: 목적， 포부， 태도， 관심， 감정， 신념， 걱정. 

。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는 개인적 문제이다. 

。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규칙에 관한 문제， 가족 이웃， 학교에서의 문제， 타인 

과의 협동의 문제， 자기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갈둥， 인종 및 성 차별， 법과 

질서， 빈부의 격차 등 다소 사회적인 문제(내용에 명료화 과정을 적용한다. 

가치명료화 이론이 현대사회의 가치교육에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램은 생햄 초점을 둔다 즉， 생햄 여러 측면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 이 이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정직하고 서로에게 정직하도록 돕는다. 

。 이 이론은 가치에 대해서 보다 더 심시숙고하고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 이 이론은 사람들이 가치문제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의사 결정 

능력을 증진시 킨다(Raths et 떠" 1994) , 

다. 교과서와 가치관 

교과서는 그 나라와 당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인간구현을 최종적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과 궤를 같이 하면서 교육과정의 단계적 질서에 따라 올바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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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형성을 위한 내용의 제시와 공감 그리고 행동으로 행하게 하는 교수-학습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이종국， 1991). 교과서가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주된 교 

재로서 당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배양에 관한 것과 그 방법을 뒷받침해 주는 

지식 내용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인간 육성을 꾀한다는 기능을 고려할 때 교과 

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지도하 

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학습자료라고 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 

을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도서라 할 수 있다. 즉 교과서는 교 

육과정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면서 가르치는 내용인 교육내용이 되는 것이다. 

교육이 개인생활에의 적응이나 사회발전과 같은 수단인 외재적 목표로 보면 

교과는 개인적 및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 

다. 이것은 교과서의 외재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사회화와 동일한 의미 

를 가지기도 한다. 사회화라는 것은 개인이 그 사회의 지배적 신념， 규범적 가 

치관을 학습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며， 한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집단적 

신념체계는 그 사회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그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꼭 필 

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목표를 교육내용인 교과내용의 가치를 규정하 

며 개인생활에의 적응이나 국가발전과 같은 외재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교과를 보고 있다. 

교육과정을 구현핸 수단인 교과서는 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교육 

내용 속에 이미 실현하도록 들어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교과의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대고승식， 1998). 물론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이 지향해 온 가 

치관이 명시적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묵시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요 

한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의 가치관이 구체화된 교과서에 어떤 가치관이 함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가치관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의 제시를 위해 필 

요하다 

그동안 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크게 가치관 교육방법에 대한 것(윤재 

득， 198α 김용남; 198까 김종근. 1992; 마시열， 1994; 정형진， 199이과 학생들의 

가치관을 분석한 것(나순채， 1980; 장연환， 1983; 오신안， 1987; 김경희， 1989;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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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 1993; 이인호， 1993). 그리고 교과나 교육과정에 관련된 가치 또는 가치관 

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교과나 교육과정에 관련된 가치 또는 

가치관을 분석하는 연구들로는 고동학교 국어교과서의 가치 주제를 분석한 허 

형(197기의 K1uckholm의 가치관 모형에 따른 국어과 교과서의 가치주제 분석， 

교육과정이 추구핸 가치 덕목을 분석한 김병완(1992)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서 추구하는 가치덕목의 분석， 교과서의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 

해 한국의 문화적 가치관을 분석한 박광수(1992)의 문학작품 속에 동장하는 인 

물들의 한국 문화적 가치관에 관한 분석， 고승식(1998)의 초둥학교 교과서에 함 

의된 가치에 대한 아동， 학부모의 태도 분석 등이 있다 

교육과정의 가치관은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과서를 통해 

교육과정의 가치관이 교육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대최대규， 1999). 

그런데 가치관을 분류하는 방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 

제까지의 대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문화인류학적 입장과 사회심리학적 입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문화인류학적 입장에 선 Spranger는 가치체계를 

률， 善， 美， 聖， 權， 利， 愛， 健의 8가지로 나누었다{김용기， 1964; 김정택， 1993에 

서 재인용). 

〈표 4-18) 가치 체계 분류 

구분 개
 π 

가치체계 

권력적 가치 | 權
경제적 가치 | 利
사회적 가치 | 愛
신체적 가치 l 健

가치체계 

이론적 가치 

도덕적가치 
예술적 가치 

종교적 가치 

자료: 김용기현대교육학원론~， 1964(김정택， 1993에서 재인용). 

고전적가치 근대적가치 

Spranger는 가치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톨， 善， 美， 聖의 가치는 고적인 가치 

로서 유럽사회의 절대적 가치였으며， 權， 利， 愛， 健의 가치는 근대사회의 발달 

에 의한 근대적 가치라고 말하였고， K1uckholm은 가치관을 부단히 계속되는 인 

간행동의 흐름에 대하여 질서와 행동을 제시해 주고 공통적인 인간 문제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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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있어서 의견을 주는 것으로 분석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평가과정이며， 인 

지적인 것， 정의적인 것， 방향 제시 등의 세 가지 요소가 완전히 상호작용함으 

로써 일어나는 복합적이고， 동시에 일정한 유형을 가진 원칙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그는 다음 세 가지의 가설을 전제로 하여 가치관을 분류하였다. 

첫째， 모든 인간에게는 언제나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둘 

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답은 상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 해결방법은 얼마간의 차이는 있겠지 

만， 그 어느 때， 그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위와 

같은 가설 아래에서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공통되는 문제를 다음의 5가지 

로 분류하고 이를 더욱 자세히 구분해서 각개의 기본 문제들 속에서 각각 3가 

지씩 해답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의 이러한 가치관 분류를 정리해서 도표 

화하면 아래 〈표 4-19>과 같다{김정택， 1993). 

〈표 4-19) 씨uckhohn의 가치관 분류 

가치지향 
인간의 본성 성악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성 

시간관 과거 

활동관 존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종적 

자료: 김정택~고등학생들이 가치관에 관한 연구~， 1993. 

다양한 기본적 범위 

중성 

조화 

현재 

생성 속의 존재 

횡적 

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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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이론가인 Rok않ch(1973)은 가치의 문제는 모든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핵심이 되는 개념인 동시에 문제라고 한다. 그가 가정하여 

제시하는 인간 가치의 본질은 첫째，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의 전체 수는 비교 

적 적다. 둘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문화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가지는 가치는 같다. 셋째，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들은 하나의 가치체계 

로 조직되고， 넷째， 인간가치의 내역은 문화와 사회 및 사회적 기관 그리고 개 

인의 인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인간 가치의 중요성은 사회과학자들 

이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상에서 실제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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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될 수 있다{남궁달화， 1994). 또한 그는 사람이 지니는 가치관은 바람직한 행 

위와 바람직한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두 가지의 지속적 신념이라고 말 

하고， 가치를 수단적 가치와 궁극적 가치로 구분하고 있다. Rokeach는 목적적 

가치는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고 사회 중심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두느냐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대남궁달화， 1994). 

다음에 사회심리학적 입장을 알포트-배본(따l따t & Vennon)은 E. Spranger가 

인간의 성격을 6가지 유형을 근거로 하여 가치 측정의 척도를 제작하였다. 여 

기에 포함된 가치 영역을 이론형， 경제형， 심미향 사회형， 정치형， 종교형의 가 

치영역이나 인간의 가치를 6가지 범주로 유형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 

범모(198끼는 가치관의 방향을 크게 전통과 발전이라는 두 방향에서서 고찰하 

면서 첫째， 자연에 대한 가치관을 혼돈관， 질서관 또는 불변관과 변화관으로， 

둘째，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예속관， 조화관， 주체관으로 셋째， 시간적인 가치관 

을 과거 지향， 현재 지향 미래 지향으로 넷째，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수양관， 

쾌락관， 활동관으로， 다섯째，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종적， 횡적， 개인주의적 가 

치관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가치관들을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자연을 혼돈， 불변관으로 보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 예속관， 수양관을 갖게 될 

것이며，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활동 업적 생산에 두는 사람은 사회도 능력주의 

엽적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한 문제에 대한 가치관의 방향은 다른 문제에 대한 비슷한 가치관 

과 관련되어 하나의 연맥을 이룬다고 볼 수 있대정범모， 198찌. 그리고 홍승직 

(198이은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연구에서 전통적 가치관， 결혼관， 정치관， 대외 

국관， 대인격 가치관， 행복·불안관， 대전쟁관， 인생·세계관， 생활관으로 분류하 

였으며(홍승직， 1986) 초·중등학생백서(문교부， 1984)에서는 전국 초·중등학생들 

의 의식과 생활상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가치관 분류를 국가의식， 윤리의식， 가 

정생활과 의식， 학교생활과 의식， 노동 및 직장의식， 개인생활과 의식， 여가생활 

과 의식 둥으로 분류하였대김정택， 1993).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치관에 관한 문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매 

우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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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족관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고， 그 제시내용에 함의된 가치관이 무엇 

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라.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결혼·자녀·가족(자녀 규모·구성 등) 관련 

가치관 분석 실태 

교육내용의 조정운 저출산·고령화 관련 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 

도록 하되， 주된 수정 방안은 내용을 정선하여 구조화하는 방법과 학교별·학년별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학습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단편적인 인구에 관한 지식을 피상적으로 접하게 되거나 

실천할 수 없는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교교육의 근간이 되는 각급 학교의 교과서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삼식 외， 2005). 

1)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 내용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전 과목에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가족 

형성， 가족형태 등에 관한 기초적인 교과내용은 사회교과목에서 가장 본격적으 

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교과목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형성에 대한 교과내용 

으로는 가족이 생활의 주된 보금자리이교 사회를 이루는 기초단위라는 관점에 

서 결혼의 보편성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통한 

가정의 형성， 가정에 의한 행복과 가치 추구， 가정의 소중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요을은 정진에네 삼촌에 결혼하는 날에다 묘두들 상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러 

오신다E 한다 정진에는 왜 결혼을 새로윤 출발01라고 하는지 궁금해 하였다 장촌에 

결혼을 하연 한 잡안을 01골어 깨게 된단다 결혼 전과는 다른 새로쥔 삶에 시장되는 

것01지 정진01는 새로끊 71정을 71죠l 상촌의 묘습을 장장하띤서 상촌01 만들어갈 행 

복한 자정에 대하여 쟁캉해 보았대샤화 4-2,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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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쇠l 모습은 어떻게 달라꼈는지 얄0뽑'Ål다 오늘은 은영이 o/.모의 결혼4l 날압냐다 

신랑 신부는 주례와 여러 사람 잎}에서 부걷'7{ 되깨를 약속하었습매다 o/.모와 o/.모부의 

모습은 O{흠당고 다정해 보였습매다 결혼01란 두 샤람이 7{족과 친지들의 축복을 받 

으며 7{정을 01루는 의정에란대3-2 사훼 00교과샤 5씨. 

가족규모에 대한 교과내용은 초등학교 교과목 전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자녀수 변화와 사회현상과의 관계를 직접 다루기보다， 관련 학습목표를 수 

행하기 위한 사례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가족규모 및 자녀수 변동 

이 우리 사회에 함의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예 

를 들어， 교과내용 중 가족 전체가 묘사된 경우를 선별하여 자녀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2명 자녀를 둔 핵가족이 마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족유형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교과내용 중 가족규모는 대체적으로 2자녀 이하로 

제시되고 있어， 소자녀관과 핵가족 7}，치가 편파적φi뼈)으로 강조되고 있다. 

자녀의 효용에 대한 교과내용은 가문승계 등 전통적인 자녀 가치를 주로 제 

시하고 있으며，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가정의 소중함”， “화목한 가정” 등 가족 

관계를 통해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는 부모 입장에서의 효 문화가 강조되고 있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직접 다 

루고 있는 교과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할아버지꺼서 얀호에게 조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였습매다 01.곳은 증조활O{버.xl 증 

조활머냐의 산소ol고 저 건l껴편은 고조할아버지외 산소란다 유리 잡안은 대대로 냐래 

의 중요한 얄을 맡01보있던 흘흉한 자운01란다 얀호도 열징하 공부해서 7{문의 전통 

을 살려야 한대초등사회 4-2, pp.6-9). 

가족의 형태에 대한 내용은 사회교과목의 경우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차이점 

과 생활방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관련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교과내용 

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교과에서는 관련 내용 전달을 위한 사례로서 제시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과 전체에서 가족형태에 대한 기술을 살 

펴본 결과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많이 나타나 핵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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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과목에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차이점과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이 증 

가하고 있는 이유를 사회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변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 

오늘날 핵깨족에 많아지고 있는 까닭을 조사해 보았다 부모님꺼서는 λl골 쟁활01 

좋다며 도시로 요시려고 하지 않습1-/다 깅장을 자주 끓켜야 했깨 때문에 부모님을 모 

λl고 살 수7f 없었습매다 냐는 취직을 하깨 외해 도시로 냐왜 살게 되었습1-/다 유리 

는 부묘닝을 요λl고 살다7f 명a17f 학교에 들어'7f면서 포시로 01샤 요게 되었습냐다 

(초동샤회 4-2, p.62).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과내용으로는 장애아에 대한 편견으로 해외로 입양되 

는 사례가 제시되는 한편， 장애아 입양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포 

함한 교과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한 71정에 압양된 어느 한국안 소년이 세울의 장슬10þ듀장에서 발어진 프로oþ 

듀 개만전에세 시큐를 하였습1-/다 에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희케한 질병을 71xJ.고 있 

는데다71 두 손왜 손71란01 묘두 붙은 채로 태어난 장애아었습냐다 태어나자af，자 부 

묘에게 버림을 받고 」브호가관에 덮계진 소년은 미국의 어느 평탬한 71정에 '?1양되었습 

매대샤회과탐구 4-2, p.5기. 

“ 얻마 누냐” 밝게 콧는 모습으로 달려요는 세현이를 료자 하연이는 눈울에 핑 폴앙 

습냐다 어머1-/의 품에 안계 짧은 낱말을 서투르게 조잘대는 세현01는 장애안 λl절에 

사는 하연이의 새 동쟁압니다 지난해 장애안 시절에 봉샤활동을 갖던 하연01 부모님 

은 세현01를 양아들로 장으성줍매대쟁활의 길I캅015， p.42). 

반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례를 통해， 한 부모 가족의 어려움 및 사회적 편 

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 해소의 필요성과 같은 적극적인 가치교육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한걸음 데 < 01빠 좀 빌려 쥬세요〉 선생납꺼서 방학 동안 아버지와 01들에 함께 

71는 “부자 캠프”에 참71할 사람은 내일까지 신청서를 내라고 하졌다 그러자 재훔이 

71 넌지λl 말하였다 “종우야 안됐다 l 넌 01빼71 안계/.1냐까 참:71하고 짚어도 곳하 

지'?"(국어 5-2,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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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전 교육과정을 통해 다뤄지고 있는데 과목별로 접근방식에 차이를 보 

이고 있다. 가족관련 교과내용은 초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통해 다뤄지고 있는 

데 과목별로 접근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 교과목에서는 가족형성， 가 

족형태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학습목표로 하여 관련지식을 제 

공하고 있다 반면， 국어， 실과，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에서는 가족형태 및 가 

족규모 둥이 관련 학습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로 제시됨으로써 내재적인 가 

치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다뤄지고 있다. 가족관련 교과내용 특정은 이야기 소 

재로 동장하는 인물들이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71족형태라기 보다 부자， 부 

녀， 부부， 모자， 모녀， 형제， 심지어는 혼자인 경우가 많이 다루어지고 었다 또 

한， 초등학생이라는 연령적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부정적 기능이나 문제로서 

접근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가족의 순기능이나 이상적 

인 모습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가족관련 교과내용을 교과목 및 학년별로 살펴보면， 사회 교과목에서는 4학 

년 이후부터 과거와 현재의 가족형태에 대한 비교학습을 통해 가족형태 및 가 

족규모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6학년 초등사회에서는 재혼， 자녀가치 

등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다뤄지고 있다. 실과 및 도덕 교과목의 경우， 효도， 

우애， 친족간 예절 등 가족생활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족 

형태， 가족규모， 자녀효용 등에 관한 교과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5-6학년 

의 고학년에서는 입양가족，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례가 제시 

되고 있다. 국어， 과학， 수학 등 언어 및 수리탐구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가족형태， 가족규모 등 일상생활에서의 가족모습이 사례로 제시되어， 내재적으 

로 관련 교과내용이 전달되고 있다 

2) 중학교 교과서 분석 

중학교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및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핵가 

족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교과서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나 삽화 자체도 1-2 

명의 소자녀를 가진 부부중심의 핵가족 형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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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핵가족 외에도 노인 가족， 소년 소녀 가족 동의 새로운 가족형태를 

소개하고는 있으나，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가족’이라 지칭하는 

반면， 그 외의 가족 형태는 완전하지 못한 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올해 얄혼 여젊의 한 할머매는 취로 사양장에서 얄을 합냐다 이혼한 아들이 잡을 

냐7써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매는 두 손/..1와 함께 살고 잉습냐대종샤혐 2001, 0 
00 p. 150). 

또한 가족형성을 법률혼에 국한하여 접근함으로써， 동거부부， 한 부모 가정， 

입양가정 동 새로운 형태의 가족형성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교과내용도 부족하다. 

결흔 장솜 재산 처분 등의 권리는 개안적인 법률관계를 통해 안정되는 권리에대중 

2 샤휘 2001, 00출괜 p.l95). 

출생 결홉 사w 신고를 하지 않E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잉대종 λ}휘 2001, 00 
o p.l74). 

정안 남/..171 서로 사랑하고 건전한 관계를 fF지하다 최면 결혼을 하여 한 71정을 01 
휴게 된다 결혼을 하면 행동을 통하여 샤랑의 결질얀 새 쟁명의 탄쟁을 보게 된대중l 

체육 2001, 00출판사 p.l70). 

부모와 자식，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세대갈등의 현 

상 및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과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나， 그 원인에 대 

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교과내용은 피상적이거나 선 

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세대 차01 때문에 부모와 자/..1 간에 갈등01 냐타날 수도 있다 그러냐 세대 제01는 

자연스런 현장이라는 것을 안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종 λ}회 2002, 000 p.l42). 

가정 교과목의 경우， 1학년 과정에서는 가족 형태 및 규모가 그램 자료로 많 

이 제시되어 있고， 세대간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 

형성(특히 결혼)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교과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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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는 전반적으로 확대가족에 비해 핵가족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수 

는 2자녀가 대부분이다. 자녀수로 1자녀를 묘사하고 있는 경우도 1/3정도이나， 3 

자녀가 동장한 교과내용은 거의 없다. 가족형성에 대해서는 성인남녀가 결혼하 

여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인식하게 하는 결혼 및 출산의 보편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세대간 관계에서는 초·중동학생기의 정서적 변화에 따 

라 나타날 수 있는 가족간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바람직한 가족간 의사소통 방 

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모와의 갈둥 관계에서 갈등 및 대화의 상대자는 대부 

분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대화 상대자가 모두 어머니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초·중등학생들에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과 비중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함께 읽고 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초·중 

둥학생들에게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도 함께 

교육함으로써 화목한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리는 때때로 부모님과 대화를 냐누다71 갈등을 겸는다 부모님과 함깨 아래 내용 

을 원어 보고 부모님과의 갈등을 슬71홉게 덤갈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쟁캉해보자 

(부모71 할 수 있는 WJ 우리'71 할 수 있는 얄을 냐누어 제λl하고 있옵(중171정 00 
출판사 2001, p.38). 

2학년 과정의 경우 r의복마련과 관리」 및 「자원의 관리와 환경」 의 대단원 

에서 가족에 대한 의식을 일부 교과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삽화나 참고자료 등의 비텍스트 영역에 분포하고 있다 r의복마련과 관리」 단 

원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 옷차림에 대한 예시로 결혼식과 폐백 장변을 그림으 

로 제시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초 중등학생들에게 결혼의 보편성을 인식시키 

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단순 삽화에서 나타나는 가족 형태와 규모를 살펴보면， 확대가족 형태 

는 한번만 제시된 반면， 대부분이 핵가족 2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그림은 한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족관련 교과내용으로는 가족의 형태 및 규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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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성 및 세대관계에 대한 내용은 소수 포함되어 있다 가족형태에 대한 교 

과내용은 본문에서 핵가족과 확대가족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 

고， 삽화에서는 다른 학년과 달리 핵가족 분류에 편부모 가정을 포함시키거나 

노인 가구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는 2자녀 핵가족(부부+2명의 미혼자녀) 형태가 교과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현대사회는 이혼 둥으로 인한 한 부모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71족의 형태는 조부묘 뷰요 자녀로 뮤정된 확대 71족 뷰묘와 자L1.로 구정된 핵'71 

족으로 냐누어 쟁캉할 수 잉다 핵'71족 중에는 자Lf71 있는 부부.71좀 자Lf71 없는 부 

부 71족 자Lf71 있는 펀부모 자족 주말에 만냐는 주말 71족 등에 있다(형 71정 O 
O출판샤 200], p.l68) 

교과내용으로는 가족형성， 가족규모， 가족형태， 세대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비 

교적 고르게 포함되어 있으나， 가족해체(이혼)와 관련된 교과내용은 보이지 않 

는다 2학년 과정에서는 가족형성(결혼)， 가족형태， 가족규모에 대한 교과내용이 

그림 자료와 비텍스트에 일부 포함되고 있으며， 가족영역 중 가족해체와 세대 

관계에 관한 교과내용은 전혀 없다. 3학년 가족영역으로는 주로 가족형성， 가족 

형태 및 가족규모가 교과내용으로 포함되어 었다. 반면， 가족영역 중 세대간관 

계는 일부 그리고 가족해체(이흔)는 교과내용으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고둥학교 교과 내용은 가족형태， 가족의 구조와 기능， 가정의 해체현상， 결혼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7}족형태에 대한 교과내용으로는 핵7}족이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7똑형태로 대두되었으며 다양한 꺼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포 

함하고 있다 .. 1인 가구의 증가는 농촌의 노인 단독 가구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무자녀7쁨， 편부모7]족 등의 다양한 7쁨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 

양， 공동체 가족， 사이버 가족 둥 대안적 형태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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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제외한 1인 가구나 한 자녀 가족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은 없다 

교과내용 중에는 결혼과 출산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라는 지적이 여러 번 반복될 때， 향후 결혼 

율과 출산율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는 있다. 

삽화에서 한 자녀 가구가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일부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나， 암묵적으로 소자녀관의 가치를 주입하여 다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희망하는 수만큼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으로 제시되는 가족은 보다 다양한 자녀수 

를포함하여야할 것이다 

결혼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점을 제시 

하고 있으면서， 선택의 문제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 결혼은 자문의 계승과 운지를 위한 71족의 결합으로 중요했다 그러 

므로 배유자를 선택할 때 개인의 선택권료다 깨존의 결정이 유선01.었다 현대에 와서 

는 남대간의 교체'71 자운로웨';z!그Z 결혼에 관한 쟁2깎이 달라지면서 개안의 행본과 용구 

충족을 중λl하게 되었대기줄.71정 000, pp.44-45). 

요즈음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의 고비용 구조가 결흔 연기의 사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결혼의 허례허식을 줄이고， 비용부담을 완 

화하기 위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의 교과서 내용은 약혼 등을 

의무처럼 기술하고 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약홉 함들o/， 혼순 청첩 결혼쇠 피로연 신혼여행 동 결혼 의측l 

과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대71줄자정 (퀴000， p.2끼. 

고등학교 교과내용에는 자녀를 기르는 보람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모임 

등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 

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의 의미， 특히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교 

과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가족생활주기를 설명하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점도 보인다 물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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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기는 가족형성기나 자녀 출가 후 노부부기에 비해 자녀양육으로 인한 비용 

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지나치고 일방적인 강조가 초·중등학생에게 ‘자녀=부 

담’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사려깊은 기술이 요청된다 

자녀깨 출쟁하띤 육아비 등의 지출01 제츰 커져세 71계를 어렵게 만들가 때문에 ... 

( 하램 (71줄'71정 000. p.3이. 

가족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과내용으로는 가족구조가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인 구조에서 평등적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다같이 모여 의사 결정하는 모 

습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가족의 기능은 많은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면서 축소되 

고 있으나， 사회 성원 재생산 및 사회화， 정서적 안정 동의 기능은 고유의 기능 

으로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담당하던 노인 

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많은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가족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부모세대에게 어떠한 자세로 공경을 하고 효를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가 많은 반면， 부모 역시 자녀를 존중하고 민주적 

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덕목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효’에 대한 강조를 통 

해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도 많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에 노인요양을 맡기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거나 개인주의 

의 결과로 접근한 부분이 눈에 띤다. 

개인주의 운화의 또 다른 폐해는 노부모 부g탠셰이다.{중록， ... 서g썩 노안들은 자깅을 

과 소원하여 양로원에서 흘로 노년을 보내는 경유자 많대전통운리 α:x:l p.59). 

이러한 단편적 해석보다는， 평균수명의 연장， 허약노인의 증7}， 가족의 소규 

모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지고， 이는 고령화 사회에 

서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임을 밝혀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에 대해 지나치게 정형적인 하나의 주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간의 교육， 청년실업， 노동시장 유연화， 소자녀， 수명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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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영향으로 표준적인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에 들어맞지 않는 다양 

한 삶의 경로를 (자의 혹은 불가피하게)선택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좀 더 탄력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실제 분석대상 교과서 

중 1 교과서에서만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깨족의 다g썽으료 안해써 표준정안 71추생활쥬'-7171 반드시 맞지 않는 걷유'l'1 쟁자E 앙교 

모든 잭01 에러한 단계를 거쳐야 효따는 쟁캉은 바람작하지 않밤71줄7댐 CXXJ p.23).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3세대 가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핵가 

족의 장단점， 3세대 가구의 장단점 등이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다 한편， 주택개 

조나 새로운 주택설계를 통해서 3세대 가구의 동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이 들어간 교과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중립적이 

기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확대'71존의 걷유에는 핵'71족에 비해 주거에 대한 요구샤항에 보다 복잡해친대깨줄 

71정 (퀴000， p.96). 핵깨족의 증대 자1..1수의 김냥 여정 참업의 증71 등을 결쏟71 

정의 원안으로 지적하는 정확하지 않은 깨줄도 있다 핵'71족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 

여정 캠없의 증자 01혼 뭇! 71출외 증깨 동으로 안하여 결좀 장태에 있는 71정01 들어 

나고 있대사휘 (퀴000， p.306). 

가족관련 교과내용으로 이혼율 증가 퉁 가정의 해체 현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7}족의 유대를 바탕으로 한 가정의 화목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점차 늘어나 

고 있는 이혼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포괄적인 해석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 

혼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선택인 것으로 규정짓는 경우가 많고， 이혼이 아동 

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숙명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운립과 붕미 7념의 깨장 큰 투칭은 자족 내 개안주의에다 01로 안하여 자1..1를 갖지 

않는 부부와 01혼tf는 부부의 수도 증71하고 있대71줄:71정 (뒤000， p.17). 

전반적으로 가족과 관련해서는 부모에 대한 효와 부모세대 봉양의 중요성， 

가족생활 주기별 특성 및 과제， 최근 이혼 등 가족해체의 경향， 다양해지고 있 

는 가족형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교과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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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관련한 사회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홉한수준이다. 

가족과 관련한 교과내용은 교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가족규 

모， 가족기능， 가족구조， 가족형태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가족을 해석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특히， 최근의 인구변동에 따른 가족의 특징을 과거 출산억제정책이 

강조되었던 시기의 시각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다. 가족관계에서도 노인을 부담 

의 존재로서 부정적으로 인식케 하는 교과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과내 

용 중에는 이혼을 죄악시하는 성향도 잔존하고 있다. 

마. 초·중등학생 결흔 및 가족관련 가치관 교육 적정화 기본 방향 

1 ) 교과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여 교육현장에 반영한다. 

우선 소자녀관이 지배하였던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인 

구과잉 문제나 그로 인해 발생하였던 사회 문제 관련 내용 진술과 최신성을 갖 

고 있지 못한 도표와 통계자료 등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을 위한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내용으 

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각 교과에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의 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과의 성격이나 교과 교육 

의 목표에 비추어 주변적인 내용을 과감하게 배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자녀관과 가족관을 정립하여 다가올 저출산 사회의 주역들이 자 

녀와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래의 저출산 

사회의 민주시민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치게 학문적인 내용을 가급적 

배제한다. 인구， 가족 및 성평등 관련 교과내용의 수준은 초·중등학생의 성장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하되， 각 교과에 상응하는 특유의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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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교과내용 오류 수정 방향 

부적정 유형의 진술형태 1 적정화 이유 l 수정 방향 
〈사례〉 정00씨는 초둥학생 아들을| 사적 영역을 담당했던 여성이 공| 초등직장인인 어머니가 자 

둔 어머니이자 직장인이다. 그녀는 바쁘|적 분야에도 진출하며 여러 역할을|녀 교육에 신경을 쓰는 장면 
:.11만 0에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수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나， 가정|을 아버지와 함께 아이교육에 
러나 그 외의 집안일에는 신경을 쓰지|내의 자녀교육은 어머니만이 아닌|대해 논의하고 고민하는 장면 
않아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곤 한다. I부모가 함께 고민하며 상의해 교육|으로 수정 
엄마와 。꿰가 공부하는 삽화 |방향 둥을 찾아가야 한다는 관점을 
(중2사회， 00사， p.153) 삽입할 필요가 있다. 

2) 학교에서는 다가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가치관은 학습의 결과이 
며， 교육의 개념을 ‘바람직한 인간 성향의 계획적인 변호F로 규정할 
때 어떠한 행위로든지 간에 교육은 가치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저출산과 같은 의사결정이 세대를 거듭하여 지속되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체세대의 가정을 이루게 될 학생대상의 교육적 개업이 매우 필요하 

다고 할수 있다. 

여기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 

입하는 흑백논리식의 교육으로 필요한 점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현재 독자로 

자라난 학생이나 혹은 형제 수가 다른 학생에 비해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장차 

이루게 될 가족구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자신이 자 

란 환경과 정반대의 결정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자란 환경만을 이상화하여 의 

사결정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방향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독자로 자란 학생이 많은 수의 가족을 

정반대로 선호하거나， 형제가 많은 학생이 정반대로 단출한 가족을 선호하는 식 

의 의사결정이다 어떠한 결정이던지 자신의 출생 가족의 경험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 가지 가치에 기반한 행동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형성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개인이 자란 환경과 다른 다양한 가족에 대 

한 직간접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과 다른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반대로 막연한 동경에서 나타난 무분별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개인 

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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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족생활을 통하여 그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가치 

와 행동의 세대간 전이 현상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가족과 대비될 만큼 

강력한 가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인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즉 학교 

의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가족환경과 다른 다양한 가족환경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다양화하면서 가 

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부모세대와는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연성 

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된다. 이상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사교 가족생활에서의 역 

할분담에 대한 사교 자녀에 대한 새로운 사고 둥과 같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교육은 학생， 자신에게 익숙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경하고 

새로운 선택과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 

한 적극적인 가치관 중심의 교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대왕석순·전미경， :2뼈. 

가치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은 어떤 가치를 신봉하도록 훈련하는 일이 아니 

라， 가치에 관한 분석， 종합， 추리， 탐구， 의사결정 등을 포함하는 가치과정을 

교육하는 일이라는 것이대김종근， 1992). 가치의 영 역을 지상가치뿐만 아니라 

조건적 가치로서도 생각하며， 절대적 가치보다는 계속 탐구해 갈 대상으로서의 

일반적 가치를 가정하고， 사회현실을 단일 가치체제보다는 다가치체계로 인식 

할 때 필연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 체제에 철두철미한 신봉자보다는 개 

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적정한 가치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간과 체제 

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치관 교육은 정의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치 

에 대한 분석， 종합， 추리， 탐구， 의사결정 등을 중시하는 가치과정으로서의 가 

치관 교육은 정의적 특성만으로 육박할 수 없다. 거기에는 다분히 인지적 과정 

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대정범모， 1969). 

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원리는 미학적 접근 방법이다. 

미학적 행태의 인식은 인지적 인식， 정의적 인식과 더불어 인간이 사물을 인식 

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측면의 의식 현장 중의 하나로서 그 차이를 표로 보이 

면 다음 〈표 4-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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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인식 차원의 비교 

미학적 

개체성 

이미지 
실제 특성에의 통찰력 

구분 

내용차원 
인지결과 

목표와기능 

매개체 

인지방법 
인지내용 

자료. 한명희If'교육철학~， 1989. 

·
숭
}
 
시
1
 해
에
 

예
 
제
 
실
 

인지적 
관련성 

아이디어 
이념에의 확대 

이론 

설명 
사실 

정의적 

중요성 
감정 

목적과의 관련성 
기술 

통제 
가치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학적 인식이란 사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체성과 실체성을 포함한 질적인 지각을 뜻한다. 이와 같이 인식 차원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각 인식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보통 

의 경우는 세 가지 중 더 집중적인 형태의 인식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중에 

서 일상적인 경험은 인지적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대한명희， 198이. 그러나 

개념화된 인지적 인식만으로는 사물의 구체적 실체나 본질을 놓치게 되므로 자 

아 속에서 살아있는 사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정의적， 미학적 인식이 필수 불 

가결한 요인이 된대한명희， 198의. 

이상에서 학교교육은 부단한 가치 탐구를 목적으로 동F는 목적률적 입장에서 가 

치에 대한 분석， 종합， 추리， 탐구，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가치과정으로서의 가치관 

교육이 절실하다. 복잡한 다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삶은 무수한 선택의 연속인데 그러한 선택의 기준은 가치관이 된다. 따라서 

가치관 교육은 바람직한 가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 

을 스스로 질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교사교육의 방향 

오늘날 교육은 개인의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발전의 

전략적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해는 오늘날의 

대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다가올 저출산 사회의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초·중 

등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성이 있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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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고령화되는 거시적인 사회현상이 개인의 삶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사실 초·중등학생들이 체감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현안은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전제되 

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개인들의 삶의 준비가 더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준비와 대책에 대한 교육의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거나 다가올 저출산 사회에 준비하 

거나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활동의 직접 당당자인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훌륭한 저출산 관련 학교교육과정을 체계적으 

로 수립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풍부하게 개발 보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적 

절하게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의 능 

력이 개발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는 교사의 계속 교육을 

강화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기술 및 교육매체의 발달에 맞추어 학교 교 

육방법을 변화시키고， 학교 운영에 대한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가지는 일에 집 

중하지 않을수 없다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전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현직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교사 교육5)은 크게 직전교육 즉 임용전 교육과 현직교육으로 나누어진다. 교사 

의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중에서 종래에는 직전교육에 많은 관심이 주어졌으나， 

근래에 와서는 직전교육의 한계성과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지식의 폭발적 

인 증가로 직전교육만으로는 교사의 질적 향상을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적인 현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의 성패 

를 좌우하는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의 교사양성 프로 

그램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지만， 교사로 임용된 

5) 일반적으로 교사 교육은 교원연수라는 용어로 현실적으로 λ}용하고 있어 이E에서 교원연수로 λ}용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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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유지， 신장시키기 위해 현직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수 교육과정이 중 

요하다. 어떠한 교사로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가 

에 대한 설계도가 연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2년 교장 자격연수 등의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어， 1993년 

3월 31일자로 각 시·도 교육청과 교원연수기관에 제시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 

원부는 표준교육과정을 통보하는 공문을 통하여 각 교원 연수기관은 이 표준교 

육과정을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모형으로 활용하여 ‘93년도 하계 연수부 

터 적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전에도 자격연수 표준교육 

과정이 제시되기 하였으나， 교장 등 일부에 국한되었으며， 교감， 1급 정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교육과정이 제시된 경우는 없었다{손경수 외， 2(05) 

전국의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비롯한 각 시 도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장， 교감， 

교λ}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연수기관의 교육과정 개발 

의 자율성과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장， 교감， 교시들에서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라나는 초·중등학생들에 

게 저출샌l 대한 올바른 인구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연수는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 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이 기초하고 교육과정에 저출산 관련 초· 

중등학생의 가치관 전환을 위한 가족친화적 인구교육 체제 개선방향에 부합되 

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수의 질 개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교원 연수의 필요성 

교원 연수에 대한 펼요성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 

다.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와트킨(JIa뼈18)는 지식의 변화， 교수 기술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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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회의 변화， 교사의 변화， 학교의 변화 때문에 교사의 현직교육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고(Wa뼈18， 1973, 손경수 외 2뼈， 홉킨스쩌op빼)도 전 교원들의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오늘날의 급속한 기술적， 경 

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원의 질적 수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사의 현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975년 에ESCO 제35차 국제교육회의에서 채택한 ‘교사의 변화하는 역할과 

이것이 직전 및 현직교육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사회와 교육의 변화는 필연적 

으로 교사의 역할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종래의 전통적， 고정적인 교직 

개념은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할을 담당， 수행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전문적 종사자로서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이 일관된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원연수의 목적에 대해 김종철(1976: 손경수 외， 2005에서 재인용)은 직전교 

육의 미비를 보충하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백현 

기(1963: 손경수 외， 2005에서 재인용)는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틀에 박힌 

직업생황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단체 활동을 조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OECD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직교육의 목적을 계속교 

육의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적 요구 및 개인적 요구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제시 

하였다.OECD가 제시한 교원에 대한 현직교육의 다섯 가지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손경수 외 2(05). 

@ 학교 교직원 전체 또는 교직원 일부 집단의 직무수행 능력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의 연수 

@ 개개인 교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의 연수 

@ 승진 또는 승급을 위한 개개인 교원의 사전 경험을 확장시키려는 목적의 연수 

@ 개개인 교원의 전문적 지식 및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의 연수 

@ 교원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일반교육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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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가지 연수의 목적을 주로 학교의 조직적 요구 및 목표의 충족을 지뺨 

는 연수와 학교 조직 구성원인 교원의 개인적 요구 및 자아실현의 충족을 지향 

하는 연수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교원연수는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 

추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며， 그것을 통해 바람직한 교원이 되는 데 필요한 자질 

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교원 연수의 원리 

바벨로(Burrell이와 오르바우(Or뼈맹)는 교원연수의 실제를 관찰하고 이에 대 

한 광범위한 문헌분석으로 통해서 효율적인 교원연수의 주요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원연수는 전체 학교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통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그리고 단 

위학교의 행정가에 의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2) 교원연 

수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체제는 내재적인 전문적 보상에 집중되어야 한다 

둘째，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협동적 프로그램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프 

로그램 계획， 전달 및 평가에 있어서 교사·학생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동기를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요구를 기초로 구성되어야 한다. 궁극적 

으로 현직연수 프로그램의 정당성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공헌 

도는 학생에 대한 봉사에 있다. 그러므로 @ 교원연수는 참여자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2) 문제해결 기능 개발도 교원연수의 한 부분이 되게 한다. 

넷째，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교원인사， 교육조건 등이 변화에 용이 

하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원연수는 혁신과 변화의 이론에 관한 연 

구결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 

현재 근무교가 연수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2) 참여의욕을 상실하게 할 

불편한 시간·장소 같은 것은 제거되어야 하며，@ 교원연수 활동은 참여자의 



246 

정규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교원연수 활동은 일정기간마다 평가되어야 한다. 즉 교원연수는 전 

체 학교 프로그램 속에 통합되도록 설계하되， 협동적이면서 참여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변화하는 요구에 수용적이어야 하며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마다 평가되어야 핸 특성을 가지고 있다-(Bmrello 

and Orbaugh, 1982: 손경수 외 2005에서 재인용). 

교내 교원연수는 사회교육이며， 직업종사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자발학습， 자기학습， 상호학습， 생활적응， 능률성， 집합학습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자발학습의 원리: 교내 교원연수는 타의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학습이다. 

따라서 교사의 학습요구， 부서별 단계나 생활조건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수료증 

등의 자극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며， 학습의 기획 운영에 교사를 참여시키고 교 

육활동에 관한 홍보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자발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 자기학습의 원리: 자기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발적인 주체가 

되어 각자 선택한 학습방법에 따라서 혼자서 학습하고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성을 도모하는 일이다. 교내 교원연수에 있어서도 독서， 견학， 조사활 

동을 통해 개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상호학습의 원리: 교내 교원연수에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진 교사가 몇 

사람 모여서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서로가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을 말하며 그 

전형적인 형태는 토의학습이며， 학습자 중 지도가가 선발되어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 생활적응의 원리: 교내교원연수에 있어서 교육이 제도화되고 고정화되변， 

교육활동이 생활에서 유리되기 쉽다 교육방법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그 목표， 

내용， 방법 모든 면에서 걸쳐서 교사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점에서 수시로 재검 

토할 펼요가 있다. 

@ 능률성의 원리: 학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학습의 형태， 장， 프로그램， 

교재 동의 모든 면에서 재음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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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학습의 원리: 교내 현직교육에 있어서 집합학습은 집단 속에서 적극 

적으로 상호학습을 행하고 교사들간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면서 학습에 관한 공 

동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교사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양 향상을 꾀하는 

한편， 공통적인 의식을 길러 집단의 과제도 해결하고 집단으로서의 목표를 실 

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룹， 서클단체， 교실학습 등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학 

습활동과 스카웃， 아람단 등의 아동훈련이 이에 속한다. 

또한 딜런과 피터슨뻐on and Pet없O띠과 해머뻐mmer)는 성인학습의 이론 

을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작성에 적용해 본 후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작성 

을 위해 @ 교사들의 개인차를 고려할 것，(2) 교사들의 문제거리의 변화 단계 

를 고려할 것，@ 연수결과를 내면화·실제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선호하는 연수 

방법을 고려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오재이에도 교사들의 연구욕구， 선호핸 학습방법， 동료와의 상호작용 스타 

일， 학교현장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인식 등 여러 면에서의 개인차를 잘 고 

려하는 것이 교사들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직능개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오재이a)는 상이한 발달단계에 있는 성인 

들에게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능개발 프로그램의 작성에 있어서 

개인차를 고려한 적절한 자원과 도전감이 주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다. 저출산 관련 교원 연수의 실태 

우리나라의 교원연수는 각 시·도 교육연수원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자격 

연수와 직무연수， 특별연수가 있고， 학교 중심의 연수로는 연구수업， 교과연수， 

직원연수， 전달강습 등이 있으며， 개인 중심의 연수로는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의 학위 취득과 교과연수회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관련하 

여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저출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을 위한 홍보와 어려서부터의 교육이라 하겠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초·중등학 

생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교육연수원 주관 교원연수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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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중심 연수， 개인 중심 연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 학교 교육에 가장 영 

향을 미치는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연수원 

중심의 연수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로는 크게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특별연수 

로 이루어진다. 자격연수는 상급 자격이나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과정으로 1급 정교사 과정， 교감 및 교장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격 연수의 

과정은 30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기간은 180 시간 이상이다. 직무연수는 직 

무 수행과 직장 적응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배양을 위한 연수이다. 직무 연수 

의 연수과정은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직무연수의 내용과 기간은 당해 

연수원장이 정한다. 직무연수 대상자는 당해 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장이 지명 

한다. 특별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 

·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수를 받게 하는 것이 

다. 그러면 각 시 도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각 교육연수기관의 성 

격과 교육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도 자격연수는 전국 연수원에서 173개 과정에 17，043명이 이수를 하고 

있고， 직무연수는 764개 과정에 59，905명이 이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관련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의 강좌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2005년 

도 후반기에 연간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도 초에 연간계획이 

편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시·도 교육연수원의 저출 

산 관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의 부족으로 파악된다 

라. 교원연수의 개선 방향 

저출산 관련 교원연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연수의 문제점으로 교원으로 하여금 저출산 관련 연수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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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고， 연수기관의 저출산 연수에 대한 의지의 미흡， 저출산 관련 연수에 

대한 유인체제의 미홉 저출산 연수담당 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교원연수는 미래 사회의 주역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더 

욱 중요하고 그 사명이 막중하다 한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교육수준에 기초 

를 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 사회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풍요로운 삶과 살기 편한 나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 

는 교육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교사에 대한 계속 

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교원연수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 연수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가)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정은 국가적 사업 

으로 오랜 연구와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적인 사업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하는 데 비하여 현직 연수과정은 그 개발 과정이 비체계적이고 교육과정에 대 

한 기준 또는 준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저출산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사·사회적인 필요와 연수과정의 개설 취지를 고려하여 각 시·도 교 

육연수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연수생 및 교원연수 관계자의 요구를 수렴하 

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 내용을 선정·조직하여 

교과목 또는 주제를 개발하고 각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필수요소를 선 

정하여 실라버스를 작성한 다음 연수에 적합한 교과목 및 주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연수 교육과정에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만 저출산과 관련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연 

수대상， 연수기관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혹은 특 

별연수를 통해 융통성 있게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사에게 강의를 의뢰할 때 단순히 강의 주제와 시간， 원고 분량 등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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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설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원 나름의 강의안 모 

형을 개발하여 집필방향， 원리， 체제 등을 집필진에게 제시하고 강의안을 집필 

하도록 함으로써 강의안의 일관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교재도 

단순한 인쇄매체에 의한 교재수준에서 벗어나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복합매체 

의 방식이 요구된다 

나) 연수자 중심의 교육운영 

교직은 전문직에 속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전문적 능력 

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전 생애 걸친 계속교육이 요구되는 것 

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또한 지금까지 교원연수는 대부분 기관 중심의 획일적 

인 연수 형태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교원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들은 현직연수를 통해 계속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 

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강사와 교재 중심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수 학습 방법에서 탈피하여 연수생 

이 중심이 되는 토론학습， 탐구학습， 실험 치 실습학습， 창의적인 문제해결 학 

습 등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의 학습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재의 내용을 개선하고 계속교육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적용해야 할 것이다. 

2)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연수 방법의 모색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교육의 

모습도 새롭게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오늘날 정 

보의 복합적 처리와 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작용을 특정으로 하는 새로운 매체 

들이 등장함으로써 교육적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도 교육을 가능하게 만 

들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격교육에서 채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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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수매체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이는 기존 원격교육에서의 교재와 학습자간 

의 제한된 상호작용의 형태를 보완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쌍방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사회 교육적 영향력을 강화 

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격 연수 체제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원격 매체의 교육적 활용을 극대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수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3) 현직 연수의 질 향상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교사 

교육의 개선을 위해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과정을 통하여 저출산 교육에 대한 

폭넓은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수방법 

을 계속적으로 연마할 수 있는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연수영역을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의 분야별로 저출산 관련 연수 내용을 세분 

화하고， 진지한 참여와 토론에 의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관주도의 연수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것이지만 교사 

의 연구회 중심의 자율연수를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4) 강의 질 제고와 연수여건의 개선 

현행 교원연수 실태를 보면 한 과목 또는 주제 당 2-3시간 정도의 교과목이 

지나칠 정도로 다양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갚이 있는 연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되며 구체적인 각 

론이나 방법론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주 

제들 명확히 하여 주제에 대한 깊이 있은 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사 

도 소위 저명인사보다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참신한 강사를 발굴·활용 

하며 특히 현직연수의 강사는 현장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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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강사를 선발하여 교육현장과 실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의 강의를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5) 교원연수 지원체제의 확립 

7n 연수에 대한 단위 학교 경영자의 관심 제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학교 경영자의 관심 분야나 관심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저출산 관련 연수에 대한 학교경영자의 확고한 신념과 교사의 

공감대와 인식이 형성될 때 교사가 각종 연수에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 

-나) 교육청의 저출산 관련 인식 및 업무체제의 개선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저출산 관련 조직구성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 다만， 저출산 관련 조직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 도 교육 

청은 16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대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뿐이다 경기도교 

육청에서는 지원국 소속에 저출산 대책팀을 구성하여 저출산 관련 ‘희망이즈’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고， 업무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책， 저출산 대 

책 기획단 우수사례， 희망이즈 평생학습 축제로 홍보， 미래학교 플랜 및 학교 

입지， 저출산 문제 ‘학교’가 희 망이다， 2007년도 고입 쌍둥이 이어 3형제도 동 

일교 배정 등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저출산 대비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원 인사규정 개선， 저출 

산 문제 해결을 위한 슬로건， 플래시 공모대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교 

육청에서는 저출산 교육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저출산 대비 학교 신설 및 

학급 감축， 교원 수급계획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외의 교육청에서 저 

출산 관련 업무를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고，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이나 저출산 

육아 문제 해결 실마리 홍보(인천광역시교육청) 둥에서만 관심을 보이는 것으 

로 보인다{각 시 ·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이상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저출산 관련 인식 및 업무 체제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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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수원의 저출산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도와 

주고 협조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6) 저출산 원격교육과 콘텐츠 개발 

교육과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정보기술을 포함한 첨단 테크놀로 

지를 사용하여 이전에 불가능했던 다양한 원격연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연수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이 시작되 

면서 저출산에 대한 교육 실현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어 전통적인 학습방법과 

구별되는 대안적 교육 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원격학습체제는 평생학습 체제 실현과 시공간을 초월한 상호작용 실현에 대 

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수원별로 컨텐츠 개발에 많은 연구와 노 

력을 기울려 왔으나 연수원별로 컨텐츠 개발을 개발하다 보면 중복개발， 강사 

의 제한적 활용으로 컨텐츠 질 저하， 연수원간의 공유체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연수원간 저출산에 대한 컨텐츠 개발에 대한 

협의 및 설계로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서로 분담하여 개발함으로써 예산의 중 

복 투자를 방지하고， 보다 질 높은 컨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7) 교육연수원 기관간의 지원·협조체제 구축 

저출산 관련 연수 내용과 국제적 동향을 바탕으로 표준화 된 연수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 시· 

도 교육연수원에서는 저출산 관련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구 

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교 

육연수원， 시도교육청의 지원·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함은 물론이고 각 시 도 

교육연수원간의 지원·협조와 유기적 연계 하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 

는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지방교육연수원 및 대학 부설 연수원간에 저출 

산관련 현직연수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상호교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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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소결 및 미래세대의 친 결혼· 출산 가치관 제고를 위한 제언 

청소년은 미래사회를 책임질 세대이다. 청소년은 전통을 계승， 유지， 발전시 

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청소년 시기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성장해 

가고 있는 성인기로의 이행기이다. 가치관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은 다양한 가 

치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삶을 결정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해서 청소년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청소년기에 결혼·가족·자녀(출산)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될 결혼 및 가족가 

치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까닭에 청소년의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해서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것， 적절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 등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 

치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가치관이라고 한다. 가치는 인간， 사회에 따라 다양하 

며 개인적 가치관은 문화적 환경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가치관은 개개 

인마다 다르며(가치의 다양성) 한번 형성된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고(가치의 안 

정성) 가치에 따라 선택 행위를 할 때 갈등을 최소화 하려고 한대가치의 책무 

성). 이러한 가치관은 가족요인， 성 요인， 사회적 환경 요인， 정부의 관련 정책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는 특정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하나의 가치 

관을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며， 청 

소년 개개인을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으 

며，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과 연령 둥에 따라 가치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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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하여 결혼과 가족에 친 

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결혼과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청소년의 집단별·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청소년의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성인 세대의 가치관 교 

육과 병행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사회와 고립되어 생활하지 않으 

며， 늘 사회 속에서 부모와 교사 등과 같이 성인들과 어울려 생활한다. 따라서 

청소년은 성인 세대와 다양한 모습으로 가치갈동을 경험하게 된다 출산억제정 

책의 대상자였던 청소년의 부모세대들은 직·간접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자 

신들의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성인들에 의하여 관리 

되고 운영되는 매스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정립 노력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때6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새정부승인통계 

제06021호)J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초·중둥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해 형성 

되어 있는 가치관을 파악하였다. 

학생의 결혼관의 주요 특정들로는 첫째， 결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 

고 있다. 심각한 것은 반드시 결혼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후세대일수록 낮다는 

점 이다. 결국 미래세대의 결흔필요성에 관한 가치관이 현재대로 지속된다면， 비 

1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었다. 둘째， 학생들이 이상적이라고 생 

각하는 결혼시기(평균초혼연령)가 실제 초흔연령에 근접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시기가 늦추어 지 

는 경향이 있다. 즉， 미래세대의 결홍시기에 관한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은 한， 

만혼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상 

황에 따른 선택으로 가치를 두고 있다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학 

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강하다. 넷째， 여전히 법 

률혼이 규범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이혼이 

나 성과 관련하여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가치관이 증대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 

사이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결혼규범에 대한 구속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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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자녀관의 주요 특징들로는 첫째，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적 7}치관이 약 

화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아직 보수적인 가치관을 

보인다. 그러나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높아져， 점차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개방적으로 가치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 

째，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노부모 봉양에 대한 가치관은 아직 조부모와 함께 

살고 노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경향이 강하나l 이러 

한 가치관은 성장하면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 

현재 초·중 고 학생의 자녀관의 주요 특정들로는 첫째， 자녀 출산이 보편적인 

가치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둘째， 학생들은 일반적인 가치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 

할 수 있는 힘’과 같은 권력 지향적 7찌를 가장 중시하며， ‘자유로운 생활’이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과 같은 자기 지도 및 성취 7찌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편안한 생활을 중요시 하는 학생들은 다자녀를 희망하 

지 않고 있으나， 화목한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학생들은 다자녀를 희망하고 있다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란 가치관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 구체적인 ‘가치’를 정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청소년 

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혼에 대하여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는 것의 진정 

한 의미는 결혼과 기족에 관한 특정 가치관을 청소년들이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 

을 의미승F는 것은 아니라， 대신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7}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 

록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가치관은 그 형성이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 가치관 정 

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의 변동에 관한 엄밀하고 체계적인 전망에 기 

초하여 결혼과 기족 그리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핸 결혼 및 7}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수준의 

노력과 별도로 단기적으로는 결혼과 가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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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의 가치 교육 방향은 오늘날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 

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가치관을 명료하게 해주거나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나 가족관을 탐색하여 명 

료화하는 일은 미래의 삶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함에 있 

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에서는 결혼 및 자녀， 가족 관련 내용 

에 오류를 수정하여 교육 현장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기올 저출산 사회에 대비 

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 교육의 실시를 위해 교원 연수를 

강화하교 저출산 관련 교원연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교원연수 방향으로는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현직연수의 질 향상， 

강의의 질 제고 및 연수 여건 개선， 교원연수 지원체제 확립 그리고 저출산 원 

격 교육과 콘텐츠 개발 그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원 기관간의 지 

원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5장 미래세대의 성평등 가족문화·고용문화 조성 

제 1 절 개요 

본 장에서의 연구는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에서도 

한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얼핏 보기에 ‘성 

평등’과 ‘출산력 수준’은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역 

사적 과정과 한국사회의 단편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한 사회의 성평등 실현이 

출산력과 같은 인구현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실현 정도는 개인，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개인 및 개별가족의 생애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현재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성평등한 가족 및 직장 관행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 

혼집단들에게는 결혼 시점과 출산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미 결혼을 한 사 

람들에게는 출산 시점을 앞당기고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격차를 줄이는 방 

식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성평등 실현이라는 대과제가 출산력 수준의 회복이 

라는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성평등 실현은 여 

성은 물론이려니와 남성에게도 궁극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테마이며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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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의 연구는 우리 사회 출산력 수준의 회복과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상호 연관된 두 과제를 위하여 특히 미래세대에 주목한다.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한국사회 가족문화， 고용 

문화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두 축， 즉 가정과 일터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이뤄진다면 개인 

은 사회적 지원을 바탕으로 낳고 싶은 만큼 낳아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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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평 

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성평등과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 

한 우리 사회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가치관의 현 주소와 변화 추세를 파악한다. 

둘째， 본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r2뼈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 

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새정부승인통계 제뼈121호)J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들 

의 성평등 의식， 가족 및 인구현상에 대한 태도， 일반적 가치관 등의 실태와 상 

관관계를 분석한다. 이와 동시에 교사에 대한 가치관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 

소년 성평등 의식 제고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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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를 모색해 본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현행 가족문화를 점검해 본다. 

넷째，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법， 제도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성평퉁한 고용 

문화를 모색해 본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현행 고용문화를 점검해 본다. 

다섯째때6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 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새정부 

승인통계 제06021호)J 분석 결과와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발전 방향’ 

을 토대로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절 성평등수준과 출산수준간의 관계 

1. 성 형 평 성(gender equity)과 출산력 

w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선진국 가운데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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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준을 지닌 국가가 5개 국가에서 63개 국가로 급상승했다. 많은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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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박수미， 2005). 

McDonald(2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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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벼띠d뻐1-ori히1ted 

institution)의 높은 ’성평등과 가구 · 가족제도(f:뻐피y-oriented institution)의 불평등 

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동등기회와 제 

도적 평등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 

성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켰으나， 여전히 가족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의 일차적 책 

임을 갖게 될 때， 여성은 불평등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 내 성별불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파트너십 

φartne빼p) 형성을 제한하며， 따라서 성평등은 가족쇠퇴의 원인이 아니라 가족 

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Künz1er， 2뼈). 

다시 말해서， Mc뻐llÙd(2000)에 의하면 성평등 수준의 차이는 개인 지향적 

제도(individ뻐-oriented institution)와 가족 지향적 제도(fan피y-oriented institutio띠 

간의 차이를 말한다 개인지향적 제도로는 경제활동참여율， 임금， 고등교육에서 

의 성별 차이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지향적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구 

내 성별분업이 있다 즉， 성평등 수준이 중간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은 개인지향 

적 제도는 평퉁한 반면， 가족지향적 제도는 불평등한 데서 나오는 차이를 의미 

한다 반면，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은 양쪽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높 

은 것이고，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은 양쪽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낮 

은 경우이다. 그리고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곳은 바로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국가들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호크쉴드떠ochschild， 198이와 같은 가족사회학자는 미국의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를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즉 여 

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 일하는 비율은 급속히 증가했는데 남성들이 집 

안에서 까}를 분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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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맥도날드가 제안한 개별제도에서의 높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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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중 부담’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설명하고 있다. 

린드퍼스 등(Rin뼈lSS， Brew와er and KaVI않， 1996)은 노동시장 참여와 아동 양 

육에서의 여성 역할이 갈둥 관계에 놓일수록， 즉 이 두 역할의 불일치가 강할 

수록 출산율 기대 수준이 낮아진다고 했다. 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Lehrer and Nerlove, 1986; Brewster and Ri뼈lSS， 2(뼈; Morg때， 2003)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가구 밖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사회적 지원이라 함은 모성보호정책， 정부의 지원금，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 

용， 보육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가리킨다. 그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회적 지 

원 변수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출산력 수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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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부성(父樹적 ·사회적 개입의 

결여 때문”이라는 폴브(Fol밟， 199끼의 말을 떠올릴 수 있다. 

쉐내(Ch뼈lllÌs， 1996)는 개발 국가에서는 성평동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하였으며， 이것을 페미니스트 패러독스 

(fe띠파t 뼈radox)라고 명명하였다.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젠더 관계를 함의하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기회 뿐 아니라 성 평둥한 역할， 규범， 가치 등을 포함하 

고 젠더가 개인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성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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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어와 쇼트π'orr and Short, 2뼈)는 쉐내(199이의 분석을 미국 가구의 둘째 

아 출산과 가구 내 성평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연결시켜서， 부부간 7싸 

분담 정도가 높은 가구가 까}분담률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이를 출산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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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μ}분담률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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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내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가 U자형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 

한대그림 5-1 참조).6) 

[그림 5-1] 미국의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과 둘째아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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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사부듬r84%01상 여성가사부담54%-84% 여성가사부담54%01하 

자료: Torr and Short, "Second b따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n gender 때때 and 
fe떠lìty"， Popu/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2애4(이재경， 2005에서 재인용). 

토어와 쇼트(2뼈)의 연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미국의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내 7μ}분담의 정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1987-1988년 1차 조사 

에 이어 5년 후인 1992-1994년에 2차 조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둘째 아이를 출 

산한 가구의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토어와 쇼트는 맞벌이 가구를 

부부간 까}분담 비율에 따라 모던커플， 중간 커플， 전통적 커플로 분류하였는 

데， 둘째 아이의 출산은 모던 커플이 81%로 가장 높았다. 

6) 이와 같은 결과는 한 국가의 제도적 성평등 수준과 출산력 수준을 비교한 Mcdona1d(2000)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제도적 수준의 성평등이 가족 내 성평등 수준으로 전화되지 못한 
경우에 출산과 보육에 대한 여성의 선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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뀐즐러(K때er， 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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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육아 분담이 평동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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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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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율은 20% 증가했다(Kl않때1 and Leibowiα， 1999; Brewst앉 and Rin뻐JSS， 2뼈; 

Perry-Je빼n일 R嘴:tti， and Crouter, 2αlO; Enge빠dt， Kogel and Prskawetz, 2003). 

같은 기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 증가했 

다떠1ge뻐rdt， Kogel and Prskawetz, 2003; BLS, 2003).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2살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의 끽3 이상이 공식노동부문에 종사하였다. 1975년에 

는 이 비율이 37%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율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Kl않뻐1 and Leibowiα， 1999). 

인구학자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아이를 적게 낳은 여성일수록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보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이 출산을 줄였다고 결론 

지었다{Cram많， 198α An맹앙 and Ev뻐s， 1998). 그러나 다양한 국가 사례는 출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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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을 보여 주기도 한때1ason and P:떠an 1981, loyd 1991). 따라서 서구 사회 이외 

의 사회에서 출산율을 결정'õl는 것이 무엇인7}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시간 

활용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대Van 

Esterik and Gre뼈r， 1981; Uoyd, 1991; DeGraff and 마lker， 1맺; Donahoe, 1맺). 

출산율이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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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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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보다 확장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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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매김 되 

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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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하지 못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하지 않 

으며， 반드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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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기도 하나， 사회문화적 조건과 국가의 정책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과 방향은 동일하지 않다. 또 국가마다， 시기마다 변화 방향과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이재경， 2(05). 

한국의 경우 1960년 합계출산율은 6.0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8%였 

으나，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낮아진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48.9%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가정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 

가들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도 함께 증가하 

거나 안정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ECD 국가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면(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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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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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J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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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시작점에서 출산은 감소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 

는 출산 안정 또는 사회가 기대하는 출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고용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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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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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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국가들은 소득수준은 중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점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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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매우 어려워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나타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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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쉬2(03)는 2뼈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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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않:bos， 2(03). 청년층의 취업률이 높은 북유럽이나 영미계의 출산율은 높은 

편이나， 청년층 취업률이 낮은 남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낮다는 위의 사실과 일 

맥상통한다. 청년층 실업 증가， 직업의 불안정성은 가족 형성 시기를 앞두고 있 

는 젊은 층의 결혼이나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출산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출산 국가들의 출산 연기φ뼈1 뼈야)()flement) 현상 발생에는 공통되는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남부유럽 저출산 국가의 경우{이탈리아나 

스페인)， 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노동 시장 또한 시간제 근무 

수요나 출산휴가 후의 복직 등과 같은 문제에서 비교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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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유럽 국기들과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세금 수당이나 직접적인 

지원 등과 같은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의 

부족분이 부분적으로 강한 가족적 연대로서 보충되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 

이나 자녀보육 등이 조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공 지원을 가족이 대신 

하는 것은 현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불충분하며 그 자체 한계로 작용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가족에서는 여성들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측면에 

서도 매우 뒤처짐을 알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가사노동 분배에서도 성 형평성 

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들 나라의 사례는 성 형평성에 대한 맥도날드의 관찰 

내용에 부합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의 관찰 내용인즉， 매우 낮은 출산율은 

노동 시장과 같은 개인지향적제도에서의 높은 성 형평성과 가족지향적제도 내 

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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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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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청소년의 가족 및 성평등 가치관 현황7) 

1. 성평등 관점에서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사회는 가족주의가 매우 강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4년 한국 

7) 이 절에서는 본 협동연구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r때6년도 미래세대의 결혼· 

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새정부승인통계 제O뼈l호)J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 

제3절과의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성평등 가치관에 관한 심충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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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율이 세계 2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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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 

다. ‘차이’가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다양성으로 인정되는 사회， 즉 사회적 관 

용성 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할 때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가족영 

역의 변화를 수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를 주로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다 편부모 가족， 미흔모 가족， 입양자녀 가족， 재혼 가족， 동거 

가족，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우선 6개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용성 수준을 비교하였다. 

학생들은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 

다’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적어도 청소년들은 가족 범위를 

혈연관계로 한정하는 폐쇄적인 태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듯하다. 학생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낀 항목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미혼 

모 가족에 대한 것이다. 학생의 21.6%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미혼모 가족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우 

리 사회에서 미혼모 가족이 낯설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태임을 반영한 것이 

라고 보인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도 거부감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재흔 가족에 대한 태도는 매우 허용적이었다 특기 

할 만한 것은 학생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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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남녀학생별 가족에 관한 태도 차이 
(단위: %, 명) 

구분 
전혀 별로 대체로 매우 

계(명) 
찬성안함 찬성안함 찬성함 찬성함 

아버지냐 어머니가있 혼다자서도 전체 24.1 42.2 26.7 7.0 100.0 (11,239) 
자녀를 잘키울수 남학생 7.5 22.7 43.4 26.5 100.0 ( 5,852) 

여학생 6.5 31.1 때.9 21.5 100.0 ( 5,376)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전체 42.4 36.0 17.4 4.2 100.0 (11 ，23낀 
수 있다 남학생 4.0 14.4 36.7 44.9 100.0 ( 5，없6) 

여학생 4.4 20.7 35.3 39.7 100.0 ( 5,375)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 전체 9.1 19.8 42.5 28.6 100.0 (11 ,233) 
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 남학생 23.0 때.6 23.6 12.8 100.0 ( 5,849) 
울수 있다 여학생 34.7 44.6 15.6 5.1 100.0 ( 5,376)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전체 14.7 26.5 44.9 13.8 100.0 (11 ,229)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남학생 11.6 42.0 28.1 18.3 100.0 ( 5，84.잉 
좋다 여학생 16.3 48.2 24.8 10.8 100.0 ( 5,376)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전체 26.4 때2 26.3 7.1 100.0 (11,232)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남학생 8.8 29.2 38.7 23.3 100.0 ( 5，84끼 

여학생 5.3 23.1 41.7 29.8 100.0 ( 5，37이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전체 15.6 23.1 39.9 21.4 100.0 (11 ，23끼 

남학생 18.5 38.4 24.3 18.8 100.0 ( 5,850) 
여학생 24.6 41.6 21.7 12.1 100.0 ( 5,376) 

주: 모든 항목에서 남녀학생별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p가<0.치m관1)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성평등 조사~， 2006. 

다양한 기족에 대한 태도를 학생의 성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집단별 차이 

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8) 성별 비교는 t-t않， 학교급 비교는 ANOVA 테스트 

와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분석 방법으로 집단 비교를 하였다， 분석 결과 모 

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성별，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급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 

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다양한 가 

족 형태 6가지 항목 모두에서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는 항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 

를 보였다. 편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입양자녀 가족， 재혼 가족， 국제결혼 가 

족 등에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동거 가족에 대해선 

8) 이하 주요 분석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석표는 지면 관계상 개별보고서에만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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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성규범에 

대한 태도를 묻는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즉 한국사회의 성문화가 

상당히 개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규범의 이중 잣대가 작용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혼전 성관계나 동거 동에 대해선 여성들이 더욱 보수 

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 

로 여학생들은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 

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남학생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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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쇄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구성원의 행 

복에 기반한 생애전략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의 행복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골고루 분 

포되어 있다. 전체 학생의 3 1.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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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요즘 들어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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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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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내 남녀간 역할 평동’에 대한 내용과 ‘가족과 이웃 

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절반이 채 안되는 빈도로 순위가 높았다. 대체로 남학 

생보다는 여학생이 전반적인 가족 관련 수업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학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일수록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 

고 고등학생일수록 ‘가족 내 남녀간 역할평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가족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학생의 45.8%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응답한 반면， 두 번 

째로 높은 항목으로 ‘갈등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 

이 다르다’고 응답했다. 수업시간에 배운 가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비판적이었다 즉 학생들은 학교 

에서 배우는 가족관련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증하듯，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식상한 이야기라 지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2. 성평등 관점에서의 청소년의 결흔·출산 가치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학생의 66.5%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 

다. 이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r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λH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J 결과의 60.3%보다 높다. 청소년기는 결혼 

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른 나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갖고 결혼 필요성에 대한 세대차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 

소년 내부에서 여학생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남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2005년 성인조사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성인 

조사의 경우 미혼남성 가운데 71.4%가 결혼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 반면，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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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운데 결혼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 비율은 49.2%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은 남학생의 응답비율인 22.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현격한 차이는 기존의 결혼관행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가족생활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반증일 것이며 청소년들 가운데 여학생들이 

특히 이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아직 설익은 상태로서 실제 행위로 연결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겠지만， 현재 

한국사회 초저출산 현상이 결혼율 저하의 형태로 표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청소년의 결흔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성별·학교급별 차이 

(단위: %, 명) 
지
 
는
 -*-rn 
하
 않
 
ψ
-
-

해도좋고 
하지않아도 
좋다 
29.3 

〈표 5-2) 

전체 

성별( x2 =649.1**꺼 

남자 
여자 

학교급구분( x2 =145.0**η 

초동학교 14.2 
중학교 15.8 
고둥학파인문계 18.6 
고둥학교(실업계 20.4 

주: * p<0.05, ** p<O.OI, *** p<O.OOI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자l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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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의 결혼 의사에서는 결혼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보다 다소 높은 

결혼 의향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남학생의 77%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 

답한 반면 여학생은 69.1%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성별 차이를 드러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남녀별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 

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은 27.9세， 여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은 26.4 

세로 남녀 연령차는 1.5세이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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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반영하듯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만혼 경향을 지지 

했다. 또한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차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 

이 있지만 그 경향은 남학생의 경우에 더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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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관련 태도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 

한 응답결과보다 본인의 자녀출산 의향 응답비율이 더 높다. 전체 학생의 

83.9%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자녀출산에 대해서 더욱 우호적이었고， 학교급이 높아 

질수록 자녀출산에 대해서 더욱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표 5-3) 청소년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성별·학교급별 차이 
(단위: %, 명) 

l-1l 있는 것이 
없어도 

구분 있어야 없는것보다 
상관없다 

모르겠다 계 (명) 
한다 나을것이다 

전체 27.0 48.2 17.3 7.5 100.0 (11,230) 
성별( x2 =202.2***) 
남자 30.8 47.4 13.2 8.6 100.0 (5，8찌 

여자 23.0 48.8 21.8 6.3 100.0 (5,378) 
학교급구분( x2=244.4***) 
초등학교 29.8 45.9 11.5 12.8 100.0 ( 1,898) 
중학교 25.4 49.0 16.9 8.6 100.0 (4,752) 
고퉁학교(인문계) 26.1 49.2 20.8 3.9 100.0 (3,63 1) 
고등학교(실업계) 33.9 44.0 17.0 5.2 100.0 ( 960) 

주*한 p국〈보0.0:건15，사 *회* p<0.OI, r *2*뼈* p년<0도.00 전I 국 
자료: 연구원， 청소년 결혼자녀·성평퉁 가l관 조λb ， 2006. 

학생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성별 구분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 

체의 39.1%만이 남아 선호가 있다고 응답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아에 대 

한 선호가 있는 편이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아들 선호 의사는 감소하였다. 다 

른 성인대상 조사에서 여성일수록 남아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과는 일정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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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보인다. 

3.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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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위해서 성평등의식 관련 10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 

에 포함한 성평등의식 설문항은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도구(김양희 외， 2(02)J 가운데 ‘가족영역’과 ‘직업영역’에 해당하는 10문항이 

다. KGES-A 도구는 청소년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젠더관련 이슈를 반영하는 

13-18세를 위한 청소년용 성평등의식검사 도구로서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에 

서 개발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9) 이 10문항에 대해서 요인추출 모델 가운데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빼ysi잉을 실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통요 

인분석방법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맘incipa1 없is Factor-PAF)을 실시하였다. 요 

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믹스 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모두 여섯 번의 회전후 고유치(eigenv때u망가 1이 넘는 두 개의 요인 

이 나타났다. 먼저 가족영역의 5문항은 각각 ‘전통적·가부장적 가족관’과 ‘성평 

등 가족관’의 두 유형으로 요인 적재되었다 다음으로 직업영역의 5문항은 각 

각 ‘성차별적 직업역할 및 관계’와 ‘성평등한 직업관’으로 요인 적재되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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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일에서의 성 역할 구분에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에서 

는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개}분담이나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매 

우 성평등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 역할에 대해 허용적이 

9) 이 검사지는 크게 4개영역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것은 ‘가정영역’， ‘학교영역’， ‘직업영역’， 
‘사회문화영역’이다.4개영역에 각각 20문항씩 구성되어 전체 검사지는 80문항이며 4개 영역 

에 각각 5문항씩 구성된 ‘축약형 질문지’도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축약형 질문지 가운 
데 ‘가정영역’과 ‘직업영역’의 10문항을 청소년가치관조사 설문지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또한 이 검사지는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검사의 표준화 및 규준 마련을 위해 전국 

에 거주하는 남녀 중， 고등학생 3，150명을 대상으로 검증， 확정한 것이다. 

10) 지연 관계상 요인적재량 분석표는 개별 보고서에만 수록함. 신뢰도 분석결과 성평등의식 설 
문항 전체의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8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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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장 영역에서는 여성들의 진취적인 커리어 추구에 많은 지지를 보내면서 

도 허드렛일에는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태도도 상당 부분 발견된다 결국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가정 영역과 직장 영역에서 성평등한 의식을 지니면서도 사안 

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가치판단적인 태 

도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이 인식한 성차별적인 현실을 반영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은 사안에 따라 모순된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경향성을 드러낸다. 전반적으로 가정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 

해서는 광범위한 동의를 보내는 반면， 직장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분절적인 

혹은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표 5-4>의 문항별 평균점수는 접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강한 것으로 부호화된 것이다. 접수가 높은 상위 4순 

위까지의 문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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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동 의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며 그 다음이 “남 

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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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동 의식은 가정영역에 비해 직 

장영역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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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영역의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문항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된 2002년 청소년의식조사 결과와 비교 

해 볼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 〈표 5-4>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2006년 

청소년의 성평등의식은 2002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증가폭이 큰 항목은 “설 

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문항과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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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 

다” 문항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현재 적어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집 

안일에 남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매우 보편화되었다고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2002년 청소년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 

인 문항은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문항과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항으로 이 두 문항에서 청소년들 

의 성평등 의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즉 아들 존재의 필수성에 대한 대목과 

직장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태도가 보수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경제불황과 저출산현상에 기인한 결과가 아닐까 여겨진다. 경제 

위기 이후 장기화된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감은 남학생은 물론이려니와 여학생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였다. 이 현상은 다시 미혼층의 증대와 결혼 연기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 

회 초저출산 현상을 결과하였다. 경제불황 및 청년실엽의 장기화는 불안정성을 

일상화시키면서 노동시장의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자기 투자를 유인하여 교육년한을 연장시켰다. 이런 불안 심리가 초저출산 사 

회의 위기의식과 결합되면서 직장영역에서의 보수화 및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 

의 필수성 측면 부각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가정영역에 비해 직장영역은 한 단계 뛰어넘은 먼 일이 

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 측면과 태도 측면 사이의 간격이 더 클 수도 있어서 이 

런 해석은 유보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직장영역에 비해 가정영 

역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족 

의 일로 낭만화시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영역에 

서의 보수화 및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수성 측면이 한층 부각된 결과는 매 

우 우려할 만한 일이며 저출산 위기 상황과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홍보의 내용과 전략은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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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성평등관 2002년과 2003년 비교 
(단위: %, 명) 

매우 대체로별로 전혀 

구분 찬성 찬성 평균 
차성함 찬성함 간함 안함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2002 2.2 7.6 44.8 45.3 3.33 
2αJ6 3.7 10.5 37.4 48.4 3.31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똥 이름으로 2002 40.4 48.5 8.0 3.0 3.26 
하는 것을창성한다 2006 45.3 44.1 8.1 2.5 3.32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X까 2002 44.3 45.8 7.4 2.0 3.31 
다같이 해야한다 2α16 53.1 37.9 7.1 2.0 3.42 

찌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0)들이 있어야 한다 2αu 5.8 31.3 38.0 24.6 2.81 
2α뼈J6 12.0 34.6 38.0 15.3 2.았56 6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2α002 4씨1.8 50.4 6.5. 1.3 3.3 
결정 권을 가져야 한다 2뼈 51.1 때.5 6.6 1.8 3.41 

6)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2002 2.0 16.7 48.0 33.2 3.12 
잘 내리지 못한다 2뼈 3.5 17.5 43.3 35.6 3.11 

끼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 2002 7.3 22.3 47.9 22.2 2.84 
다 월급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2006 11.0 25.4 37.6 26.0 2.79 

에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2002 3.8 20.0 41.8 34.3 . 3.06 
하는 것이 어울린다 2뼈 6.7 21.2 36.8 35.3 3.01 

아 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거F들이 주로 맡았던 2002 39.6 48.4 9.2 2.8 3.25 
직업을 갖는댄데 찬챔성한뺨다 2α뼈J6 45.8 39.7 10.8 3.7 3.2왜 R 

m 남방z재P까} 여자싱상생.;..사~} 밑뻗어써 일첼E핸R판E 것은 1l)뺨람직책효해쩨:}7.찌2지1 않다 2α뼈)2 2.3 8.5 44.3 44.7 ι3.3 

2αJ6 6.6 14.2 37.6 4씨1.6 3.1μ 4 

주. ‘매우 찬성함.'=1점， ‘대체로 찬성함’=2점， ‘별로 찬성안함’=3점， ‘전혀 찬성안함’=4점으로 측정. 
문항2)， 문항3)， 문항5)， 문항잉는 역부호화하여 모든 문항의 접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의 
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면 됨에하 동일1). 

자료: 1) 한국여성개발원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개발J ， 2002.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표 5-4>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평등 설문문항의 성별 ·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성평등 설문문항 10개 모두에서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가장 보수적인 두 문항 즉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요성 문항과 허 

드렛일은 여직원이 적합하다는 문항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다는 사실에 주목 

해야 한다. 즉 성평등 의식의 성별 지체 현상은 그 자체로 문제를 지닌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는 데 사회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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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평등 의식 고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청소년 시기부터 성 

평등 의식의 성별 지체 현상이 고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일은 집안에서의 “성평등한 7μ}분담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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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 문항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대하는 데 비해 성평등한 7μ}분담에 대해 

서는 학교급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통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2006년 현재 청소년들은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집안에서 남녀의 역 

할이 따로 없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러한 

성평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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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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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분담정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 

가하였다 11) 

11) 이와 같은 해석 역시 유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조사내용 가운데 조사대상학생의 부모 
연령을 알 수 없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가사분담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학 

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연령도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부모집단의 코호트효과가 발생한 결 
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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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대체로 별로 
구분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남자 5.6 15.8 45.3 

여자 1.7 4.8 28.8 
학교급 
초등학교 6.0 14.7 38.2 41.0 3.14(0.88) 
중학교 3.6 11.1 38.4 46.9 3.29어8이 

인문고 2.5 7.5 35.5 54.5 3.42(0.7씨 

실업고 4.4 11.4 37.6 46.6 3.27(0.8깅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남자 30.6 53.4 12.2 3.8 3.1 1(0.7잉 

여자 61.2 34.0 3.8 1.0 3.55(0.62) 
학교급 

초등학교 49.6 38.4 7.9 4.0 3.3예0.7이 

중학교 3.6 11.1 38.4 46.9 3.30(0.74) 
인문고 44.8 47.5 6.3 1.4 3.3때1.6이 

실업고 42 .5 43.6 11.0 2.9 3.26(0.7이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남자 38.4 47.9. 10.7 3.0 3.22(0.7잉 

여자 68.9 27.1 3.1 0.9 3.64(0.59) 
학교급 

초동학교 56.2 31.3 8.9 
중학교 52.7 37.6 7.6 
인문고 52.0 41.6 5.4 
실업고 53.2 37.9 7.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남자 17.9 42 .7 31.4 
여자 5.6 25.9 45.3 

학교급 
초둥학교 22.6 38.0 29.4 10.1 2.27(0.92) 
중학교 11.9 37.1 36.8 14.3 2.53(0.88) 
인문고 6.4 29.7 43.8 20.2 2.78(0.84) 
실업고 13.9 35.3 39.0 11.8 2.49(0.88)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남자 37.1 50.8 9.4 2β 3.22(0.η) 

여자 66.3 29.3 3.5 0.9 3.61(0.60) 
학교급 

초동학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단위: %) 
사후검증 
(집단) 

중-고(실，인) 
초，고(인) 

초， 중-고(실) 
중， 고(인) 

중-고(실) 
초-고(인) 

중고(실) 
초-고(인) 

청소년의 성평등 설문항에 대한 태도 차01: 가족영역 

-34.30*** 

-33.73*** 

6.94*** 

-32.60*** 

51.33*** 

tfF 평균(s.이 

3.06(0.84) 
3.56(0.6끼 

전혀 
찬성안함 

33.3 

64.7 

〈표 5-5) 

2.38t 

3째0.80) 

3.4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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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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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β〉 청소년의 성평등 설문항에 대한 태도 차01: 직업영역 

(단위: %)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평균(s.d) I/F 
사후검증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집단)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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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 

초동학교 6.3 23.0 41.1 29.6 2.94(0.88) 중， 고(인)， 고(실) 

중학교 3.5 . 16.9 43.8 35.9 3.12(0.81) 44.41* •** 초， 고(인)， 고(실) 
~건~Jl 2.1 15.2 43.1 39.6 3.2어0.7끼 초， 중， 고(실) 

실업고 3.9 18.8 46.3 30.9 3.04(0.81) 초， 중， 고(인)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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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 

초등학교 17.4 27.2 33.5 22.0 2.60(1.01) 중-고(인) 
중학교 10.1 24.6 38.0 27.3 2.83(0.95) 

52.26*** 
초-고(실) 

δ니1~.lL 8.2 24.2 39.3 28.4 2.88(0.92) 초-고(실) 
실업고 14.5 31.1 36.66 17.8 2.58(0.94) 중-고(인)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남자 9.2 28.4 42.7 19.7 2.73ω.88) 
-34.75*** 

여자 4.0 13.5 30.3 52.2 3.31(0.85) 

학교급 

초등학교 12.3 26.0 38.3 23.4 2.73(0.96) 중-고(실)， 고(인) 
중학교 6.8 21.1 37.9 34.2 2.99(0.90) 

103.38*** 
초，고(인) 

~~Jl 3.7 18.0 34.8 43.4 3.1 8(0.8이 초， 중-고(실) 
실업고 7.0 24.7 35.8 32.5 2.94ω.92) 초， 고(인) 
여자가 판사， 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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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 
1:% 응~.ill 41.4 37.3 14.8 6.5 3.13(0.90) 중과실)， 고(인) 
~‘긋~꾀.ii1 45.6 39.6 10‘7 4.1 3.27(0.81) 

32.63*** 
초， 고(인) 

n나1딘~JI 48.8 40.5 8.5 2.2 3.36(0.73) 초， 중-고(실) 
실업고 43.1 42.0 12.1 2.8 3.25(0.7끼 초， 고(인)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랑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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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 
~%증~.ill 12.3 21.1 36.7 29.9 2.84(0.99) 중-고(실)， 고(인) 
동;ζ슷격r.ill 6.5 15.4 37.5 40.5 3.12(0.90) 

121.38*** 
초， 고(인) 

~~jl 3.8 9.6 37.1 49.5 3.32(0.8이 초， 중-고(실) 
실업고 6.8 13.2 41.5 38.5 3.12(0.88) 초，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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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은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부모의 7μ}분담 정도의 상관관계분석결 

과이다.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문향을 제외하고12) 모든 문 

항에서 부모의 까}분담이 공평할수록 성평등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 

소년들의 성평동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 

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사회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평동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성인들의 성평동 의식부터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 

한 노력이 사회 안팎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부모 가사분담 정도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성평동의식 항목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집，땅과 같은 재산은 남편과 공동이름으로 한다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집안 대를 잇기 위해 아들 있어야 한다 
아내와 남편은 집안 모든 일에 똑같은 결정권 가져져야 한다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 남자만큼 내리지 못한다 

남자는 가족 생계책임지기에 여자보다 월급 많이 받아야 한다 

차심부름， 복사는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여자가 판사， 검사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l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 

주: 1) t P애.1， * p<O.05, ** p<O.OI, *** p<O.OO1. 

4.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 

상관관계계수 
(유의도) 

.080*** 

.034** 

.α)() 

.132*** 

.여0*** 

.094*** 

.068*** 

.084*** 

.055*** 

.1 17***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개업되어 있는 가치를 검토하는 것은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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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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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를 확인하면， 그들을 돕는 것이나 관련 정책이 그러한 가치 차원에서 긍정 

12)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문항의 경우 부모가사분담 정도가 매우 높은 학생 
과 매우 낮은 학생의 찬성 여부가 양극화되어서 상관관계계수가 무의미하게 나왔다. 다만 
이 경우에도 i=28S'" 으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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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 교육 또 

는 학교 교육에 포함시 킬 수 있대Clary， Snyder, Ridge, ~따없le and Haugen, 

1994). 예를 들어， Clary 외(199씨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주요 가치 차원 

과 부합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보여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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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고양시키는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일반 가치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선행 연구 결과 

에 기반 하여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다. 청소년의 일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 

Schw따tz(l992)의 가치 척도 중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치’ 및 ‘자기지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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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질문지가 구성 

되었다. 이 세 가치들은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에 의 

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검토한 선행 연구들에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로 나타난 가치들이다. 보편주의 가치 측정 문항들은 ‘더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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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고， 권력가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의 2문항， 그리고 자기지도 가치는 ‘자유로운 생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 

하는 것’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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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보편주의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와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권력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보편주의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일반적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나 성평등고 

용법과 같은 소수 집단을 위한 구체적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적적 태도와 관련되 

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어 이 연구에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부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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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각각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적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여러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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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뺨는 보편주의 정신을 충분히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음 

을 지적해 준다. 

청소년들의 일반 가치관을 측정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 

는 ‘권력 지향적 가치’였다. 반면 가장 미약한 일반 가치는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였다. ‘보편주의 가치’도 미약한 편으로 청소년기가 아직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생애 단계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결과이 

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대로 보편주의 가치가 성평등 의식에 정(에적 요인이 

되고 권력 가치가 부(-)적 요인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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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할 수 있는 힘’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 

를 나타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편주의 가치가 늘어 

나고 권력가치가 줄어드는 경향도 보이지 않는다. 즉 현재의 교육과정을 통해 

서 학생들의 보편주의 가치가 증대하고 권력가치가 감소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으며 이것은 성평등의식을 포함한 보다 상위의 평등 의식 고취에 현재의 교 

육현장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8>은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과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 

다. 선행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편주의 가치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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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식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반면 권력 가치는 모든 성평등의식과 부(-) 

의 관계를 보이며， 자기 성취 가치는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 대체로 성평등의 

식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위에서 우려한 것처럼 여학생들이 보편주의 가치 

와 자기 성취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는 데 비해 남학생들이 권력 가치지향적인 

성향은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서 학교 현장이나 사회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부각시켜야 할지를 시사해 준다.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각각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적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선행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가치 교육이 중요하다 즉，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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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8)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성평등의식 항목 
보편적 권력지향 자기성취 
가치관 가치관 가치관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121*** -.084*** .100*** 
집，땅과 같은 재산은 남편과 공동이름으로 한다 .193*** -.029** .178***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 같이 해야 한다 205*** -.036*** .175*** 
집안 대를 잇기 위해 아들 있어야 한다 -.065*** -.1 17*** -.056*** 
아내와 남편은 집안 모든 일에 똑같은 결정권 가져져야 한다 .226*** -.020* .204***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 남자만큼 내리지 못한다 065*** -.085*** .063*** 
남자는 가족 생계책임지기에 여자보다 월급 많이 받아야 한다 -.010 -.132*** -.008 
차심부름， 복사는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여4*** -.107*** .039*** 

여자가 판사， 검사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161*** .αl5 .16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038*** -.107*** 052*** 

주: * p<0.05, ** p<O.OI, *** p<O.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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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청소년 

1. 성평등한 가족문화관련 청소년 교육현황 

다양한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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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인구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분석된 바 있대이삼식 외 

2005).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에 초점을 두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평동 가 

치관의 측면에서 가족문화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중학 

교 도덕 교과서 1종 3책， 사회교과서 7종 21책， 기술· 가정 10종 30책 그리고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4종 4책， 사회·문화 5종 5책， 기술·가정 10종 10책이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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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포괄적인 측면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살펴보되， 이와 연관된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세부 항목을 재구성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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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질적 연구를 위해 선별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 1학년(지학사 2001), 3 
학년(지학사 2003).중학교 사회 교과서 1학년(금성출판사， 2때1)， 2학년(금성출판사 2001), 3학 
년(지학사 2003).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 I학년(동화사 2001), 2학년(교학연구사 2002), 3학 
년(홍진 P&M 2003). 고퉁학교 전통윤리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2003). 고퉁학교 사회 · 문화 
교과서(대한교과서 2003).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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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보다 직접적으로 성평퉁한 가족문화와 연관되는 가족 

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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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 삼아 분석을 시도했다 셋째， 미래의 가족문화 변화를 지향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성평등한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가족과 사회의 관계라 

는 범주를 통해 교과서 내용분석을 시도했다. 

가. 성평등한 가족문화관련 중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1) 가족의 구성과 해체 

학생들의 성비 불균형의 문제를 미래의 결혼에서 여성 배우자의 인구가 현 

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가족 형성의 기초로서 전제하는 혼인관계 

구성에서부터 양성이 균둥한 구성을 이룰 수 없다는 측면이 제시되고 있다 가 

족의 성평둥한 형식적 구성 자체를 비관적으로 전망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선행연구의 지적대로 가족문제의 원인을 핵가족화로 귀결시킴으로써， 마치 

확대가족으로의 회귀가 이에 대한 대안인 듯 기술하고 있대이삼식 외， 200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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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대가족의 ‘가계도’를 여전히 양계부모가 아닌 부계 중심으로 제시하여 성평등 

한 가계도를 그려내지 못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의 형성을 둘러싼 기본적인 형 

식적 틀을 성평등이 아닌 부계중심으로 인식하게 할 한계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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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사례나 보기를 들 때， 전체적인 서술과 삽화에서 3인가족과 4인 

가족을 전형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동거부부， 한부모가족， 이혼가 

족， 입양가족， 조부모가족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이삼식 외 2(05),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 형태를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균형있게 제시되면서 이를 통해 성평등 

한 가족을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 고민케 하는 방향제시가 없다. 

3인 가족 이외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양자와 양녀를 언 

급한 내용이 간혹 있지만， 이는 예외적 사례인 것처럼 언급된다 다양한 가족 

형태는 언급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불행하다는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부모와 자식이 있는 핵가족 내에서의 관계로 

상정하거나 [그림 5-3]에서 보듯이， ‘잘 익은’ 토마토와 ‘건강한’째 7}족)을 공 

통점을 통해 비교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 혹은 

‘덜 성숙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는 3인 가족을 통해서뿐만 아 

니라 다양한 가족형태를 통해서도 재현될 수 있는 성평등한 가족의 형성을 형 

식의 차원에서부터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J 4인 가족의 모습 

ι‘J ，，\장건- 장 약온 };.:‘’}，ε3사 건강깐 가싱 2] ‘i_‘ï. f 얀 

't싸느11 샤잔여1::1. 공 :;~"석용 ;엇야JL .• ι. ‘ ι 。lfHi

랬뼈 t;l.xj-.• 

‘* 
훌
F
?
i
*
s
 자료. 중1 도덕(지학사 200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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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안에서의 관계 

가) 성별분업 

대체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성별분리를 탈피해야 한다고 서술한대이삼식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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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째에서 보면 어 

머니는 사과를 깎으며 집안일을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또한 ‘소비’의 문제를 언급할 때는 항상 여성만을 등장시키는 성별 분업적 

서술양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정된 성역할을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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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하는 내용도 눈에 뜨인다. 더 나아가 여성의 본업을 ‘집안 일’로 전제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현안인 상황에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4J 성역할 고정관념의 전도 

i잉 '-9 ~ ~‘gε!-Al"'~ 용，.， 큐엉""""도'"‘ ~1r:s fiDØ 찌'" "，.ιtι 
그양e.먼 상얻어 떠e‘ ........ 우경]!ðH:=ε ~8- &;Jit,?.rt? 

자료. 중l 기술·가정(동화사 2001: 20) 

가족 내 성별분업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 사례를 제시하면서 

성별분업을 극복하는 내용을 다루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그림 5-4 

참조). 그러나 삽화나 사례를 제시하면서 언급되는 구체적인 내용상에 서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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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심하여 일관성이 없다. 남성과 부엌일은 별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성별분 

업 원칙을 그다지 문제제기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모면하는 방식에 

서만 성평등한 성별분업이 언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예를 들면，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문제로 항상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제시된다. 

이는 육아와 가사노동이 ‘여성’의 원래적인 일이라는 고정된 성별분업을 다시 

한번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남성의 돌봄노동이라는 논의가 시작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한계가 큰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가족과 사회의 연관 속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성별분업을 극복해야 한다는 

대안적인 사례 제시가 다루어지는 내용도 있어 긍정적이지만， 주로 ‘서술’ 내용 

에서만 다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직 시작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진행되어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제시한 설명도 있어 우려가 된다.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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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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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가족문화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와의 

평등하고 수평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서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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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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7싸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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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과 더불어 자녀들과 

부모세대가 7싸노동을 함께 공유하는 내용의 서술이 덧붙여 있지 않아 ö}쉽다. 

다) 노인부양이나 돌봄 노동과 관련된 현황 

노인에 대한 서술이나 삽화는 가족과 직접 관련되거나 혹은 사회와 관련되 

는 경우에 일차적으로 기존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내용이 제시된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여 노년 시기에 쉬어야 

하는 존재이자 돌봄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여성 노인의 경 

우에는 가사노동 혹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일을 통해 생활력을 갖춘 존재로 그 

려진다. 즉 노인의 경우에도 남성은 대접을 받는 존재로， 여성은 대접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돌보아야 하는 존재로 서술되고 있다.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 

도 여성 중심으로 제시됨으로써， 여전히 돌봄 노동이 ‘여상의 일인 듯이 비춰 

져 기본적인 성별분업의 논리를 고착화 수 있다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가족 부문에서 담당하는 노인 부양의 역할에 대한 언급 

에서는 다른 가내 노동에 대한 ‘성평등’과 달리 유독 여성의 역할만이 강조된다 

부양받는 노인의 입장에서도 손자녀 세대를 ‘돌보는’ 노동을 여성인 시어머니가 

중점적으로 맡고 있으며， 부양하는 부부세대의 입장에서도 노인을 ‘돌보는’ 노동 

을 며느리인 여성 혹은 손녀가 주로 맡고 있는 서술이나 삽화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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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어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관련된 서술이나 노인부양과 관련된 

가족문화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다. 간혹 등장하는 경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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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족과 사회의 관계 

개 경제변화와 가족 

7}-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 특히， 1997년 M 경제 위기가 여 

성과 기족과 관련해 미친 영향은 적지 않으며(강이수· 신경애 2001; 은기수， 2(04), 

특히 이혼율의 증가 같은 가족구성의 변화는 경제위기와 직접 관련된다 가족의 

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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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른 변회를 연결시키기보다 산업 

화를 전후하는 거시적인 변회{확대가족에서 핵가족)로만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확대가족에서부터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사회와 연관된 가족변화의 매우 중 

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후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다양한 가족의 형성에 대한 서술이 이 설명과 뒤섞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가 

족변화’에 대한 서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가족변화를 핵가족 제도 

로 인한 ‘문제’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서술로 인해 현대 가 

족의 다양한 구성이나 형태가 그 자체로 문제나 ‘어두운’ 측면으로 묘사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서술되면서， 부부간의 성별분업에 대한 논의도 갈등문제로 

비춰지거나 이혼과 같은 또 다른 가족의 형태를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 문제’ 

로 조망하는 한계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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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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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남성이 가족 

의 중심이 된 가부장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 예 

로 국제결혼이 농촌 노총각만을 위한 결혼처럼 서술되어， 한국 땅에서 함께 사 

는 여성은 여전히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서술하는 문제 

있는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대이삼식 외， 2(05). 다문화적인 국제결혼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이주여성들을 ‘한국화’하는 서술의 문제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국제결혼 ‘가족’에서 진행되는 7까노동의 성별분업 고착화를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3인 가 

족， 혹은 4인 가족 이외의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구성의 경우에는 매우 궁핍하게 묘사 

한다 한 예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례라고 하면서， 여성이 중심이 된 4인 71족 이 

외의 가족구성을 궁핍화하는 것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 가족을 

내용이 아닌 구성의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상을 준다 

나. 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1 ) 가족의 구성과 해체 

가)가족형성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여자 짝 기근’이라는 남녀 성비의 불균형의 

인구문제를 결혼의 불균형으로 이어 설명하는 방식이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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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이나 ‘자녀를 가지 

는 것’을 인간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제시하면서 결혼과 가족을 필연적인 것으 

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형식의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내용은 없다 

중학교 교과목과 달리 특히， 기술·가정에서 가족과 결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결혼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변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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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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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의 다양화를 자칫 가족의 위기나 핵가족 형태에 대 

한 위협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편견을 자제하려는 

서술 방식을 보이지만， 전통윤리 과목이나 법과 사회 동의 다른 과목에서는 이 

혼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서술하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표현으로 설명함으로 

써， 이혼가족이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온존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족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제대로 서술되거나 설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증가문제는 매우 커다란 사회 현상의 하나임에도 불구 

하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주여성/남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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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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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한 가족에 대한 설명처럼 극히 적은 비중으로 ‘입양’한 가족을 직접 소개 

하는내용만 있다. 

2) 가족 안에서의 관계 

가) 성별분업 

여전히 성별분업을 고착화하는 설명들이 ‘전통’적인 측면에서 강조되거나 역 

사적으로 그러했음을 당연하게 전제하는 부분이 무비판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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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구체적으로 도표를 통해 바람직한 가사분담의 정 

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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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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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에서도 눈에 띄는데， 성평등한 가족문화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성권의 강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나) 세대간 관계 및 성평등 자녀교육 

중학교 교과서 내용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강조하는 내용과 다소 다르게 세 

대간의 차이를 갈등으로 보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서술도 눈에 뜨인다 또 

한 직접적으로 가족 관계 내에서 의견 차이가 일어나는 상황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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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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간 성평등한 문화를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족 내의 가 

족일을 가족원 모두가 평등하게 분담하는 내용에 대한 강조도 눈에 뜨인다. 그 

러나 성별로 고정된 역할 분담을 함께 공동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언급이 연령 

에 따른 차이나 다른 사안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당위적으로 제시되는 

데 그치고 있다. 

태 노인 부양이나 돌봄노동 

전체적인 서술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나 현재 가족이 당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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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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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부양의 문제를 언급할 때는 거 

의 항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설명과 연결 짓는다. 또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문제의 근원으로 하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돌봄이나 부양노동을 원 

래 ‘여성’의 업무인 것처럼 전제하며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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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과 사회의 관계 

가) 경제변화와 가족 

경제변화와 가족을 설명하는 내용은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 

로 거시적인 경제변화만을 중심축으로 설명한다. 이를테면 전통 농경사회의 대 

가족 제도와 현대의 핵가족 제도의 대립만으로 경제변화와 가족관계로 설명한 

다. 따라서 1960년대 산업화 이후 2뼈년까지 때여년에 걸쳐 진행된 빠른 속도 

의 가족관계나 형태 변화를 경제적 단계의 변화와 연관시켜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그리고 추상적인 다양화만 문화의 특성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인 경제단계별 가족과 사회의 연계가 설명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의 

변화는 모두 여성의 취업과만 관련되어 주로 설명된다. 즉， 가족관계나 가족문 

제를 단편적인 도식화로 제시한다{이삼식 외， 2(05). 이런 서술 방식에서 특히 

여성의 취업이 노인부양이나 출산율 감소 둥 전통적 가족형태를 바꾼 일차적 

원인처럼 서술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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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는 내용에서도 한편으로 여전히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양을 통한 가족형성 이외에 다른 가능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여전히 ‘문 

제’의 시각에서만 바라본다. 한국 내에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해 

외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하거나 모순적인 

내용을 혼합하기도 하면서 하나의 가족형태를 하나의 국가에만 해당하는 기이 

한 정형화를 하고 있기도 하다. 

기술·가정 과목에서만 두드러지게 미래가족의 형태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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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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하우정 등 실 

제로 대안적 형태를 미래형으로 제시하는 서술도 간혹 눈에 뜨인다. 

2. 성평등한 가족문화관련 법·제도 현황 

가.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형식적 구성을 위한 법·제도 

1) 남성 가장 중심의 부계적 가족형식 극복 

한국에서는 성평둥한 가족문화형성으로 향한 일차적 단계로 호주제의 폐지 

를 언급할 수 있다. 호주제의 폐지에 따른 민법개정안(2008. 1. 1)은 다른 무엇 

보다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계보를 양성으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 

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7l{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 

고 있다{현행 제778조， 제780~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제779조:). 

또한 ‘자녀의 성(뼈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제781조제1항)으로써 형식적인 성평둥한 가족문화의 기초를 다질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개정된 민법에서 ‘집’이 폐지되어 결혼 

시의 성씨의 결정이나 친권， 부양， 상속 동 모두가 남녀의 본질적 평등에 기초 

해 법률상 가정생활에서 남녀평둥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대정해숙 

·김연 2002).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를 통해 남성 가장 중심의 부계중심의 가 

족문화가 형식적 측면에서부터 양성 모두를 함께 고려하는 성평등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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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평등 가족법의 제도화와 내용 변화 

독일은 1966년에 제정된 독일민주공화국의 기본법에 제시된 혼인 및 가족법 

에 입각한 가족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남녀의 평등 

권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안 

을 통해 가족관련 법 및 정책의 제도화가 구체화되고 있다.2뼈년 ‘건강가정’기 

본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병행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제1차로 2006-2010년 

까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족정책의 정책비전으로 ‘가족 모두 평등 

하고 행복한 사회’가 제시되었다 비전에 따른 정책목표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 세대간 조화 실현 그리고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이 채택 

되었다. 이에 따라 총 6가지의 정책과제가 제시되는데， 이 중 다섯 번째 정책과 

제가 ‘평퉁한 가족문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후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좀 더 지켜보아 

야하는상황이다. 

3)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논의 

프랑스의 경우에는 1985년 개정을 통해 부부재산법상 남녀평둥의 기반이 확 

보된대조은희·전경근， 2뼈). 또한 독일에서는 1957년 남녀동권법에 의해 잉여 

공동재를 법정재산제로 결정하여 남녀평등의 기본원리가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도 적용되어야 함이 명시되었대조은희·전경근， 2'뼈). 한국에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일차적으로 부부간의 평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 

다는 문제의식 속에 (양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와 부부공동재산제를 중심으로 논의 

가 전개되고 있대한국여성개발원， 2뼈，). 이처럼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성평 

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기초적인 법과 제도를 수립하거나 확대 개편하여 성평등 

한 가족문화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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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 내 노동의 성평등한 분담을 위한 법·제도 

1) 가사노동 공동분담 

독일에서는 가정에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독일 남녀동등화법(BGleiG)을 통해 

시간제 근무나 휴7낼 요구할 수 있대민무숙 외， 200이. 일본에서도 남성이 장 

시간 노동으로 여성의 가새 육아부담의 집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남성이 육 

아， 개호， 가사노동이나 지역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일과 생활의 균형의 실현을 

위해(박효숙， 때이 엔젤플랜 3탄인 “어린이·양육응원플랜”에서 특히 이 부분을 

고려한 대응책을 보강하였다. 한국에서 여성가족부는 2010년까지 부부 7μ}분 

담 비율을 8.1%에서 15%로 만든다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대여성가족부， 2006). 

이 지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이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성평등성 확보 

가) 성평등 휴가제도 

한국에서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 

며， 생후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노동자 모두가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 

다. 그러나 현실은 기존의 모성보호법이 일차적으로 ‘여성=모성’이라는 원칙을 

갖는 측면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에 

의해 2002년 ‘소자화 대책 플러스 원’에서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이 중심이었던 

종래의 대책에서 남성을 포함하는 방식이 포괄되었대문옥륜 외， 2006; 김명중， 

2006). 독일에서도 1998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서 1999년 

육아휴직을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전환핸 성평등적 역할분담 지원정책이 

자리 잡게 되었다(강점숙 외， 2(03). 스웨덴에서도 육아를 남성， 기업， 국가가 

함께 책임지면서 여성의 일과 양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이 실 

시되고 있다{김종기， 2005) 노르웨이에서는 아버지할당기간을 더해 총 부모휴 



300 

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휴가기간 내에서 아버지 

할당기간을 나누는 스웨덴의 방식보다 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대윤홍 

식， 2005b). 

나)가족간호휴직제도 

저출산의 대책으로 제시되는 아동에 관한 양육의 측면뿐만 아니라 세대 간 

의 평등을 고려하고 특히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때， 노인세대나 간호가 

필요한 가족원에 대한 돌봄 노동의 대책방안도 덧붙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가족간호휴직제도라는 명칭으로 관련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기존의 성별분업 원리에 의해 주로 여성이 휴직제 

도를 사용하는 한계가 여전히 지적된다. 따라서 이를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더 

불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에의 남성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사회적 노동과 균형 

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성평등 가족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제도 

1) 성평등 가족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정책지원 

여성가족부의 2005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성평등 가족문화’ 항목을 중점적으 

로 살펴보면， 지역단위 교육 및 문화사업에 대한 센터의 사업 부분이 관련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향상(결혼전 준비교육， 예비부모， 부모자녀간 ，부 

부간 의사소통 교육 둥)， 평등한 가족생활 영위(가족 내 역할분담， 가족간 소통， 

돌봄의 공유 등)， 가족구조의 다양성 수용(가족에 대한 의식전환， 가족유형에 

적합한 가족생활 방식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 

할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환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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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내용이 상당부분 ‘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에서 제시 

되는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내용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결과보고서 등에서 센터를 방문한 인원 

에 대한 통계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를 통해 제공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이끌었는지를 판단할 근거도 희박하다. 

나) 가정폭력방지법 

한국사회는 2004년 가족정책 시행방안 중에서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관 

계 촉진”의 내용으로는 ‘폭력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변화순· 최윤정， 

2뼈)가 제시된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폭력방 

지’와 관련된 부분이 단 두 개의 항목에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문현아 200잉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 가정 내 부부간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학대 둥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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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F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해야만 보다 

큰 맥락에서 성평등 가족문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한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가)한부모가족지원법 

이는 저소득 모·부자가족， 미혼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 

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책 

들은 일차적으로 명칭에서부터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과 배치된다. ‘경제적 

빈곤’ 해소와 아동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목이 한 

무보가족지원법으로 되어 있다. 즉 법이 한부모가족을 3-4인 가족과는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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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형 

태를 포괄하는 사회적으로 폭넓은 평등한 가족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들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경제적 측면과 구분하여 생각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나) 결흔이 민자 가족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2뼈년부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내용에는 결혼이민자 여 

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발간，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및 생활상담， 출산도우미 

지원 등이 포괄되어 있다. 이 중에서 생활상담의 내용에는 가정폭력 및 부부갈 

등 상담이 중심을 이룬다.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첫째， 한부모 가족지원과 마 

찬가지로 국제결혼을 기존의 결혼과 매우 다른 형태로 분리하고 있다. 둘째， 여 

성을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원칙에 업각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문화를 근 

본에서부터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셋째，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은 전혀 포 

괄되지 않고 있대한국염， 2006).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결혼이민자 가 

족지원 정책은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맥락에서 상당히 한 

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 사례 현황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관한 사례는 먼저 개별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과 가족들 

간의 혹은 7l족과 사회 간의 확대된 형태의 성평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개별 가족 내의 성평등 가족문화 

사회활동의 책임은 남성이， 가족활동의 책임은 여성이라는 성별 분업에 기초 

한 불평등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대안모색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가족 내 

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아버지’상의 확 

립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부장적이며 권위있는 아버지 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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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자녀양육을 모색하고 자녀의 성장과 관심을 함께 나누어 

궁극에 아버지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한국여성개발원， 2(05)하는 비 

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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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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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마크에서는 코하우징 공동체(Cohousing Community)가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는 가구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서로 간에 의사친족적 연결망 

(fi.ctive kin network)을 만들어 가구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확대하는 것이다(이은아· 마경희， 21α}이 이런 

현실공동체는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사회적 맥락에서 자리 잡는 하나의 가능성 

으로살펴볼수 있다. 

4. 한국형 성평등한 가족문화 발전 방향 

가. 가족문화 관련 청소년 교과내용의 개선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초점으로 청소년 교과내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다양 

한 측면에서 내용수정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만을 비교하면， 중학교 내용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내용이 한걸음 더 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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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서술이 당 

위적인 차원에서 그쳐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두드러지지 못한다. 

교과과정상의 형식적 측면에서 첫째， 중학교 교과과정에도 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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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의 기술， 가정 교과내용 중에도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을 통해 해당내용들을 서술하는 측면이 보강되면 좋을 것이다. 

둘째， 교과서의 과목별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이 도덕교과 

서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와 기술·가정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접근방식과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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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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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요하다 

내용의 측면에서 첫째， 전반적인 서술에서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거한 교육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민무숙 외， 2006) 때문에， 성평등한 

가족문화 자체에 대한 접근은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일관되지는 않지만， 다양 

한 방향과 각도에서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틀을 구성하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덧붙여 당위적인 서술을 피해 청소년들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게 하 

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삽화나 그림에서 서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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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더욱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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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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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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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가족 혹은 4인가족 내의 성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을 기본으로 한 성 

평등한 가족문화를 넘어 사회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 

는 열린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가족문화를 ‘정상’으로 바라보거나 

단일한 가족형태를 고착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구성의 다 

양한 내용의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가능함을 원칙적으로 제시하는 서술이 포괄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여성의 혹은 

어머니의 직장생활과 가정의 양립， 남성의 혹은 아버지의 직장생활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성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평등한 가 

족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6 

나.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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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족 

역할의 변화도 촉진될 것이다."(형설출판새 2(05). 이처럼 성평등한 기족문화에 관 

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시작된 것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사회적 변화가 근저 

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사회적 변화를 현실의 ‘가족’이 얼마나 수 

용적으로 받뿔이면서 변화할 것인7까 앞으로의 관건이 되리라 생각한다. 성평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특히 이런 측면이 앞으로 더욱 초점이 될 것이다. 

사회적 변화와 함께 현재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핵심에는 ‘다양성’과 

‘평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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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또한 ‘평등’의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 

의 가족구성에서도 파트너 간， 세대 간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족이 꾸려져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괄하여 만들어 

지는 가족이 바람직한 한국형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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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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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기 시작할 것이다"(기틴스， 2(01). 하나의 전형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폐기 

하고 그 전형에 현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신 그려 넣는 것에서부터 그 

리고 이를 통해 현실 속의 다양한 가족들의 존재를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사회 

적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모델의 초석은 다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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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대에 대한 가치지향적 육성을 염두에 두는 연구이기에 더욱 초점을 ‘청 

소년’으로 맞추는 시각의 전환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부모세대의 문제를 청 

소년들에게 주입하거나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보다 청소년 세대가 새롭게 변화 

시킬 수 있는 혹은 청소년 세대의 현실에 걸 맞는 성평등 가족문화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방향전환도 필요 

하리라는 생각이다. 

제 5 절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청소년 

1.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청소년 교육현황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된 교과 내용은 상대적으로 사회와 도덕 교과목에 

편중되어 있어서， 사회와 도덕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과내용 분석은 일차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의 성평등 내용에 대해 교과서 

분석을 한 선행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4) 선행 연구의 교과서 분석이 사회적 

14) 2005년도에 출간된 보고서 『인구관련 교과내용의 실태와 개선방향』의 부록에 실린 교과분 

석 내용 중 사회적인 영역의 성평등 관련 내용을 양적인 분석 자료로 참고하였다. 이 보고 

서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중학교 과정은 (주)동화λ}，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지학λL 
(주)도서출판 디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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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덤돌， (주) 두산， (주)교학사， (주)천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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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성평등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한 

고용문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중고교 과정의 사회， 도덕 교과서들 중 

한 출판사를 선정하여 교과서 총 8권(중학교 학년별 총6권， 고등학교 전학년용 2 

권)에 대해서 다시 심층적인 내용분석을 하였다15) 

고용문화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변화의 양 

상을 소개하는 본문과 관련된 사례와 그렴과 사진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교과서 전체를 통해서 그림이나 사진， 사례 등 간접적으로 표현된 고용 관련 내 

용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가치지향 

을 시각적으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청소년에게 고용문화와 관련된 내 

용들을 무의식 속에 각인시켜주므로 매우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가.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중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1 ) 보편적인 사회인， 인간의 대표로서의 남성 

가) 남성 = 인간I 국민l 시민의 대표 

사람의 일생， 사회 변동， 정보화 사회의 변화 등 보편적인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삽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성이 등장함으로써， 남성이 사회， 역사 현상 

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의도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사회에서 남성들에 비해 뭔가 부족하고 평 

균적인 인간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대그림 5-5 참조.). 

육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7종 7책과 대한교과서(주)，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천재교육，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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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용문화와 관련된 중 고등학교 교과내용을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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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덤돌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1책과 국정도서출판위원회에서 나온 
도덕 교과서 1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미래세대의 성평등 가족문화·고용문화 조성 309 

[그림 5-5J 정보화 사회의 중심에 있는 남성 

號i댁| 

주: 1)“정보화 사회에 관련된 사진에 모두 남성틀만 등장하고 있음 
자료: (중2 도덕， 국정도서편찬위원회， 10쪽)." 

나) 남성 = 정부， 기업， 근로자의 대표 

직업에 대한 소개 및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근로자가 남성이라는 인식 

에 치우쳐 있다. 여성근로자보다는 남성근로자에 대한 사진이 더 많으며， 근로 

자의 대표와 사용자의 대표 모두 남성만 등장하고 있어 여성근로자에 대한 긍 

정적 인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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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도덕교과서의 명언， 인물학습， 동서양 고전 

탐구 등을 보면， 중학교 도덕교과 3년동안 1학년 인물학습에서 헬렌켈러와 신 

사임당 소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언， 동서양 고전탐구에서는 전혀 여성 

명사에 대한 소개가 없어 여학생들이 역할모델을 발견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대표 5-9 참조). 여성들이 미래사회와 정보화사회의 주역으로 

얘기되는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교과서의 내용구성을 미래지향적으 

로 재구성하여， 여학생들에게도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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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특징 

구분 내 용 

여성 전학년 없음 

명언 (중1) 소크라테스， 노재 루소， 석가모니 등으로 20여명 
남성 (중기 공자， 이이， 김구， 간디， 페기， 케네디 풍의 20여명 

(중3) 안창호， 정약용， 주자， 순자， 아우펠리우스 동 14명 

여성 (중1) 헬렌 켈러， 신사임당 

인물학습 (중1) 원효， 석가모니， 안창호， 이황， 공자， 페스탈로치 
';l-λ 。} (중기 이이， 예수， 정약용， 프랭클린， 일연， 간디， 이순신， 씀원 

(중3) 김삿갓， 노자， 영조， 루소 

여성 전학년 없음 

동서양 (중1) 맹자 명심보감， 유토피아 서유견문， 오륜행실도， 격봉요결， 효경， 향연 

고전탐구 ';l--셔 。
(중2) 해동소학， 사회계약론， 목민심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삼 

국유사， 국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 백범일지 
(중켜 논어， 장자， 변증론， 소유냐 존재냐， 채근담， 학교모범 

2) 성역할 고정관념과 공-사영역의 분리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성역할 변화(금성출판λL 사회 중3， 2001: 107쪽) 

와 함께 변화하는 남녀 직업 사진， 국가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도표(교학λh 사 

회 중2， 2002:151쪽)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발 

생하는 직업적 차별에 대한 내용 및 사례(국정도서출판위원회， 도덕 중3， 

2001:122-123쪽)와 더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군사 분야로 진출하는 

‘최초의’ 여성 사례를 제시(지학λL 사회 중2， 2001:157쪽)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본문 중에서 본문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사진이나 삽화， 사례에서 사회에서의 성 역할 고 

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은 사적 영역， 가정， 소비자이고， 남성은 공적 영역， 직장， 

생산자’라는 이분법적인 관념이다. 특히 삽화나 사례를 보면， 여성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돌봄 노동의 담당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남자의 경우 생계부양자 

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과 정치의 대표들은 여전히 모두 남 

성들로 묘사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돌봄 역할은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몫 

인양그려지고 있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직업세계에서의 차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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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둘 간의 관계만을 지나치 

게 강조할 경우에는 개인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면 해결되는 것으로 단순 

화될 위험이 있다. 여성이나 남성 개인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어서 남성적 

인 또는 여성적인 직업영역에 교차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 

리 사회와 기업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고용 문화 및 관행이 성평등 

한 방향으로 함께 변화되어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6J 아이를 등에 업고 전자 투표하는 여성 

3) 성차별의 실태와 원인으로서 성별 직업 분리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노동시장 내 성불평등 실태에 관한 내용은 주로 직 

업별， 교육별， 성별 임금지수 그림(동화λh 사회 중ζ 2001:164쪽) 등 남녀 임금 

불평등의 문제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참여가 낮은 이유와 대안에 대해 토론 

(디덤돌， 사회 중3， 2002:123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채용시 용모차별에 관한 사례(교학λh 사회 중2， 2002:158쪽)가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교과서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의 직업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남성 직업은 다 

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 직업은 소수의 특정 직업으로만 나타난다. 여성 직 

업은 미싱사와 같은 공장근로자， 시장 상인， 보험설계λh 경리원 등 저임금의 

하위직들이 주를 이루며， 기업주나 회사 관리자 등의 고임금의 상위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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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도 나오지 않는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주로 전통적인 여성 

전문직인 간호λL 교사가 많이 등장한다 반면 남성들의 직업은 여성 직업에 비 

해 종류도 훨씬 많고 기계공이나 장인 등 숙련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많이 나 

올 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이나 회사 관랴자， 의사 등 고위직이 많다. 

전통적인 남성분야에 여성이 진출한 직업사례는 의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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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든7}， 

재택근무자의 사례자가 여성만 등장한다는 것은 여전히 아동과 관련된 일， 가 

정과 일의 양립은 여성의 일이라는 편견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별 직업 분리는 실제로 성별 임금격차를 낳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이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담당 

해온 가사와 양육과 같은 무급의 돌봄 노동의 담당자라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나 기업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상적인 노동자는 가 

사와 양육 등 돌봄 노동의 부담으로부터 변제된 남성노동자로서 회사에 24시간 

헌신하고， 회사가 명령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갈 수 있는 노동자이 

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성별 직업 분리는 없 

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성들은 여전히 저임금의 하위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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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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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서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알뜰씨 사례(동화λh 사회 중2， 2001:46쪽)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좋은 아버지들의 모임 소개와 21세기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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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헌장을 소개(국정도서출판위원회， 도덕 중3， 2001:181-3쪽)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성역할을 바꾸어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 

립문제가 반드시 여성들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 대안 중에서 재택근무의 사진을 여성 사진으로만 

제한한 것은 또 다시 일과 양육을 양립해야 하는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대금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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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의 정책도 소개하고 있는데， 국가의 공공보육정책을 출생률 제고만을 위한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공공보육정책은 여성의 

근로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출생률 제고를 위해 여성이 아이 

를 낳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게 될 우려가 있다. 출생률 제고라는 시각에서만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그려질 수 있다 

나.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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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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J 정보화의 주역으로 묘사되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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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분석 사례로 삼은 디덤돌에서 나온 사회 교과서의 경우， 문화권과 지구 

촌의 형성에 대한 설명도 전자 대화를 하는 회사원은 모두 남성(디덤돌， 사 

회:159쪽 그림)으로 나오고， 뉴욕의 금융시장 사진에도 남성들만 나온다{디덤돌， 

사회:162쪽) 특히 인터넷이나 벤처， 정치인 등의 직업 영역에 여성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디덤돌， 사회:236쪽 자료깅). 정보화와 관련된 사회문제로서 타 

인의 감시나 익명성과 관련된 내용의 주인공도 모두 남성들이며， 심지어 개까 

지 주인공으로 나온다. 하지만 여성은 단지 남성 컴퓨터 사용자의 상상 속에만 

등장하는 대상으로만 표현되어 있대디덤돌， 사회:286쪽 그림). 

이러한 사회변화의 주역으로서 강조되는 남성과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주로 

전근대 사회를 대표핸 직업군에서 주로 나온다. 예를 들면， 갯벌에서 일하는 

여성(디덤돌， 사회:49， 127쪽 사진)으로， 도시 상설 시장의 확대로 농촌 정기 시 

장의 쇠퇴 사진에서 여성 상인으로 나온다{디덤돌， 사회:108쪽) 또한 여성들은 

환경파괴의 원인제공자로 등장하고 있다 

2)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사례들 

고등학교 사회， 사회·문화 교과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의 성차별 사례들 -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과 높은 성별 임금 격차， 그 

밖에 교사나 언론인의 승진에서의 성차별과 여성의 조기 정년퇴직 등 - 이 보 

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내 성차별에 대한 해 

결방안은 상당히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남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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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학 과목을 통해 성차별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에 

직면해서는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를 서 

술하고 있대천재교육， 사회·문화， 2003:242쪽).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제시는 매우 미약하여， 능력이 뛰어난데도 여성의 승진을 제한하 

는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녀평등가치관 

을 확립하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아주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정 

도에 그치고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 2003 :289쪽). 

3)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몫?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 

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에게 부인이 아이를 출산한다변， 직장일 

과 양육을 어떻게 조화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토론해보는 내용을 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육아는 무조건 여성의 역할로 놓고 아이를 

갖게 되면 일차적으로 여성들이 책임을 지고 갈동상황에 놓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여학생들에게만 육아와 직장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동학교 사회교과서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남자도 육아휴직 가능하 

다고 판결하는 삽화와 더불어， 사회의 다원화로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육아 출산 

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다{천재교육， 사회， 2003:1%-7쪽). 그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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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되어 있다 만일 법이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남편이 자신에게 일과 자녀양육이 모두 중요한 것처럼 부인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반씩 쉬기로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면 훨씬 신선했을 것이다. 또한 지각한 남성 근로자가 아이 손을 잡고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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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나， 밤늦은 회의 자리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먼저 일어서는 남성 근로자 

의 모습을 그린다면 청소년들이 훨씬 친근하게 육o}를 남성의 일로 받。}들이고 

가족친화적인 직장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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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셋째，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가. 스웨덴 

1 )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스웨댄은 1980년 7월 1일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법(Act Conce:며1핑 벼뻐lity 

between M해 and Women)을 시행해 왔으며， 법 시행 10년을 맞아 정책적으로 보완 

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뼈ual Employment AJα betw않n Men and Women)’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강화된 남녀평등내용을 보면， 구직단계부터 성차별 금지， 

임금차별에 대한 제소 가능성， 성희롱의 금지， 직접 혹은 간접차별 금지， 사용자의 

평등계획 작성의 의무화， 그리고 평등 옴부즈만의 감독범위 확대 등이다. 남녀고용 

평등법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대문유경 외， 2뼈) 

2) 고용기회 및 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 남녀고용할당제 

1981년 스웨댄에 도입된 적극적 고용촉진 정책은 여성과 남성 각각의 고용 

수준을 같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남녀고용할당제(Sex-based employment 

quatas)로 발전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완화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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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어느 한 쪽 성이 때%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남녀고용할당제는 정부지원으로 늘어난 신규채용과 결원의 충원 

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성을 우선적으로 충원함으로써 각성의 비율이 최소한 

40%가 되도록 응}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제도이대문유경 외， 2뼈1). 

3)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스웨멘을 포함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협}는 나라들은 일하는 엄 

마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을 전일제 근로자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진 국가이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산전후휴가와 육아 

휴직제도를 운영하지만， 기간은 길게 두지 않고 그 대신 휴가기간의 임금보전 

율은 높게 유지한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양육책임의 성평등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 

다. 1995년에 ‘어머니의 달과 아버지의 달(daddy’s quata)’을 도입한 이후， 2002 

년부터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면서 12개월은 부모 중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그중에서 2개월은 어머니만， 2개월은 아버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것 

은 자녀가 만 8세 될 때까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대장지연， 200잉. 

나. 미국 

1 )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미국의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명시한 대표적인 법으로는 남녀동일임금법 

(Eq뻐1 Pay Act, 1963)과 시 민권법 제7편(Title vn of the Civil Ri양lts Act, 1964) 

이 있다. 남녀동일임금법은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E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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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라도 개 

인의 성별， 종교， 인종， 국적을 이유로 고용상의 보상， 기간， 조건， 특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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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차별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그리고 피고용인이나 지원자를 제한하거나 분리 

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72년에 고용상의 성차별금 

지를 강화하였으며， 1991년에는 고의적인 성차별에 대해 처벌하기 위하여 개정 

을 하였대문유경 외， 21뼈) 

2) 고용조건 평등을 위한 정책: 비전통적 직업의 여성고용촉진정책(w파00) 

고용상의 성별 직종 분리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최근 적극 관심을 갖 

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비전통적 진로촉진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이다. 

비전통적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전체 취업자중 여성이 25%가 되지 못하는 직업 

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수당이 기대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중 6%만이 비전통적 직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여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비전통적 진로 촉진 프로그램 중 EYH(Expan뼈19 Y our Horisons 

Encouraging Young Women to Persue. in Science and Ma뼈natic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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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남성 지배적인 영역에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소개하고 성공적 

인 역할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강이수· 신경아， 2001). 

3)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미국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와 적 

극적 조치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고자 노력동F는 대신， O끓에 대한 국 

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보 

편적 제도로서의 아동수당과 공적 서비스로서의 보육시설， 유급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다 개별 가족이 시장을 통해서 양 

육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다{장지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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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국 

1 )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라는 ‘남녀 균등 처우의 원칙’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정 

부 수립시 전진적인 외국의 제도를 따라한 장식적인 법률 조항에 불과했다. 여 

성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정부 정책이 수립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대표적인 법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12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 

녀의 평둥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89년 4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성차별에 대한 사용자의 입 

증책임과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5년 8월에는 노 

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차별현실을 법이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원을 모집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 제시의 

금지， 노동자를 배우자로 둔 남성에게까지 육아휴직의 확대 등이 추가된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 1999년 2월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조치와 처 

벌을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 삽입됨으로써 일하는 여성의 평등과 보호는 물론 

여성의 성희롱 방지까지 구현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 

률로서 자리 잡게 되 었다{강이수 외， 2001). 

2) 고용 기회 및 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조치는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 

어 있다 대표적인 적극적 조치로는 1996년부터 실시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 

제’를 들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한 결과， 외무고시에서 여 

성합격률은 1998년 231.%에서 2002년 45.7%로 증가하였고， 행정고시에서는 여 

성합격률이 23. 1%에서 2002년에는 28.4%로 늘어났다 2002년에는 국공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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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수 비율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공립대에 여성교수 채 

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남성들의 역차별 정서가 

확산되어 사회갈등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어느 한 성이 30% 미 

만일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꾸어 실시하고 있다. 

3)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출산과 초기양육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 

을 양립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과 육아 

휴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2001년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산전후휴가가 60일에 

서 %일로 연장되어， 연장된 30일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이를 가진 근링}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경우 

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의 보전을 위해서 고용보 

험에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불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1인 이상 모든 

기업체 근링F들에게 이 제도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여성이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이 제 

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성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하대장지연， 2(05). 

보육정책의 경우，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예산을 많이 확대해가고 있으나 

아직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2005년 12월 현재 보육시설 이용 영 

유아수는 약 99만 명으로 전체 대상 영유아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공보육 시설(국공립， 법인， 비영리단체 등)의 비율이 15.9% 

로 매우 낮교 대부분의 보육수요가 민간사장 중심의 보육시설에 맡겨져 있어서 비 

용부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기업 사례 현황 

가. 성평등한 기업문화로서 가족친화적 정책의 도입 배경과 의의 

현대사회 기업에 있어 남녀 근로자들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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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현상이 극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직장에서의 역할과 자녀양육과 같은 가족 

으로서 역할의 양립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남녀 근로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f:빼y-frien배y) 기업 문화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무엇보다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 

은 장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직장생활 뿐 아니라 

기족 안에서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고 고실업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공 

유(job-s뼈ing)하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 모 

두에게 가족과 일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나.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다양한 유형들16) 

1) 탄력적 근무제도 

탄력적 근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탄력성을 제공해줌으로써 

직장과 가족 영역의 일을 보다 더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 

다. 탄력적 근무제도에는 시차 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 직무공 

유， 재택근무， 경력휴가 둥이 있다. 

2) 육아지원 제도 

육아지원 제도는 근로자들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조정할 

16)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다양한 유형들과 기업사례연구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들을 정 
리해 놓은， 여성가족부에서 2뼈년 7월에 발간한 연구보고서 『가족친화 기업모델 및 사례 

연구J (강혜련 외)를 참고하여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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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를 보살피는 데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육아지원 

제도에는 육아데이，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부성휴7}， 수유지원제도， 정보소개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3) 가족지원 제도 

가족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아픈 자녀나 노인부양 등의 문제로 퇴직하는 것 

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직장 양립을 지원하며， 기업주는 근로자의 신 

규채용에 드는 교육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가족지원 제도에는 가족간호 

휴7}， 탁노프로그램， 자녀학습지원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가정의 날， 정보소 

개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띠 근로자지원 제도 

근로자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진단해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표적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주는 돼P(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 ECP떠뼈oyee 

Counselling Pro맹m)가 있다. 많P는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치료와 같은 좁은 

범주의 상담으로 근로자의 직무성과를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전략이다 

반면에 ECP는 노동인력의 다양화에 따라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체계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좀 더 폭넓은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5)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이란 앞서 소개한 제도 및 정책들이 기업에서 근로자들 

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로서， 

교육과 연수를 통한 가족친화· 여성친화적 문화 조성， 조직개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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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의 국내외 대표 사례들 

1 ) 국내 대표사려1 (1) : 유한킴벌리 

1970년 설립된 이래 유한킴벌리는 아기기저귀， 여성생리대， 화장지， 미용티슈 

등 건강위생용품 제조업체로서， 인간중심의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종업원의 일과 가정， 지역사회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대표적인 가족친화 기업이다. 유 

한킴벌리는 7}족친화적인 경영을 통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과로체제를 방지하고 

평생학습 시간을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가정내 역할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다양한 모성보호 정책의 실시로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국내 대 표사례 (2) : 삼성 50s 

삼성SDS는 1985년에 삼성 데이터 시스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무엇보다 

도 삼성SDS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 

장 협의 후 탄력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하며， 반나절만 휴가 사용 

이 가능한 반월차제도와 근무장소에 따른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재택 

근무제를 제도화하였다. 또， 1일 2회 각 30분간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고 수유 

편의시설인 ‘도담이방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편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배려 

하고 있다. 동종업계에서는 최초로 1997년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자체 

운영 중이며， 현재 3개 어린이집에 총 85명의 원아를 보육하고 있다. 

3) 국외 대표사례 (1) : 포드 자동차 

미국 포드자동차는 1903년 헨리포드떠enry Ford)와 그 밖의 11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설립된 회사이다. 포드 자동차는 근로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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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삶이 균형을 이룰 때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러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가변적 

업무설계， 탄력근무， 재택근무， 육아를 위한 개인적인 카운슬링과 교육자료 제 

공， 노부모 부양， 심신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 

들은 근로자들의 개인 성장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충성도 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직업적 재능을 가진 근로자를 유인하고 보유할 수 있으 

며， 회사에 대한 내외부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4) 국외 대표사례띠) : 바스프 

바스프는 플라스틱·염료(梁料).섬유·비료·석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풍부한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가족친화기업으로 타사의 모범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틴즈 온 투어， 루키즈 등의 이름으로 열리는 자 

녀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근로자 자녀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 다 

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로자 자녀가 방학 중 혼자 집에 있지 

않도록 6-11세 어 린이를 위한 ‘키즈 온 투어’와 12-14세를 대상으로 한 ‘틴즈 

온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사내유치원 루키즈(Lu퍼ds)에서는 전문 보 

모가 3세 미만의 아기들을 돌보는데， 근로자는 출근 때 아기를 루키즈에 맡겼 

다가 퇴근할 때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 

4. 한국형 성평등한 고용문화 발전방향 

가. 고용문화 관련 청소년 교과내용의 개선 

성평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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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평 

등한 고용문화와 관련해서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성 평등하게 제시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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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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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에서 해결되 

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인 자원활동을 통해 

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사회나 도 

덕 교과서 전체에 걸쳐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과서에는 고용문화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 

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양한 직업영역으로 진출하는 사례 제시 

와 더불어 가정 내에서 남녀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었다. 반면 사회 구조나 제 

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 

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문화 교과목에서 여성의 직업과 육아 문제 

는 현대 사회의 갈등 상황의 사례로， 도덕 교과목에서는 여성의 결혼 기피 이 

유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육아와 노인부양 등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 전담시키 

는 가정과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결혼기피와 저출산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는 체계적인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결혼 기피， 저출 

산의 원인이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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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성불평등한 고용문 

화가 지속되는 한， 여성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하위직에 집중되는 성별 직업 

분리와 성별 임금 격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과 국가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야 할 필요성과 외국의 대안적인 사례들이 보다 풍부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문화와 관련한 교과목 내용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본문의 내용과 그림， 사진 등의 자료들이 서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나 역사적인 서술이 성 중립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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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면 대부분 남성들이 등장하여 

남성이 보편적인 인간을 대표하거나 사회변화와 역사의 주체로 표상되는 성 편 

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교과서의 저자들이 대부분 남 

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삽화나 사진담당자도 남성들이라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수있다 

성역할의 변화와 성평등한 고용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본문의 독립된 내용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교과서 전반 

에 걸쳐서 성 평등에 대한 가치지향이 일관되게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내용과 그림이나 사진 등이 일관성 있게 사회 각 분야에서의 성 

평등의 현실과 미래를 묘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보다 

정보전달 효과가 뛰어난 시각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의 선택에 있어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저 

출산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평등한 직장문화와 가정생활에 대한 예 

시를 많이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 교과서에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교과 저 

자와 그렴， 사진 담당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하는 체도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양적인 대표성뿐만 아니라 성평등의 질적인 내용을 담보해내기 위 

해서는 교과 집필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또는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 

육이나 워크숍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OECD 207~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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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된 출산율 제고 정책은 주로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비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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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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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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자본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노동자모델은 ‘가족이나 개 

인적인 일체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무한한 이동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 내 생활은 철저히 타인에게 의존하는， 하루 24시간을 회사와 일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노동자’로서 일중심적 · 남성중심적 노동자 모델이대신경ö}， 

2<X)1). 임신과 출산 등 모성기능과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여성노동 

자는 이러한 이상적인 노동자상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노동자로 인식될 수밖 

에 없다. 이젠 여성들이 돌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남성노동자와 같아지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처럼 가정 내 

돌봄 노동의 책임을 진 노동자로서 직장과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남녀 모두 일 

과 가족의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자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J7) 

둘째，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가사노동자’의 전통적 성별분업에 입각한 가 

족모텔이나 ‘남성 1차 부양자 - 여성 2차 부양자’ 모델이 아닌， 양성이 동등한 

의미에서 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는 ‘2인 소득자’ 가족모텔에 기초하여 국가의 

고용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성별분업이 유지되는 가족모델 하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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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것으 
로 업증되고 있다{신경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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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성틀이 취업을 하더라도 가정 내 가사와 육아， 노인부양 등 돌봄 노동 

을 여성들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 

립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으므로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돌봄 역할의 일차적 담당자를 여성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남녀가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제 

한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 동을 겪게 된 

다. 반면 2인 소득자 가족모텔에 기초하여 고용정책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여성 

과 남성이 공적 영역인 노동시장에서도 평등하게 일하고 사적 영역인 가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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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며 이는 가족 내 

가사와 육아를 남녀가 분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디{이재경 외， 2005) 

셋째， 노동시장 내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인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고용 

차별 폐지를 위한 법적 자원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며， 남녀임금격차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적극적 조치 조항도 확보되었다. 그러나 법규정이 

있어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 법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간접차별의 

개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구조조정 시 여성을 우선 해고하거나 비정규직화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규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 규정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더불 

어 법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서 각종 고용차별 관련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용·승진·순환보직·정년·해고 등 남녀 고용차별과 관련된 각종 지침의 개발 

과 행정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누적되어 본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실시되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 

인 여성고용할당제도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취업해 있는 사적 

인 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기업 내 여성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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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남성 중심적 조직 운영방식을 여성친화적 

또는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친화적인 정책이 

란 조직구성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맡는 책임과 의무를 균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다. 특히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 

라 7싸와 양육을 남성이 분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가족친화적인 정책과 프로그 

램의 대상은 기혼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괄해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앞 절 

에서 자세히 제시한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들인 탄력적인 근무제도， 육아지원 

제도， 가족지원 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 등을 각 기업의 

조건에 맞게 도입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 6절 소결 및 미래세대 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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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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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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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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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유연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용성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청 

소년에 비해서 성평등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가정 내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 정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 가치 

관 조사 결과 우려되는 부분은 성평등 의식 등 일반적인 태도 항목에서 남녀간 

성별 지체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다.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 

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차별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보편주의 가치 

관’， ‘자기 성취 가치관’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이에 비해 남학생은 차별 

적 태도와 연결되는 ‘권력 가치’적 성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교육내용에 의식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내 

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족관련 태도에서의 성별 격차 

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가족형성 등 사회 재생산에도 주요 장 

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최근의 저출산 위 

기 정국의 부작용으로서 의식수준에서의 보수화 경향도 엿보였다 따라서 저출 

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 홍보 과정에서 개방적인 태도와 성평등한 의식 

수준 제고를 분명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고용문화의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청소년들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 

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법 · 

제도적 인프라 실태를 검토하여 한국적 상황에 걸맞은 가족문화· 고용문화를 

모색해 보았다. 어느 경우에나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치는 개방성과 사회적 관 

용성의 증대이다 가족과 고용 모두 열린 개념으로 접근되고 구성원의 행복이 

최우선 과제로 접근될 때 ‘성평등한 사회’는 더 이상 남녀의 구분도 노소의 구 

분도 사라지는 통합적 사회로 인식될 수 있다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은 곧 생 

활친화적인 고용정책이며 이것은 어떤 개인도， 어떤 가족도 배제하지 않는 정 

책 방향이다 성평등한 가족문화는 남녀의 차별도 사라지지만 세대간 차별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성평등한 고용문화는 동일한 

철학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젠더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차 

별이 사라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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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결론에 대신 한다 

가까운 미래에 여성노동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개인이 요구하는 바 

는 일치하는 듯하다. 노동력 부족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사회는 양질의 여 

성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는 개별가족에게 과부하되어 있는，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7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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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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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하고 싶고 일해야 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회와 여성들 사이에 일정한괴리가 있는 듯하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여성노동과 연결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 

의 하나는 ‘낳고 싶은 만릅 낳아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이다. 저출산·고 

령화라는 인구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바는 정확히 생산인구 

의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침체이다. 국가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 

회가 나이 든 사회(이d pop버ation)가 되고 절대 인구마저 감소하면서 지구상에 

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성원들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여전히 2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면서 독신율도 늘어나고 이혼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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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들이 사라져야 하듯이， 보다 넓은 의미의 

‘일’， 즉 돌봄노동을 선택하면서도 여전히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 

는 미래상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변， 사회 성원들 특히 여성들에게 끊임없 

이 시장노동의 의무와 재생산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장노동 

의 권리와 재생산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노동을 권리 

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가까운 시 

기에 도래할 우리의 미래사회는 매우 경쟁적이고 많은 사회성원들이 일생 동안 

장기간의 실업 상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이다. 그런 사회를 염두에 둘 

때， ‘유급노동을 중단할 권리’， ‘돌봄노동에 주력할 권리’라는 표현은 매우 위험 

스럽게 보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권리 제한도 사회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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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 사회가 여성노동력에 요구하는 바와 여성들 자 

신이 요구하는 바의 표피적 상동성이 실질적 상동성으로 전화되는 미래도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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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장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제 1 절 개요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뒤늦은 시기에 출발하였다 1960 

년을 전후한 성교육은 성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정결 또는 순결교육이 

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교육의 주체도 학교보다는 부모가 전적으로 담 

당하며， 학교는 성에 관한 질문이나 문제행동에 직면할 경우에 한하여 개별 지 

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채택되면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과 지도방법 등이 논의 

되기 시작하였고， 1968년에는 성교육 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생물， 체육， 가정 등 관련 교과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중등학교 가정교과서에 여성생리에 관한 기초 

내용이 포함되면서 성교육이 태동하게 되었대김성애， 2뼈1). 

19깨년대에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가치관을 확립시켜 이들 스스 

로가 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 

공할 경우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야기하고， 성적인 충동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학교 성교육의 발전은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83년에 

문교부가 배포한 ‘성교육 지도자료’에서 성교육이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전개되 

어야 함을 강조하고 어린시절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계된 평생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성교육의 목표가 설정되기도 

하였대고진배， 1997) 

1990년에 교육부가 개발한 성교육 자료는 1983년의 내용에 비해 성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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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교육과정에서도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성교육에 관한 제 

6, 7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침내용에는 성교육은 관련교과와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하여 성교육은 관련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활동 전반 

에 걸친 주요 교육과제로 인식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그러나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관련과목이나 특별활동 및 결강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 

한되어 있고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성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 및 인 

구노령화가 촉진되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주요현안으 

로 대두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상승이동에 대한 기 

대감 그리고 자녀양육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 

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정착되어 초래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김두섭， 2002) 

저출산 원인은 그간의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의 변 

화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의 열악함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보건의 

료적인 원인의 하나는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 후천성 불임증， 저 체중 

아의 발생 등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이 열악해졌기 때문인데， 이는 청소년기에 체 

계적이고 적절한 생식보건교육 및 서비스 제공의 부족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 

다. 더욱이 여성의 초혼연령이 19η년 22.6세에서 2005년 27.7세로 급상승함에 따 

라 생식보건 수준의 악화， 인구자질 저하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후천적 불임증 등 이미 악화된 생식보건 상태를 원상태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으며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나， 건전한 결혼 및 자녀관은 일회적인 교육으로 

정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가치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청 

소년기부터 생리적， 과학적 지식과 성 윤리 및 가치관을 포괄하는 성교육을 체 

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성(性)건강은 인구재생산과 관련 

될 뿐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과 자기정체성， 사회적 행태의 형성에 밀접하게 결 

부되어 있다. 이 시기에 건전한 가정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일탈 행위 및 범죄예방과 더불어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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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화 및 대중매체의 광범위한 보급 동으로 성에 관한 정보가 무분별 

하게 범람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형성하기도 전에 여러 가 

지 개방적이고 선정적인 성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보다 

빨라지l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 관련 정보들에 대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현 

실을 감안한다면，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현 

실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 성교육 

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교과로 체계 없이 분산되어 있고， 신체구조상의 생물학적 지 

식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생식보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확립되지 못 

한 실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가 연계 협력하여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할 수 있으나 현재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성교육은 극히 부분적이고 비체계적인 실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 중에는 ‘건전한 미 

래세대 육성’분야에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렘의 구축과 관련된 세 

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부재한 실정 

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저출산 대책 중 전략적 교육·홍보 분야에 포함시켜 기 

존의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청소년의 

성문화 및 가치관도 크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의 성 

과 관련된 가치관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문제는 저 

출산 대책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정부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2뼈년부터 담배부담금을 재 

원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정부의 보건소 조직망을 통하여 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간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 

해서는 성교육 개발 및 상담에 관한 소규모 연구사업이 지원되었을 뿐 학교 성교 

육과 연계된 사업 활동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성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성상담 지도사업이 부분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학교와 

보건소， 민간단체와 가정이 연계된 사업조직망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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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장에서의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및 외국 

의 성교육 사례 분석， 교과서 성교육 내용 분석，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학교 성 

교육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가치관을 겸비토 

록하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학교성교육 실태조사 결과 

분석， 그리고 전문가회의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성교육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스웨덴， 멘마크， 독일 등의 성교육 제 

도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행 제7차 초·중·고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 2절 청소년 성문제와 성교육의 개념 

1. 청소년 개념과 청소년기의 성문제 

가.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Ad이않cence)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nc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 

장’ 또는 ‘성숙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한다. 어원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이 청소 

년기란 유년과 성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생얘주기의 한 단계로 유년에서 성 

인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즉 청소년기는 생리적으로 볼 때 사춘기 

의 시작으로부터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되기까지의 시기이며， 심리적 발달 단계 

로 볼 때 아동기의 엔지적， 감정적 발달 패턴에서 성인의 완전한 패덴‘후 변 

형되기까지의 시기이며， 또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는 사회구성원으로 꼭핍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선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기는 벗어났지만 아직 성인의 단계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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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12-18세 사이의 연령층을 의미한다. 신체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때를， 섬리적인 성숙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자아 정체 

성이 확립되는 때를 청소년기라고 한다{이문희， 1993). 

법적으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 

로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육성법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를 청소년 

으로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변화는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 

적 특성을 유발하는데， 우선 신체적으로는 성장호르몬 분비량의 변화에 따른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로 급격한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제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체적 성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뼈와 근 

육 등 모든 영역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 

기를 소위 사춘기라고 말하는데 청소년기와 사춘기가 동일용어처럼 사용될 정 

도로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가장 두드러진 특정이다. 

이 시기의 생리적， 신체적 변화는 매우 급격하면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청 

소년들에게 호기심이나 불안을 쉽게 일으키며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성적 변화 

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등 불안정한 상 

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스스로의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서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감， 가족 

의 분위기나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 

정서적인 특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적인 변화에서 기인하는 경우 

가 많다. NeWI뼈1은 신체적인 변화가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4가지를 지적하였는데， 먼저 신체적인 변화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해주며， 둘째， 각각 성역할 정체감을 강화하는 작 

용을 하고， 셋째， 급격한 신체변화의 반동으로 보다 자기도취적인 욕구를 해소 

하려 하며， 넷째， 신체적 발달의 각 측면이 어떠한 양면 가치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였대이문희， 1993). 

사회적인 특성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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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갈등 상황을 연출하고 동성이나 이성 친구에 몰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다. 성인들에게 자신의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반발하거나 자기의 의사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반항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제2의 반항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발달과정으로 이를 통하 

여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사고 

와 행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성장， 발전하게 된대김은영， 2뼈) 

나. 청소년기의 성문제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왕성한 성적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정체감이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있어 성은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심리 · 생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신의 성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필요 

한 심리 · 애정적 욕구의 표현이며 가족과 분리되고 아동기의 역할에서 벗어나 독 

립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긍정적인 목적도 있다. 반면 청소년의 성행동은 임신， 

낙태， 성폭력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홍봉선· 남미애， 2003). 

Jersild(195끼는 청소년의 성을 성적으로는 성숙되어 있지만， 사회적 통제와 

미혼이라는 이유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성적 실업자로서의 관 

점에서 성인과는 다른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청소년은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불안과 호기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둘 

째，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적 사상에 대한 탐구심이 왕성해 진다. 셋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싹트며 이성에 대한 접근과 교제를 하고자 원하지만 교제라든지 

연애 및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와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막연하게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넷째， 성욕의 배출에 

있어 문제를 경험하거나 사회적인 성문화의 강한 자극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다섯째， 성인의 성도덕관과 청소년의 성도덕관의 자질 때문에 때 

로는 억압된 형태로， 때로는 방임적인 형태로 기울어져서 여러 가지 성적 악순 

환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성장발달에 맞는 성지식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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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주어 성적 욕구를 승화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이 요구된다. 그러한 교육은 장기적 

인 안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지식의 전수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시행 

되어야 하며 또한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성교육의 개념과 목표 

가. 성의 개념 

‘Sex’는 본래 라틴어의 ‘나누대앓0， cut)’라는 뜻의 ‘sexus’에서 유래된 것으 

로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성별을 구분하는 경우 사용한다. 즉 ‘sex’의 

남성과 여성은 수정과 동시에 결정되는 순수 생물학적 성φi이0밍C때 sex) 또는 

선천적 성을 가리킨다 혹은 성 행위를 나타내는 좁은 의미의 성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gender’는 생물학적 성별과는 상관없이 그 사회의 문화적 영향， 

양육방법 동에 의해 학습되어진 후천적 성을 의미한다. 태어날 때는 남녀로 태 

어났지만 그 사회의 문화적인 영향， 양육 방법 등에 의해 학습되어진 후천적인 

성으로 자신이 느끼는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한다. 사회·문화 구성원으로서 남 

녀의 의미에 무게를 두는 gend하 개념은 두 개의 성이 어떻게 조화롭고 행복하 

게 사회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성을 이분법적으 

로 구분핸 ‘sex’와는 차별화 된다 

한편， ‘Sex뻐ity’는 19세기 이후에 λ}용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Karhneron에 의 

해 제창된 것으로 보통 성욕 또는 성애로 번역되기도 하나 않X나 gend앉와는 달리 

강한 정서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이다. 우리에게는 sex와 g때d앉" sex뻐ity 모두 

성('뾰으로 번역되는데 한자어에서 보듯이 마음{It~과 몽{生)의 양면을 동시에 나 

타내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이란 전체적인 인간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지 결코 성행동이나 성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대윤가현， 

1990) 김혜재1997)는 성(sex없lity)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성격， 인 

격， 인생의 개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성기 중심이 아닌 정신적인 개념을 지 



340 

녔으며，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신체 구조， 성관계와 생식 능력을 포함하며 그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아와 성 역할 및 성관계 그리고 규범과 느낌을 총괄한다 

고 설명한다{김미주， 1997; 한국부모교육학회， 1998). 성(sex뻐ity)은 후천적으로 

사회적·문화적·심리적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적 

극적이고 지배적인 기질을 남성적으로 온순하고 소극적인 기질을 여성적인 것 

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파푸아뉴기니아의 부족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문후 2001). 

따라서 성교육적 측면에서의 성은 ‘sex’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온정과 

사랑을 주는 능력， 개개인의 자존감과 주체성， 개인의 성적 건강의 신체적， 정 

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생리적 측면 이 

외에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문화 등을 포함하는 ‘sex뻐lity’를 지칭한다고 하 

겠다{김경신， 2001). 

나. 성교육의 개념 

성교육의 성을 ‘않X’가 아닌 ‘S않뻐liη’로 규정한 것은 일상적인 성(않x) 개념 

이 교육의 영역에서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 

다.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하면 성 행위나 성 관계를 연상하게 됨으로써 성교 

육을 단순히 성기관에 대한 생리적 지식이나 성행위 교육에 국한되어 생각하게 

되거나 남녀의 애정 교육이나 그릇된 성행위로 인해 생기는 불행을 막기 위한 

도구적 교육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 교육의 성을 ‘sex’가 아닌 

‘sex뻐ity’로 정의하면 성교육(se뻐a1ity education)은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관련된 사회규범을 지도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은 종래에는 성교육을 남녀간의 정선적， 육체적인 결 

합 관계， 즉 원만한 성행위에 관한 지식과 이에 따르는 생리적， 심리책 변화를 

가르침으로써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를 돕고 성도덕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 

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례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 용어 자체가 ‘Sex 

Education’에서 ‘Education for Human Sexuality’로 바뀌어 삶의 가장 원초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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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의 충족이 인간발달의 모든 국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 

학적으로 입증하는 교육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1994)에서는 자신의 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상대방의 성도 존중할 줄 알게 되 

며 이를 위해서는 성교육은 성기나 성 호르몬의 생리적 기능만 아는 것으로 끝 

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인간의 성을 심리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 

해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며， 인간교육으로서 성교육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는 점을강조하였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SIEαJS， 1996)는 성교육은 성의 긍정적인 변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고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성교육은 성에 관 

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 정체감， 대인관계 등에 관한 태도， 믿음， 가치관 

을 형성하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적 영역(정보)， 정의적 영역(느낌， 가 

치， 태도)， 행동 영역(의사소통， 의사결정， 인간관계)에 관한 성의 생물학적， 사 

회·문화적， 심리적·정신적 차원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시백(2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펴낸 성교육 세미나 자료에서 성교육은 인간 

의 생식 생리， 해부학적 구조 등 생물학적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교 건전 

한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인격화 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인성교육까지 포함된다 

고 하였다 즉 성교육이란 성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관계 및 

평등한 권리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혁습하는 종합적인 인격완성교육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성교육은 어느 특정 연령계층이나 사회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인격 

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유아시기부터 사춘기， 청소년，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 성교육의 의미는 건전한 성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인 

격체를 정규교육을 통해 길러낸디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성교육은 신체적， 생리적인 구조 기능의 지식과 더불어 

올바른 성 의식과 가치관， 태도， 문화 등을 형성하여 진정한 정체감을 깨닫고 

확인하며 남녀 이성 간에 인간존중과 성평등 사상을 자신의 인생관과 윤리관에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서서히 성숙한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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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교육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사 

회·문화 환경과의 관계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다. 성교육의 목표 및 방향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성교육의 목표는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 

본 습관을 기르고 둘째， 지적 학습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 지식을 

갖게 하며， 셋째， 올바른 성 의식， 분별 있는 성윤리를 확립시키는 것이대안창 

선 · 김현옥， 1992). 또한，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달단계에 알맞게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의 이성과 특성， 역할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바람직한 성 태도와 성 의 

식을 갖게 함으로써 신뢰와 협력으로 원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과 가 

정의 행복을 영위함은 물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배양시 

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대이채희 외， :2뼈1). 

교육인적자원부(2001)는 성교육의 궁극적 인 목표가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남녀의 신체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 

치관을 확립하여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신체· 

심리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문화 및 윤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목표 

를 제시하였다. 첫째， 신체적 심리적 발달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신체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인간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지니고 가족관 

계와 동서이나 이성 친구관계를 형성하면서 올바른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성평등적 성역할의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성정체 

성과 성문화 및 성윤리 의식을 형성하여 성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을배양하도록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교육은 남녀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 

고 올바른 성 의식을 기반으로 건전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원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인간 삶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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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또한 성교육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 

태도의 확립 및 건전한 성행동 실천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시대적인 여건이 반영된 현실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학교 성교육의 발전 과정 

1980년대에는 순결교육에서 성교육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1982년 교육부 

는 순결교육이란 용어 대신 성교육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교사용 성 

교육 지도 자료를 발간하여 각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성교육 실시를 발표 

하였다. 그러나 초· 중· 고 학급 지도를 위한 성교육 지침서(198잉에는 성교육이 

단순히 성기라든지 성 생리에 대한 지식에만 한정될 수 없는 것이고 성 생리， 

성 심리， 성 윤리 동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내용만 있을 뿐 학급 지도를 위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성에 대한 부분은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적 

으로나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미흡하였대공세권 외， 21뻐 김성애， :2뼈1). 

1993년에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의 운영지침을 보면 초· 중등학교 공히 ‘도 

덕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 보건·안전교육， 성교육， 진로 

교육， 통일교육 등은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의 연계지도’에 힘쓰도록 명시하고 있대교육부， 1993).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유치원， 초· 중 고교별로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정규교과와도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를 개발 

하여 보급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5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적합한 성교육 

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부터는 피임교육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특별활동이나 수련활동 및 재 

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전담교사에 의한 성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1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도지침’을 전국의 초중고교 

에 전달하여 학교 성교육을 권장하고 었다 그러나 성교육은 학교와 지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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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많은 차이가 있다. 연간 15시간 정도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달등}는 교육 

청이 있는가하면， 주당 6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통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 

어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규정조차 없는 곳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 성교육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1960년대 순결교육으로 

시작된 성교육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산업화 동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과 

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교육으로서의 성교육으로 변화·발전하였다. 또한 교육 

의 시행 형태도 가정에서의 개별 교육에서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으로 전환되었 

고 교육 당국의 지도 자료 개발이나 시행 지침 시달 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여건 상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교육이 정규 교과과정 속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과}나 생물， 가 

정， 사회， 체육 등 관련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량활동 시간 등 

일정 시간을 성교육에 할애하여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 

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분명한 협목표가 없을 뿐 아니라 배 

우는 내용도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교육은 학생의 신체 및 정 

서·심리 발달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있어야 하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 

용을 보면 저학년이나 고학년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년별 성교육 내용이 연계성이 부족하고 내용 수준 또한 극히 피상적으로만 다 

루어지고 있다 성교육 내용들이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 

라 내용이 심화되어야 하며 적절한 지도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특강형식으로 성교육이 수행됨으로서 중복학습， 수준 

미달， 비현실성 등의 문제로 학생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있다 

둘째， 성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교사가 청소년 입장에서 

성문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을 성적으로 건강한 인격체로 지도， 

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문제를 헤강하거나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성상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성교육은 결혼， 출산， 가족 등의 개 

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흡셔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교육과도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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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따라서 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담교사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건교육이 포함된 체육과정에서 성교육을 체 

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체육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보 

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 

경험을 갖고 있다. 대부분 왜곡 과장된 성지식으로 잘못된 비행문제를 유발시 

키고 있다 부모들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성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 

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성교육을 담당할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 

다. 이런 이유로 부모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학 

교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청소년 성교육은 상 

당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 3 절 학교 성교육관련 교과내용체계 

현재 성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교사를 위한 성교육 

지침서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책이 시중 

에 판매되고 있으며 비디오， OHP, CD, 슬라이드 등도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성교육 지침서의 경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것으로 직접 학생들이 접 

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는 아니며， 기타 자료들도 교사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니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 관련 책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내용을 구체적 

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초·중고등학교의 성 관련 교 

과내용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분석틀은 2001년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교사용 지침서인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에서 제 

시된 성교육 내용 체계를 활용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성교육을 통해 남녀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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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로써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며，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성평등한 성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책임 있는 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성교육의 내용 구성은 인간 발달의 순서가 개인 내적 측면 • 개인 간의 관계 

적 측면 •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관 

계 이해， 성문화 및 성윤리의 3개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그 하위영역으로서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성 건강’，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 ‘자기 결정과 선 

택’， ‘사회적 환경’， ‘성평등’의 여닮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그림 6-1] 참조).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은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출생 이후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의 변화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심리적 특정의 이해와 심리 

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내용으로 포함한다 

[그림 6-1] 학교 성교육의 영역 및 주제 

학교성교육 

신체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의 이해 성문화 및 성윤리 

。신체발달 。결혼과 가정 。사회적 환경 

- 임신과 출산 - 결혼의 의미 -성폭력 
- 신체의 구조와 변화 - 가정 - 성과 대중매체 

。성 심리 발달 。 이성과 사랑 - 성 상품화 

- 발달단계적 특성 - 우정과사랑 。 서。펴 。 τtr

- 청소년의고민과갈등 -이성교제 - 성평통의 의미 

。성 건강 。자기결정과 선택 

- 생식기 위생 - 성적 자기 결정권 
- 성 관련 질병 -자기 주장 

-피임 
- 이상 성 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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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이해 영역에서는 가족 관계， 이성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내에 

서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건전한 이성 관계 및 사랑 그리고 결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결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성문화 및 성윤리 영역에서는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은 성 생물학을 넘어서 

서 성에 대한 감정적， 문화적， 윤리적 측면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책임 있는 성 

행동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성 관련 사회적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사 

고와 대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사회에서 남· 녀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상호 존중 의식을 기르기 

위한 양성 평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1. 초등학교 성교육의 교과내용체계 

가. 초등학교 1 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l학년의 경우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으로서 신체발달， 성 건강과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으로서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의 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을 살펴보면 슬기로운 생활에서 나 

의 몸 관찰하기， 나의 톰과 친구의 몸 비교하기， 남녀의 겉모양 비교하기， 봄의 

각 부분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등을 다루고 있고， 즐거운 생활에서는 우리 봄 

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아기 때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기， 자신의 폼을 소중 

히 생각하는 태도 갖기 동을 다루고 있다. 성 건강 영역으로서 생식기 위생에 

대해서는 1학년에서 화장실의 위치 및 사용 방법， 몸 깨끗이 하기 등이， 바른생 

활에서 공중목욕탕에서의 예절， 목욕하는 이유와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는 슬기로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에서 가족의 구성원， 가족관계도， 가정의 소중함， 즐거운 가정 만들기 등이 제 

시되고 있고， 우리들은 1학년과 바른생활에서 친구 사귀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 

내기， 자기 소개하기 등 우정과 사랑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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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초등학교 1 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주제 
관련교과및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나의 몽 관찰하기 

슬기로운생활 。 나의 몸과 친구의 몸 비교하기 삽 2화쪽，/7 관2찰 
남녀 신체구조와 나의 몸(1) 。 남녀의 겉모양 비교하기 

변화 및 신체발달의 。몸의 각 부분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개인차 
즐거운생활 

。우리 폼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I쪽196 。 아기 때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기 

씩씩한 어린이(1) 
。 자신의 폼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 갖기 

삽화，관찰 

2쪽196 

생식기 청결 
우리들은 l학년 。 화장실의 위치와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기 설명 
바르게사용해요. 。 화장실 사용 현장 학습하기 현장실 

습 
。 우리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 알아본다 

。 가족관계도를 그리고 우리 집 자랑거리 발표하기 10쪽/78 
부모와나의 슬기로운생활 

。 가족이 하는 일 역할극을 통해 살펴보기 
삽화 

출생근원 화목한우리 가족(2) 꾸미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역할극 
표현하기 

우리들은 l학년 。우리 가족이 하는 일 알기 삽 3화쪽/발%표 
부모의 책임과 

알고 싶어요， 。 나의 자랑거리 이야기하기 

역할 즐거운생활 
。 농촌， 어촌， 도시 7}<족들의 역할에 대해 안다 4쪽196 
。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려 삽화 

즐거운 우리집(1) 
는태도를갖는다， 역할극 

우리들은 1학년 
。친구의 좋은 점을 알기 4쪽196 

정다운친구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알기 삽화 
。친구에게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표현놀이 

우리들은 I학년 。자기 소개하기 l삽쪽/화% 
알고 싶어요. 。 친구이름 부르며 친구의 좋은 점 소개하기 발표 

교우관계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마음 가지기 14쪽199 
바른생활 。친구 소개하기 꾸미기 
사이좋은 친구(2) 。 찬구와'\}o]i좋거11 ;(때려면 지켜。탤 일 알기 삽화 

。 친구의 좋은 점 자랑하기 역할극 

국어(말하기-듣기) 。 친구가 잘하는 점 찾아 칭찬하기 9삽쪽화199 
어깨동무를 해요(2) 。 친구가 열심히 하는 점 찾아 칭찬하기 소집단학습 

나. 초등학교 2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2학년 교과과정에서는 신체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이 

다루어지고 있다.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으로는 1학기는 즐거운 생활에서 생명 

의 창조와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2학기에는 슬기로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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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태아와 모체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즐거운 생활에서 배우는 내용은 우리 

몸 변화에 대해 알기， 우리 몸 일생에 대해 알아보기， 남녀 신체 변화의 차이점 

알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알아보기 등이며， 슬기로운 생활에서 

열매와 씨앗이 생기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 알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알고 

실천하기 등이다. 슬기로운 생활에서 배우는 내용은 열매와 씨앗을 통한 성교 

육의 간접적인 학습활동이라 할 수 있다. 

〈표 6-2) 초등학교 2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주제 
관련교과및 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즐거운생활 。우리 몸 변화에 대해 알기 1쪽1128 
생명의 창조 

이만큼자랐어요(1) 。우리 몸 일생에 대해 알아보기 
예화，삽화 
VCR자료 

태아와모체 
슬기로운생활 。 열매와 씨앗이 생기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 알기 2쪽180 
주렁주렁 가을동샌2) 。 내가 할 수 있는 일 알고 실천하기 예화，삽화 

남녀의 
즐거운생활 。 남녀 신체 변화의 차이접 알기 I쪽，/28 

신체구조와 

변화 
이만큼 자랐어요(1)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알아보기 사진，삽화 

。나의 성장과정 알기 

관 11찰쪽놀n이8 신체발달의 슬기로운생활 。 어릴 때와 지금의 나 비교해 보기 

개인차 자라나는 우리들(1) 。 키와 몸무게의 변화 조사 조사，토의 
。 나이에 따른 사람의 변화 알기 

。부모님의 은혜알기 

가정에서의 。우리 가족 소개하기 14쪽，/104 

성역할 및 부모 
바른생활 

。 형제간의 지켜야 할 예절 알기 삽화 
즐거운 우리 집(1) 예화 

의 책임과 역할 。가족의 소중함 알기 역할놀이 
。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일 알기 

。 친구와의 대화예절 알기 11삽쪽l화104 
교우관계 

바른생활 。바른말 고운 말 쓰기 

바른 말고운 말(1) 。 웃어른께 쓰는 말씨 알기 글짓기 

。바르고 고운 말 익히기 역할놀이 

인간관계의 이해를 위해서는 바른생활에서 가족에 대한 교육으로써 부모님 

의 은혜 알기， 형제간의 예절 등이 제시되고 교우관계에 대한 교육으로써 친구 

와의 대화예절， 바르고 고운말 사용법 등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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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3학년은 체육 교과를 통해 생식기 청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주 

된 내용은 불쾌감을 주는 상황을 발표하고 청결과 건강과의 관계 알아보기， 청 

결과 불결한 상황 비교하기， 나의 청결 정도 평가하고 청결생활 실천하기 등이 

다. 또한 국어와 도덕 교과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효도， 우애 등 가정의 중요성 

을 배우고， 남녀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이성에 

대해 깨우치게 된다. 

〈표 6-3) 초등학교 3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주제 
관련교과및 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 불쾌감을 주는 상황 발표하고 청결과 건강과의 관계 1쪽132 

생식기 청결 
체육 알아보기 

신체의 성장과발달 。 청결과 불결한 상황 비교하기 예화 
。 나의 청결정도 평가하고 청결생활 실천하기 다짐행동 

국어 읽기 
。가족의 의미 6쪽/lfIJ 

커가는 우리(2) 
。 효도승F는 자녀를 둔 가정과 불효승}는 가정의 혜화를 

통해 가정내 화합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음 예화 
가정에서 

。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5보 가정을 위한 실천 18쪽/100 
성역할및 도덕 

。 대통령자리에 앉은 어머니 부모의 책임과 화목한 우리집(1) Qj~~ 
역할 。 가족 상호간의 역할극 실시 예화 

국어 말하기듣기 。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하여 설명하기 2쪽194 

알아보고 알려주고(2) 。 남여의 차이， 클럽， 모둠에서 살피고 기준 말하기 
설명 

토의활동 

라. 초등학교 4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4학년은 과학과 체육 교과에서 생명의 창조，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 

화， 호르몬계의 작용과 신체발달의 개인차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과학 교과 

에서는 동물의 암수 구별， 짝짓기와 생명의 탄생， 동물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 

이해하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체육 교과에서 

는 우리 봄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 알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 

히 유지하는 태도 갖기， 성장에 따른 남녀의 신체특징 알기， 변화에 대한 긍정 

적 태도 갖기 등을 다루고 있다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351 

〈표 6-4) 초등학교 4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주제 
관련교과및 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동물의 암수구별 10쪽196 

생명의 창조 
과학 

。짝짓기와 생명의 탄생 
삽화 

동물의 암수(지 관찰활동 
。 동물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 이해하기 놀이 

남녀의 신체구조와 체육 。 우리 몽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 알기 2쪽1148 
인체모형 

변화 신체의 성장과발달 。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히 유지E보 태도 갖기 관찰 

호르몬계의 작용과 체육 。 성장에 따른 남녀의 신체 특정 알기 l쪽1148 
인체모형 

신체발달의 개인차 신체의 성장과발달 。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갖기 관찰 
국어 

。 글에 나오는 인물에 어울리는 표정파 목소리로 말하기 2쪽1130 
말하기듣기쓰기 

。 가족 구성원의 대화에 맞는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기 
역할극 

꿈을 찾아서(2) 토의활동 

가정에서의 성역할 국어 읽기 。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펀지를 통해 가족간의 과 2쪽1162 

및 부모의 책임과 오가는 정(1) 사랑을느낌 편지글 

역할 。 친척의 의미 

도덕 。 친척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이운 반성 및 실천 18쪽/100 

가깝고 반가운 친척 이야기를 읽고나서 생각해보기， 반성하기 삽화 

。 삽햄1] ox하lL 역할놀아 실천Õ"~7l TJ냄에 새겨두기 

。 친구가 소중한 까닭，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친구 

도덕 가고마울때 21쪽/100 

교우관계 우리는 정다운 。 이야기를 읽고나서 생각해보기， 반성하기， 삽화에 
삽화 
역할놀이 

친구 ox하-7l 역할놀이， 토의 토의 
。 찬구와 힘껴l 할 수 있는 일 찾아 실천계획 맴에 새겨두기 

이성교제의 의미 및 국어 읽기 
。 이성친구를 짝사랑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성 간에 서 7쪽1154 
로를 폰중효F는 성숙한 이성관계를 제시함 사진 

예절 슬기로운눈으로찌 
。 얀얽 대한 성격 발표 니까주인공이라연 어찌할까 말하기 예화 

국어와 도덕 교과에서는 인간관계 이해 영역으로서 가정에서의 성역할 및 

부모의 책임과 역할， 교우관계， 이성교제의 의미 및 예절을 배우게 된다 구체 

적으로 국어 교과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가족간의 사랑 

을 체험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대화에 맞는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기와 같은 역 

할극을 통해 가정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건전하 

고 성숙한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도덕 교과에서는 역할극이나 토 

의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교우관계를 학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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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초등학교 5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5학년은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으로서 과학 교과에서 생명의 창조 

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꽃의 관찰， 공통점과 차이점， 꽃가루받이， 식물의 종류 

에 따라 열매와 씨앗의 구조의 다른 점을 이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교육 내 

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실과 교과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 내 역할 분담， 

생활 계획 및 실천을 배운다. 

‘200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는 국어와 도덕 교과를 통한 자기결 

정과 선택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 

기， 서로 다른 의견의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은 아니라 제외하였다. 

〈표 6-5) 초등학교 5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주제 
관련교과및 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과학， 꽃(1) 。 꽃 관찰， 공통점과 차이점， 꽃가루받이 
7쪽188 

꽃탐구활동 

생명의 창조 5쪽185 
과학， 열매(지 。 식물의 종해 빡 열매와씨뺑 구쇄 디른 점 이해 열매조사 

토의활동 

가정 부모의 책 실과 。 가정의 의미와중요성 가족의 역할분담 빛 나의 역할 생활계 9쪽1136 
NIE활동 

임과역할 우리의 가정생활 획및실천 조사활동 

바. 초등학교 6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6학년은 과학과 체육 교과에서 생명의 창조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등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과 성문화·성윤리 영역의 내용 

을 배우게 된다 체육교과에서는 임신과정과 출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남녀 신 

체차이， 남녀 생식기관의 발달과 생리현상，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등을 다루고 있 

으며， 과학교과에서는 우리 폼 내부의 각 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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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초등학교 6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주제 
관련교과 및 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체육 16쪽/166 
생명의 창조 

성장하는우리 몸 
。임신과정과출산 삽화， 

관찰 

체육 。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남녀 신체 차이 1쪽1168 

남녀의 신체구조 성장하는우리 몸 。 남녀 생식기관의 발달과 생리현상 
삽화관찰 
조사활동 

와변화 과학 1쪽1168 
우리 옴의 생김새(1) 

。우리 몸 내부의 각 기팬 캠을 초~l허고 건강생활 실천 
조사할동 

성폭력의 의미와 체육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16쪽'/88 

대책 성장하는우리 몽 모품활동 

사. 초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 체계 

이상에서 살펴본 학년별 교과 내용을 분석틀에 맞추어 정리하면 〈표 6-7>과 

같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8가지 분야의 내용에 관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성교 

육이 특정 내용이나 학년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 

로 우선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성 건강’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을 보면 ‘신체 발달’과 ‘성 건강(생식기 청결)’의 내용은 부 

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성 심리 발달’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성 심리는 

신체의 성장과 더불어 청소년이 느끼는 불안감과 관련되는데 그러한 감정이 성 

장·발달 단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식하여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갖 

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체 발달’과 관련해서는， 성장에 따른 신체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2차 성징 

이나 월경， 몽정 등과 같은 직접적인 내용은 거의 대부분 6학년에서만 다루어지 

고 있는데， 최근 영양 및 건강 상태가 개선되어 몽정·유정을 처음 경험하는 시 

기가 11세가 대부분이고 3, 4학년부터 초경을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교과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추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성 

숙도와 발달단계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내용이 학년별로 골고루 

안배되지 못하고 한 학년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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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신체 발달에 대한 내용은 6학년에 집중되어 있고 5학년의 경우에는 

4학년보다 오히려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표 6-7> 성교육 영역별 초등학교 교과내용체계 
여。여「 하위영역 주제 l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신체의 구조 변화 O 。 。 。

신체 
임신과출산 

발달 
신 생명의 창조 중요성 O 。 O O 。

체 
성심리발달 

발달단계특성 
및 사춘기 심리 
섬 

생식기 보호 위생 。 O O 리 
발 몽정·월경 O 

달 성건강 성관련 질병 

피임 

이상성행동 

인 결혼과 가족 。 O O O O 

간 
가정 결혼 

관 이성과 우정 。 O O 

계 사랑 이성친구 O O 
발 .A}7] 성적 자기 결정권 
달 짧과선택 자기주장 A 

성 
성폭력 O 

사회적 
성과 대중매체 문화 환경 
성상품화 

성 양성 성평등 
윤리 평동 성 고정관념·차이 

L 

주t:，.은 성과 관련성은 떨어지나 ‘200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성관련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음.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에서는 가족과 우정， 이성 친구에 대한 내용이 저학 

년부터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주장’과 같은 ‘결정과 

선택’에 대한 부분은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라기보다 국어나 말하기· 

듣기·쓰기에서 교육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한 결혼 영역에 

서 결혼의 의미나 배우자의 선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성 친구와의 교제에 

있어서 건전한 교재나 지켜야할 예절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끝으로 ‘성문화·성윤리’는 ‘사회적 환경’， ‘성평등’으로 구성되는데 성교육 관 

련 내용 중에서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적으로 유해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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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성 위주의 성 가치관이나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퉁’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단시간 내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재 

편되어야 한다. 

2. 중학교 성교육의 교과내용체계 

가. 중학교 1학년 교과내용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성교육의 전 영역을 체육과 기술·가정， 도덕 교과에서 

다루고 있다. 우선 체육 교과를 살펴보면 생명의 창조 및 탄생， 태아와 모체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내용은 7개 교과서 중에 4개의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남녀 

의 생식기 구~2차 성징， 성호르몬의 개념과 역할 등 ‘신체 발달’과 관련된 내 

용은 대부분의 체육 교과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춘기의 심리적 특정(이7)이나 

성적 관심과 충동(4/끼 등 ‘성심리 발달’의 내용과 ‘인간관계 발달’ 영역으로 이 

성교제(η7)， ‘성문화·성윤리’ 영역의 성폭력(5/끼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 

다{표 6-8참조). 교과서마다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병의 정의와 증 

상， 전염 경로， 예방법 등 성병과 관련된 내용이나 피임의 목적， 피임의 종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중매체 등에서 접할 수 있 

는 성의 상품화에 대한 내용도 7개 교과서 중 2개의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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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중학교 1 학년 성교육 교과내용(체육) 

주제 학습내용 AI B CI D EI F G 

생명의 창조및 탄생 。 수정과 임신의 성립과정 。 임신전반기의 태아 크기 
。 o 01 0 

태아와모체 。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 2차성징의 발현 

남녀의 。 성호르몬의 역할 。 월경·사정의 의미 
。 O 。 。 o O 

신체구조와변화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 。님녀의 성적채l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010 。 。 。 o
。자아정체성의 확립 

성적 관심과충동 。 성욕구의 조절방법과 태도 기르기 
。 。 。 。

성욕구과자위행위 。 올바른 성의식 함양 。 이성에 대한 감정발달 단계 

성병의 종류와증상 。성병의 종류와증상 
01 0 。

성병의 예방 。성병의 예방 

에이즈의원안과증상 
。 에이즈의 정의， 증상， 예방법， 전염경로 。 O 

에이즈의 예방 

피임 。 인공임신중절의 의0] 。 안공임산중절의 법적 갱범위 
。 。 。

인공임산중절의위험성 。피임을 하는 목적 。피임의 종류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이성교제 
。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 o O 。 。 。 O 
。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시의 대처방법 

성폭력 。 성폭력신고전화안내 。 성폭력 지식 점검표 01 0 01 0 。

。성폭력 예방 

대중매체속의 
。 성 상품화의 정의， 폐해 

성정보바로알기 
。 개방된 성문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에 。 O 

대한 태도 형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제시 

사회에서의 성역할 
。 성역할의 의미 。 성숙한 성역할을 위한 준비 

。 O 01 0 
。과거와 현대의 성역할 

주: A=보진재， B=예지각， C=금성， D=동화사， E=두산， F=교학연구사， G=교학사. 

기술·가정 교과에서는 ‘신체발달’ 영역의 생명의 탄생， 태아와 모체(이7)， 남 

녀 생식기 구조와 기능， 성호르몬의 작용， 남녀의 생리적 발달끼끼에 대한 내용 

과 ‘인간관계발달’ 딩역의 이성교제η끼가 주로 다루어진다 또한 사춘기의 심 

리적 특성(이꺼이나 ‘성 건강’과 관련된 피임 종류와 방법， 인공임신중젤히7)이 

교육된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청소년기의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와 자위행위 

(1/7)나 성폭력(1/7)， 성 상품화(21η， 싫다고 거부하는 방법 등 성적 자기결정권 

(2/7)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표 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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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기술·가정) 

주제 학습내용 AI B CI D EI F G 
생명의 창조 및 탄생 。수정과 임신의 성립괴정 。 임신전반기의 태아 크기 

01 0 01 0 。 o
태아와모체 。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 2차 성정의 발현 

남녀의 。성호르몬의 역할 。월경·사정의 의미 
。 o O 。 O 。 。

신체구조와변화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 。 냉격의 성적::<]ój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01 0 O 。 01 0 
。자아정체성의 확립 

성적 관심과충동 。 성욕구의 조절방법과 태도 기르기 
O 

성욕구과자위행위 。 올바른 성의식 함양 。 이성에 대한감정발달단계 

성병의 종류와증상 。성병의 종류와증상 

성병의 예방 。성병의 예방 

에이즈의원얀과증상 
。 에이즈의 정의， 증상， 예방법， 전염경로 O 

에이즈의 예방 

피임 。 안공임산중절의 의미 。 인공임산중절의 법녁 챔범위 
01 0 01 0 

인공엄산중절의위험성 。 피임을 하는 목적 。 피임의 종류 

결혼과가정 。 부모의 책임과 역할 。 가족간의 예절 。 O 

。 청소년기 이 성교제의 의미 

이성교제 
。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랑직한 태도 

O 。 。 o 01 0 O 
。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자기 결정과 선택 。 성적 자기 결정권과 책임 。 자기주장 。 o

。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시의 대처방법 

성폭력 。 성폭력신고전화안내 。 성폭력 지식 점검표 。

。성폭력 예방 

대중매체의 
。 성 상품화의 정의， 폐해 

성정보바로알기 
。 개방된 성문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에 O O 

대한 태도 형생과 그에 따른 문제점 제시 
서。펴 。투。 。 성역할의 의미 。 성숙한 성역할을 위한 준비 

。 O 。

(사회적 성역할) 。과거와 현대의 성역할 

주 A=업투， B=금성， C=형설， D=대한" E=지학사， F=교학연구사， G=홍진P&M 

도덕 교과에서는 ‘성 심리 발달’이나 ‘인간관계 발달’， ‘성문화·성윤리’ 중 성 

평등의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 심리와 관련해서는 사춘 

기의 심리적 변화와 자아정체성 확립， 성욕구와 충동을 조절핸 방법 등01 기 

술되어 있고，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과 이성친구에 대한 

이해， 이성 간에 지켜야할 예절이 다루어진다(표 6-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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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중학교 1 학년 성교육 교과내용(도덕) 

주제 학습내용 

사춘기 심리의 특성 

성적 관심과충동 
성욕구과자위행위 

결혼과가정 

이성교제의 의미 

서펴 E 
。。τ

나. 중학교 2학년 교과내 용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자아정체성의 확립 

。 성용구와 충동의 조절 방법 
。올바른 성의식 함양 

。가정의 중요성 
。가정생활의 변화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변화하는 여성상 
。 남녀 불평등한 현실， 남녀 차별의 문제 

중학교 2학년의 경우 과학과 사회 교과를 통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과학 

교과는 ‘신체발달’을， 사회 교과는 ‘성심리’와 ‘사회적 성역할’을 다룸으로써 차 

별적 특성을 보인다. 과학 교과 내용은 생식기의 명칭과 구조 등과 같은 단순 

한 지식을 넘어 신체의 화학적 작용으로서 호르몬의 분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호르몬의 역할 및 과부족의 결과， 호르몬과 2차 성정 

과의 관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 교과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성장의 일부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자아정체성 확립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개인과 사회 발전의 내용으로 지위와 역할， 남녀 불평등 문제 등이 

다루어진대표 6-11, 표 6-12 참조.). 

〈표 6-11) 중학교 2학년 성교육 교과내용(과학) 
주제 

남녀의 
신체구조와변화 

학습내용 

。 성호르몬의 역할 。 월경 ·사정의 의미 
。 사춘기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주: A=지학사， B=디덤돌， c=교학A}， D=동화샤 

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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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중학교 2학년 성교육 교과내용(사회) 
주제 학습내용 A B C D 

。인간의 사회적 성장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O 

。자아정체성의 확립 

。성역할의 의미 

성평등 。 성숙한 성역할을 위한 준비 
。 O 。 。

(사회적 성역할) 。 사회적 불평동 현상(성차별에 반대 시위 삽화 동) 
。지위와 역할 

주: A=중앙교육진흥연구소， B=지학사， c=디덤돌， D=동화사 

다. 중학교 3학년 교과내용 

중학교 3학년은 과학과 도덕 교과를 통해 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과 

학 교과와 도덕 교과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와 같이 과학은 ‘신 

체발달’ 영역을 주로 다루고 도덕은 ‘인간관계 발달’ 영역이나 성평둥과 관련된 

‘성문화·성윤리’ 영역을 주로 다룸으로써 교과영역이 구분된다. 또한 과학 교 

과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 2학년에서 집중적으로 교육된 성 호르몬의 내용은 적 

어지고 체세포 분열， 염색체， 생식세포와 생식기관 등의 내용이 강화된다(표 

6-13, 표 6-14 참조.). 

〈표 6-13) 중학교 3학년 성교육 교과내용(과학) 
주제 학습내용 A B C D E 

생명의 창조 및 탄생 。수정과 임신의 성립괴정 。 임신전반7때 태아 크기 
O O O 。

태아와모체 。 태아의 개 월별 성장과정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남녀의 。 성호르몬의 역할 。 인간의 염색체 
O O O 。 O 

신체구조와변화 。세포 분열， 생식 세포 분열 

。인간의 성과유전 

주: A=지학사， B=디덤돌， c=교학사， D=동화사" E=지학사. 

〈표 6-14) 중학교 3학년 성교육 교과내용(도덕) 
주제 학습내용 

이성교제의 의미 。 이성관계의 변화 。 이성교제의 문제점 。 올바른 이성관계 

성평등까회적 성역할) 。 직업선택과 관련된 성역할의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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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체계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중학교 1, 2, 3학년 교과 내용을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 

관계 발달’， ‘성문화·성윤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6-15>와 같다. 

중학교 성교육의 특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성교육은 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체육과 기술·가정교과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행 교육 체제에서 성교육은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2차 성징이 중학교 입학 연령인 13-14세부터 

나타난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빨라 

지고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 

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성교육 시기가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화된 성교육이 2학년， 3학년으로 연결되지 못하 

고 있다. 현 교과 내용은 1학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2학년과 3학년에 

는 관련 교과에서 보다 과학적인 지식(예를 들어， 호르몬， 세포 분열 등)의 내 

용을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학습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성교육 관련 교과 체 

계와 내용의 재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성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 등의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많은 수준 차 

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남녀의 생식기나 임신과 출산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교 

과서는 청소년기의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이고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교과서는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다. 또 어떤 교과서는 생식기관의 구조와 차이， 호르몬 

의 변화， 정자와 난자의 생성과정， 임산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디 따라서 각 학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 

넷째， 성교육 내용의 균형 변에서 보았을 때 ‘선체-발달’， ‘성 심리 발달’， ‘이 

성교제’， ‘성평등’ 등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반해 

‘성 상품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생식기의 보호·위생’ 등의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허 성관계나 이성과의 접촉 상황에서 협상， 도움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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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거부하기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성적 행동의 공유， 성적 반응， 

성적 공상， 성기능 부전이나 성과 예술에 대한 내용도 교과과정에서는 누락되 

어 있으며，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 

〈표 6-15) 성교육 영역별 중학교 교과내용체계 

영 하위 
1학년 2학년 3학년 

주제 기술 역 영역 체육 
가정 

도덕 과학 사회 과학 도덕 

신체의 구조·변화 。(6，끼 。 (7j7) 0(4/4) 0(5/5) 

신체발달 임신과출산 。(4j7) 0(4/5) 66 
신 

생명의 창조·중요성 0((\끼 
처l 
~ 성심리빌달 

사춘기 심리 。 (61끼 。(61끼 。 。 (114)

심 성적 관심과충동 0(4j7) 。(lj7) 。

리 생식기 보호·위생 
발 성관련질병 0(31끼 O (lj7) 
달 성건강 

피임 0(3j7) 0(4j7) 

이상성행동 

결혼과가정 
가족 0(2j7) O 

인 결혼 。(2j7)
간 
관 
겨l 

이성과사랑 이성교제 。(7j7) 0 (7j7) O 。

발 성적 자기 결정권 
달 자가짧과선택 

자기주장 
O(끽끼 

사회적 환경 
성폭력 0(51끼 O(lj7) 

성문화 성과대중매체 。(2j7) 。 (21끼 

성윤리 서。펴 。투3 성역할 및 성평등 0(4j7) 0(31끼 。 0(4/4) O 

주: ()는 (내용이 들어 있는 교과서 수l 전체 교과서수)임. 

다섯째， 순결이나 정절을 강조하던 과거의 내용에 비해 다양한 성 태도를 수 

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편파적이고 폐쇄적인 성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도 

간혹 삽입되어 있어 전체 교과과정 상의 내용 충돌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교과서에서 순결서약운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순결 

이 무조건적인 육체적 순결로 이해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성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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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루고 있는데 성폭력과 순결과 관련하여 타인의 강압에 의한 순결의 상 

실 등은 육체적 피해를 입는 것일 뿐 정신적 순결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을제시할필요가 있다 

끝으로， 성에 대한 태도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교과과 

정에도 성관련 질병이나 피임， 인공임신중절 등의 성 건강과 관련된 내용과 10 

대의 임신이나 성의식의 변화 등 성문화· 성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임신， 인공임신중절의 문제점과 후유증을 강조하며 경각심 

을 일으키는데 집중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후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 

으로판단된다. 

3. 고등학교 성교육의 교과내용체계 

가. 교과별 교과내용 

고등학교의 경우 체육， 도덕， 사회문화， 가정과학， 시민윤리， 인간과 사회환 

경， 인간발달 교과에서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관계 발달’， ‘성문화·성윤리’ 

의 세 영역이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체육 교과를 통해 전체적인 내용이 제공 

되고 나머지 교과목에서는 각 교과의 학습 목표와 관련되는 내용에 제한되는 

특징을보인다. 

체육 교과의 내용을 보면 ‘신체 발달’ 영역에서 생식기의 구조와 변화(깨， 

임신과 출샌41꺼이 다루어지고 있고 ‘성 심리’ 영역에서 성적 관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자위행위에 대한 내용(6，끼이 전달되고 있다. 또한 성병(51끼과 

피임(41끼 등 ‘성 건강’ 영역의 내용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 성병 

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병의 종류와 예방， 치료 

방법부터 성문제 상담기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피임에 대해서는 피 

임의 방법， 종류， 월경 주기법， 점액 관찰법 등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밖에 이성 

교재와 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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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으로서 성과 대중매체， 성의 상품화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개의 교과서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표 6-16 참조). 

〈표 6-16)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체육) 
주제 학습내용 AI B CI D EI F G 

생명의 창조 및 탄생 。수정과 임신의 성립괴정 。 임신전반기의 태아 크기 
。 。 o 。

태아와모체 。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 2차성쟁의 발현 

남녀의 。 성호르몬의 역할 。 월경·사정의 의미 
01 0 O 。 01 0 O 

신체구조와변화 。 사춘기의 신체적 · 생리적 변화 。 냄#의 성적*1"1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성적 관심과충동 。 성욕구의 조절방법과 태도 기르기 
。 o 。 o 。 。

성욕구과자위행위 。 올바른 성의식 함양 。 이성에 대한감정밸단계 

성병의 종류와증상 。성병의 종류와증상 
。 o O 01 0 

성병의 예방 。성병의 예방 

피임 。 인공임신중절의 의미 。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7뜸범위 
O 。 O 。

안공임신중절의위험성 。 피임을 하는 목적 。 피임의 종류와 방법 

결혼과가정 
。 결혼과 건강 。 결혼의 책임과 의무 

O 。 o
。 결혼과 배우자 선택 。 결혼 전의 건강진단 

이성교제의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01 0 01 0 O 。 O 
의미 

。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성폭력 
。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01 0 01 0 01 0 O 
。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대중매체속의 
。 성상품화 등 여러 가지 성문제 。

성정보 바로알기 

성평동 。 올바른 성의식 및 성윤리 
01 0 O 。 。 o O 

(사회적 성역할) 。성 역할의 이해 。성 역할의 변화 및 차이 

주: A=대한교과서， B=교학사， c=두산， D=형설， E=금성， F=보진재， G=천재교육 

도덕 교과에서는 ‘성 심리 발달’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 청 

소년의 문제， 청소년 문화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고， 사회문화 교과 

에서는 가족과 친족의 관계， 가족의 변화， 결혼의 의미， 성과 가족， 가정생활 등 

의 내용과 성역할의 이해， 남녀 평등현장， 성평등과 관련된 양적·질적 자료 등 

이 제공되고 있다. 가정·과학 교과에서도 사회문화 교과와 마찬가지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자녀 양육을 위한 내용， 이를테면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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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책임， 바람직한 자녀양육 태도， 가족생활과 관련된 직업 등의 내용이 추 

가되어 차별화 된다. 또한 인간발달로서 청소년의 발달 특징， 인간 발달 과정， 

인간관계의 형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6-17>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도덕) 
주제 학습내용 

。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의 확립 
사춘기 심리의 특성 j 。 정보사회에서 청소년의 비인간화 문제 

。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형성 

〈표 6-18>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사회문화) 
주제 학습내용 

。결혼의 의미 
결혼과가정 。가족생활과친족관계 

。사회변동과가족문제 

。성 역할의 이해 
성평등 。성 역할의 변화 및 차이 
(사회적 성역할) 。남녀 불평등 및 갈등 

。남녀의 직업 

주: A=지학λ}， B=교학사， c=대한교과서. 

〈표 6-19>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가정·과학) 
주제 학습내용 

남녀의 。인간발달의 과정 
신체구조와변화 。 인간발달의 단계별 특정 

。결혼과가족의 역할 
。 가족생활의 문제와 해결 

결혼과가정 。부모의 역할과 책임 
。 바라직한 자녀양육 태도 
。자녀 양육과지도 

주: A=교학사" B=교문사， c=상문연구사. 

A B C 

O O 。

。 。 。

A B C 

O O 。

。 。 。

인간과 사회 환경， 시민 윤리에서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남녀평등 사회의 구 

현， 성역할을 다루고 있다. 세부 교육내용은 성윤리， 사랑과 성， 사랑을 표현하 

는 다양한 언어， 동양유학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 쾌락의 정의， 성적 결합， 문 

명사회의 결혼제도 등이다. 한편 인간발달에서는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으로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 심리 발달 등 발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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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는 차별화되며 결혼과 가족에 있어서 자녀 양육이나 부모의 역할 등과 이 

성교제， 성차와 성역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6-20)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인간과 사회 환경) 

주제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학습내용 

。 여성 지위의 시대적 변천 

주: A=대한교과서， B=법문사， c=교학사. 

〈표 6-21)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인간발달， 시 민윤리) 
교과 주제 학습내용 

생명의 탄생 
。 생명 탄생의 신비와생명 존엄성 

태아와모체 
。 임신의 성립과정과 태아의 발달， 출산과정 

。 임신 중 섭생의 중요성과 산후 관리의 중요성 
임신과출산 

。 건강한 아이 출산에 필요한 준비 

남녀의 。 인간발달(신체발달) 

인 
신체구조와변화 。 남성과 여성의 갱년기 개념 및 특정 

성적 관심과충동 
간 

성욕구과자위행위 
。 자위 행위， 10대의 임신 

발 
。부모의 역할과 양육 。가족의 의미 

달 결혼과가정 
。 유아에게 가족의 의미 。 가족 생활 。가족의 해체， 재형성 

이성교제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성평등 
。 성 역할의 이해 。 성 역할의 변화 및 차이 

(사회적 성역할) 

시 결혼과가정 。결혼제도 。사랑과성 。성적 결합 

민 
성평등 。 여성 권익의 신장과 남녀 평등 실현 윤 

리 (사회적 성역할) 。성역할 。성과윤리 

나.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체계 종합 

C 

O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특정은 생식기， 이성교제， 

성평등 등의 내용은 기본으로 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성적 욕구와 

충동에 대한 조절 능력， 성폭력， 성관련 질병， 피임 등 실제 상황에서 응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보강·심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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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내용이 여전히 성교육의 특정 내용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각 성교육 영역 별로 정리한 〈표 6-22>를 보면 ‘신 

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이성교제’， ‘성평등’ 등 중학교에서 다루어졌던 내용 

은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성 상품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생 

식기의 보호·위쌍 등과 같이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고등학 

교 과정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물론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것이 내용의 중요성 

이나 학습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정부분 인정은 되지만， 세 가지 영역이 성교육 

으로 통괄되는 하나의 체제라고 보았을 때 내용의 지나친 편중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성과 대중매체’ 등의 내용이나 부자료 

를 통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밖에 성과 법률， 성의 다양성， 성기능 부전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많은 수준 차이 

를 보인다 예를 들어 피임의 경우 어떤 교과서는 개념과 종류만 단순히 언급 

된 수준인데 비해 어떤 교과서는 여성의 생리현상과 연결하여 생리 주기에 의 

한 피임법을 자세히 설명동}는가 하면 점액관찰법까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 

한 합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교육을 남녀의 신체발달과 그로 인한 현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올바 

른 성 정체성 확립과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정의하여 도덕， 사회문화， 가정·과 

학， 시민윤리， 인간과 사회환경， 인간발달 등의 교과내용을 포함시켰지만 각 교 

과에서는 일부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전체적인 성교육이 다루어지는 것은 체육 

교과이다. 따라서 개별 교과에서 성교육의 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이러한 선택 교과를 

통해 얼마나 효율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또한 문제라 

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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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2) 성교육 영역별 고등학교 교과내용체계 
여。 하위 

주제 체육 도덕 
사회 가정 시민 앤바 인간 

여「 영역 문화 과학 융리 째환경 발달 

선체의 구조·변화 。(7f7) 0(3/3) O 

신체 
임신과출산 0(4f7) O 

발달 
생명의 창조·중요성 0(2f7) O 

신 
사춘기심리 。 。체 성심리발달 

q;t1 성적 관심과충동 。(이끼 。
λn1 

생식기 보호·위생 리 
발 몽정 월경 
달 

성건강 성관련 질병 。(5f7)

피임 。 (4/끼 

이상성행동 

결혼과 가족 0(3/3) 。 (3/3) O 
인 가정 결혼 。(3f7) 。 (3/3) 0(3/3) O O 간 
관 이성과 이성교재 。(7f7) O 계 사랑 
발 

/\}71 성적 자기 결정권 달 
짧과선택 자기주장 

성 사회적 성폭력 0(7f7) 

문화 환경 성과 대중매체 O (lJ7) 
성 

양성 윤리 
평등 

성역할 및 성평등 0 (7/7) 。(3β) 。 。(3/3) 。

주: ()는 (내용이 들어 있는 교과서 수l 전체 교과서수)임. 

제 4절 학교 성교육·성상담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행태 

여기에서는 본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초(5-6학년) .중(1-3학년) .고(1-3학년) 학 

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i'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 

치관 조Al{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교 성교육에 대한 학생 

의 형태 분석은 크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양적 

인 측면에서는 학교 성교육의 양과 내용이 학생의 현실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를 측정한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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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로서 성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실제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 

었는가를 측정한다. 그리고 학교 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행태도 진단한다. 

1. 학생의 성가치관 및 학교 성교육에 관한 행태 

가. 학생의 성관련 가치관 

학교 성교육 및 성상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학생들 사 

이에 성에 관한 가치관이 어떠한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성관련 가치관 

들은 앞의 장들에서 가족이나 결혼 및 성평등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여기에 

서는 성교육의 관점에서 일부 성관련 가치관들을 재 조망하도록 한다. 

“남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초중고 학생의 약 이3 

(가급적 지켜야 41.1 %, 반드시 지켜야 26.5%)이 찬성하였다.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의 약 에4(가급적 지켜야 39.6%, 반드시 

지켜야 34.2%)가 찬성하여 남자 순결의 경우에 비해 높았다. 즉， 성에 대한 초· 

중·고 학생들의 태도는 개방적이기 보다 여전히 ‘성의 소중함’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여타 성관련 일반적인 견해들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 

해 학생의 69.1%가 부정적이었다. 또한，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 

께 사는 것도 괜찮대동거)" 견해에 대해 학생의 66.6%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 

도 자녀를 가질 수 있대혼전임신)" 견해에 대헤서는 학생의 78.4%가 부정적이 

었다 학생들 사이에는 여전히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 더 가치를 두고 있다. 혼전임신의 경우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학생의 28.2% 

가 낳아야 한다는 입장을 그리고 7.5%가 낳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보였 

다. 혼전임신의 경우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중요시 여기는 경횡t을 짐작할 수 있 

겠다. 한편， 학생 중 49.4%는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좀더 현실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점들은 학생들 중 대다수가 성의 소중함을 인식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369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결혼 이외의 과정을 통한 남녀간의 생활과 자 

녀 출산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결혼제도를 거추장 

스러운 굴레로 여기기보다는 자녀를 생산하여 회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에 관한 가치관이 개방적이 

나 보수적이나 승F는 방향성을 논의핸 것은 실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하여야할 만 

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들이 성에 관한 한 안전하고 어려움 없이 생활(가정 

생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성교육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나. 학교 성교육 관련 학생 행태 

1 ) 학생의 학교성교육 경험률 

초중고 학생들 대부분인 98.3%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생의 학교 성교육 경험률이 가장 낮다고 해도， 

그 비율은 89.1%이며，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경험률은 98% 이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교육 경험률이 높다고 해도 성교육 내용별로 보면 큰 편차 

가 있다 비교적 기초적이라고 생각되는 생식기구조 이차성정의 성내용만이 80% 

이상 성교육 경험률(87.4%)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임신·출산 74.5%,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68.2% 등 일부 성내용들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깨% 수준이었 

다 성문제의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피임 

방법 56.6%, 성병·에이즈 52.5%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25.4%로 아주 낮았다. 현실적으로 현재 초중고 학생들 중 

이성교제를 경험한 비율은 절반수준(교제 중 11.4%, 교제 경험 35.7%)이며， 학년 

이 높을수록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교 현재 학교성교육이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 

하고 있을 뿐， 실제 일반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문제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 

고 사후적으로 치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환언하 

면， 학교 성교육의 수준은 인구자질 향상 등에 취약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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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J 초(5-6학년). 중· 고 학생의 학교 성교육 경험률{교육내용별): 중복 응답 

생식기 구조 

이성교제/성관계 

피임방법 

임신/출산 

미흔모/인공유산 

성병/에이즈 

기타 

87 .4% 

682% 

56.6% 

74.5% 

25 .4% 

52.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α)6. 

학교급별 즉， 성장발달단계별로 보면 초등학생(5~6학년)이 받았던 성교육은 

생식기구조·이차성징(72.0%)과 임신·출산(48.7%)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른 내용 

들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낮았으며， 특히 피임방법， 미혼모·인공유산 등 청소년 

의 성문제와 보다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5% 미만이었다 

이는 현행 교육 체제에서 성교육이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학년층의 신체적 및 생리적 

성숙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는 점과 최근 청소년의 성문제가 저학년층에서 증가 

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성교육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내용별 성교육경험률은 예외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경험률은 전 학교급을 통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성병·에이즈관련 교육경험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피임방법에 대한 중학생의 교육경험률은 55.1%로 여전히 낮았다. 2001년 성교 

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서 중학교부터 피임교육이 강조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생(인문계 84.3%, 실업계 여 5%) 모두 피임방법에 대한 

성교육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특이한 점은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실업계 고 

등학생의 성교육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실업계 고등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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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학교급별 성교육 경험률， 중복응답 〈표 6-23) 

생식기 이성교제 
구조· 성관계 피임방법 
이차성징 혼전순결 

초등학교 72.0 31.1 4.1 48 .7 3.1 13.8 18.3 6.5 (1，잊삐 

중학교 90.2 74.5 55.1 η.2 22.6 51.8 7.7 0.8 (4,753) 
인문고 93.4 78.7 84.3 90.4 때.9 70.5 5.8 0.4 β，632) 

실업고 81.8 71.2 63.5 76.3 25 .5 64.9 6.0 1.5 (95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계) 무경험 기타 성병 
에이즈 

미혼모 
인공유산 

임신 
출산 

H 

τ
 

구
 

현실적으로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욕구와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하 

는 사례는 김혜원· 이해경(2뼈)의 연구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대표 6깅4 

참조). 연구 대상으로서 고등학생들이 과거에 받았던 성교육 내용은 사춘기의 

신체·심리적 변화， 임신·피임， 이성교제， 성태도·가치관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이 실제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은 임신·피임μ6.5%)， 이성교제， 이성 

간 성교， 성태도·가치관， 성기위생·성건강， 이성간 키스·애무 등의 순으로 높았 

다 요컨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내용들이 주로 성에 관한 기초지식 수준 

인 반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들은 현실적이고 청소년의 성행위 또 

는 성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즉， 학교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성지식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과거 받아온 성교육 및 향후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 중복응답 

(단위: %) 

〈표 6-24) 

~셔1 성적 
자위 

쟁l 
0\생 

0얘간 
。!^J;간 영t봐 

비 
성태도 

구분 심리적 고。사。 
.~ 

위생 
고쩨 

키스 
A힘고 피임 

정성’성 
*딴 

성역할 기타 

변화 /성충동 l성건강 。R무 .>>동 

경험 86.5 24.5 29.8 28.3 44.6 12.6 22.6 59.5 15.4 42.5 28.8 2.7 

희망 22.8 24.8 25.4 35.0 41.1 33.3 36.9 46.5 23 .5 36.1 24.9 5.2 

자료: 김혜원·이혜경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동 성교육 방향의 모색J，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αlO， 재구성. 

2) 학교 성교육의 도움정도 

앞서 양적 인 측면에서 학교 성교육의 경험(수업)정도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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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내용별로 학생의 경험정도는 편차가 존재하며， 현실과도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은 ‘성교육 경험정도의 양적인 

측면’ 이외 학생들이 체감하는 도움정도를 통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도움정도는 학교 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축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만족도로 

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3J 초(5-'-6학년). 중· 고 학생틀이 느끼는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정도 

전혀 도움 안됨 

8.5% 

보통 38 .4% 

매우도움 

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뼈 

2006년도 조사에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초·중·고 학생들 중 매우 도움이 된다 9.8%, 약간 도움이 된다 

28.1 %, 보통이다 38.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1 %, 전혀 도움이 되지 않 

는다 8.5% 등으로 응답하였다. 즉， 학교 성교육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 중 

62.1%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2000년에 실시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공세권 외 

(2뼈)에 의하면， 학교 성교육에 대하여 전체 학생의 73.8%가 만족하지 못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74.2%, ‘성 

교육 담당 선생님의 교육 방법의 체계성 및 설명이 부족하여서’ 62.0%, ‘교재가 

불충분해서’ 27.7%, ‘성교육 보조자료 및 매체의 활용이 부족하여’ 28.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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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여’ 26.0% 등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결국 과 

거나 현재 모두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요구와 수준에 맞는 효과적인 성교육자료의 개발 

과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3) 학생의 성지식 수준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느끼는 실 

제 도움정도(만족도)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현재 도움 여부와 

상관없이 미래의 생활에서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에 관한 지식의 수준 

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교육내용별로 인지도를 분석하였다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학생의 인지도는 8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임신·출산과정 77.7%, 피임방법 58.7%, 성병·에이즈의 예 

방법 46.3%, 인공유산의 부작용 42.6% 등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정보와 지식(생식기 구조·이차성징 등)에 대한 교육내용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으나 피임， 인공유산， 성병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전 

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6-4J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성관련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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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피임방법 

142 .6 % 

80.6% 남녀 신체구조 

임 신 /출 산 과 정 77 .7% 

0.0% 20.0% 40.0% 60.0% 8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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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측은 성교육 내용별 학습경험률과 인지도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모든 성교육 내용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통계적으로 유의 

미)， 학교 성교육이 학생의 성지식수준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임방법의 상관계수만이 0.52로 비교적 높았을 뿐이었다. 다 

른 성교육 내용들의 상관계수는 미혼모·인공유산관련 0.29, 성병·에이즈관련 

O져， 생식기 구조·이차성정관련 0.27, 임신·출산관련 0.32 등으로 상관관계가 

약했다. 즉， 학교 성교육의 효과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진단할 수 있다. 

〈표 6-25> 초·중·고 학생의 학교성교육과 성지식수준간의 상관계수 

구분 
피임방법 인공유산의 성병·에이즈 신체구조 엄신·출산 
인지 부작용 예방법 인지 과정 인지 

생식기 구죄이차성징 0.207*** 0.123*** 0.148*** 0.272*** 0.255*** 

이성교제l성관계/혼전순결 0.248*** 0.173*** 0.209*** 0.2때*** 0.236*** 

피임방법 0.520*** 0.274*** 0.337*** 0.307*** 0.312*** 

임신/출산 0.259*** 0.186*** 0.201*** 0.257*** 0.325*** 

미혼모J인공유산 0.277*** 0.292*** 0.259*** 0.207*** 0.217*** 

성병l에이즈 0.309*** 0.209*** 0.432*** α250*** 0.227*** 

주: ***p<O.OOI.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뼈. 

띠 학교 이외 성관련 정보 습득 방법 

학교 성교육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학교 이외의 매(개)체를 통해 

성관련 정보를 구하려 할 것이라는 가설의 설정이 가능하다 물론， 비의도적인 

경우로서 우연히 매체에 접근하여 성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학교 이외에서 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방법(매 

개체)으로는 인터넷(PC통신) 28.8%, 친구· 선후배 27.4%, 부모· 친인척 14.7%, TV 

12.6%, 잡지 · 만화 2.4%, 비디오 2.2%, 사회종교단체 2.1%, 형제자매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TV, 잡지， 비디오 등 대중매체에 의한 성정보 습득이 

46.0%로 친구·선후배， 부모·친인척， 형제자매 등 주변 사람에 의한 습득 43.7% 

보다높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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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습득할 경우 단편적이 

며， 왜곡된 지식을 가질 위험이 있고 성충동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의 성교육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6-5J 초· 중· 고 학생의 학교이외 성정보 습득경로 

부모/친 인척 14 .7% 

형제/자매 

친구/선후배 27 .4% 

비디오 짧驚월 22% 

인터넷 l 28.8% 

| 12.6% 

잡지 만화 「←←12 .4%

사회종교단체 

8.3% 

0.0% 5 .0% 10.0% 15.0% 20 .0% 25.0% 30 .0% 3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뼈. 

다. 학생의 성관련 상담자(원) 

성관 관련한 학교의 기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르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학생의 성관련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성관련 고민을 누구와 상 

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학교의 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6년도 조사에서 학생의 주 성상담자는 친구· 선배 32.8%, 부모 21.8%, 인 

터넷앤C통신) 10.6%, 형제 자매 3.0%, 상담전문가 상담 2.2%, 성교육책자 1.9% 

등의 순이었다 학교 교사와 상담한 학생들은 겨우 1.3%로 거의 무시할 수준이 

었다 이외 혼자 스스로 해결한 학생은 18.2%에 이르며，3.2%는 해결하지 못하 

고있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성문제를 ‘친구/선배’ 등의 또래집단이나 개별적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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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전문적인 성상담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 

되고 있지 못하고， 전문적인 청소년 성상담 클리닝이나 서비스센터에 대한 접 

근성이 부족한 현실을 짐작케 해준다 

[그림 6-6J 초· 중· 고 학생의 성관련 상담자(원) 

부모 

형 제 /자매 

선생님 

상당전문가 

친 구/선배 

성교육 책 

인 터 넷 IP C 

혼자해결 

기타 

해결못함 

할휴꽃앙 

10.6% 

18 .2% 

5.0% 

21.8% 

32.$% 

0.0 % 5.0% 10.0 % 15.0% 20.0% 25.0% 30.0% 35.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한편，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 상담(30.6%)하거나， 친구/선배와 상담(37.3%)하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높은 반면，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 .pc통신(14.5%)을 이용하 

거나 혼자 해결(24.4%)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대상자의 특성 

에 따른 다양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학교급·학년별로 학생 

의 성상담자는 큰 차이를 나타나는데， 저학년일수록 주 상담자로서 부모의 비 

중이 높아지는 반면， 고학년일수록 친구·선배와 인터넷 .pc통신의 비중이 높았 

다 이는 성정보 습득경로와 비슷한 경향이 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세권 외(2뼈)의 연구에서 성행위에 대한 고민이 

48.3%로 가장 많았고， 임신(30.2%)， 성충동(26.7%)， 월경 또는 몽정(26.5%)， 성병 

(20.8%), 성폭행(19.3%)， 자위행위(19.1 %) 등의 순이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일 

반청소년에 대한 상담내용을 보변， 성폭행(17.4%)， 건강， 성교육지도， 자위행위， 

성교육지도， 이성문제， 성충동， 원치 않는 임신， 피임방법 등의 순이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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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에 자위행위， 원치 않는 임신， 성충동， 피임 방 

법 등 비중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2005년에는 이들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성폭행， 성교육지도， 이성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였대그림 6-7 참조). 

[그림 6-7J 청소년의 상담내용 변화， 1999년 .2005년 

I--------J 터 1999 딱 1 3 

10 .0 

5 .0 

0 .0 
1 2 3 4 5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주:CD 이성문제，~ 원치않는 임신，(3) 피임방법，@ 성병，(5) 건강，@ 입양，IJ) 성충동， 
@ 성도착증，@ 자위행위，@ 근친상간，@ 동성연애，@ 성폭행，@) 에이즈，@) 성교육 
지도，@ 비행，@J 취업진로，@ 가정문제，@ 성격문제，@J 약물문제，@ 학업진로，@ 
교우관계，@ 체도개선，@ 기타 

자료: 인구보건복지협회， 내부자료(청소년 상담실 활동실적)， 2005. 

2. 학교 성교육에 관한 교사의 행태 

가. 성교육관련 교사의 전문성 

본 조사에 응한 교사들 중 33.5%만이 현재 성교육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 

었다 이들 성교육 담당 교사 중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비율은 35.4%에 불과하였다 즉， 성교육 담당교사에게 성관련 전문지식， 

기법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학교 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행태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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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지’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매우 적절 1.1%, 적절한 편 20.2%, 보통 

46.3%, 적절하지 않은 편 30.5%,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 1:9% 등으로 긍정적 

태도가 21.3%에 불과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 

준과 흥미에 적합한지’에 대해 매우 적합 0.5%, 적합한 편 14.4%, 보통 41.4%, 

적합하지 않은 편 39.0%,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 4.6% 등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14.9%로 매우 낮았다. 학생대상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 73.4%, 

필요한 편 23.6%, 보통 2.7% 등으로 교사 대부분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표 6-26) 교과서 성교육 내용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의 도움정도에 대한 

교사의 태도 

구분 교사의 태도(%) 

교과서의 성교육내용이 성에 매우적절 적절한편 보통 
적절치 전혀않은 적 편절치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 않은편 
는데 적절성 여부 

1.1% 20.2% 46.3% 30.5% 1.9%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이 학습 
매우적합 적합한편 보통 

적합지 전혀 적합지 
자의 수준과 홍미에 적합성 0.5% 14.4% 41.4% 않은편 않은편 
여부 39.0% 4.6% 

학생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 매우필요 필요한편 보통 필요치 
정도 73.4% 23.6% 2.7% 않은 면 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다. 교사의 학교 성교육수업시 애로사항 

성교육에 관한 수업을 할 때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24.7%, 성에 관한 태도나 가치관을 재미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잘 모른다 17.4%, 현실이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13.0% 등의 순이었다{그림 

6-9 참조). 이는 성교육 자료의 질적 · 양적 부족이나 활용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 

이 일선 교육현장의 제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양해경， 1996; 정 

금희， 1999)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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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J 교사의 학교 성교육 수업시 애로사항 

수업방법 모름 

가치관 차0 

13.0% 보조자료부족 

35 .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3. 학교 성교육관련 학생·교사 행태의 시사점 

성에 관한 학생들의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적인 태도 

보다 성의 소중함을 중요시 여기며 결혼과 자녀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형성 

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성에 관한 건강한 가 

치관이 보호되교 궁극적으로 이들이 성에 관한 큰 장애 없이 가정생활 및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성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높으나，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 

의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성교육과 학교 성교육 

간의 상당한 괴리가 있어， 결과적으로 학교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주는 도움정 

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학교 성교육의 내용과 학생의 지식수준간의 상관정도 

도 매우 낮o}，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결국 학생들 

의 성교육으로부터 기대하는 욕구가 충족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 

교교육 이와 다양한 매체들에 무분별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 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학교의 기능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다. 결국 

학생들의 성문제(고민)는 비전문적인 루트(route)를 통해 처리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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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학교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λ}들 대부분 학교 성교육의 필요 

성을 인정하면서도 끽3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관련 훈련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공급자의 질적 수준의 문제는 성교육의 실효 

성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적인 관점에서도 학교 성교 

육의 내용온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 중 상 

당수가 성교육 교재 및 참파료의 양적 확충과 질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학교 성교육에 대한 수요자로서 학생과 공급자로서 교사의 

행태로부터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건의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 

다. 첫째， 혼전임신 예방， 성병·에이즈 예방 등 학교 성교육의 내용을 청소년의 

성문제와 직결되는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한다. 즉， 과거와 같 

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성문제를 스 

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교육이 요청된다. 둘째， 학생의 발달수준에 알 

맞은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성장발달단계별로 다양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 성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교육내용 

또는 교육방법 등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담당교사의 역량을 강화시 

켜야 한다. 성교육관련 교과내용에 대한 수업지도 방안 개발 등이 요구된다. 끝 

으로 학교의 성상담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제 5절 외국의 성교육 사례 

1. 미국 사례 

미국의 성교육은 건강교육 안에 들어 있는 가정생활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의 교육행정은 각 주마다 자치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교육을 추진하기 위 

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성교육을 교육과정에 넣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미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교육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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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에 알맞게 지역과 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각주와 학교는 미국 교 

육부의 교육기준 참고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는데， 교육부의 기준이나 가이 

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의 r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미교육에 관한 중 

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 원아로부터 12년생(고교 3년생에 해당) 

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기존의 프로그램의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생애에 걸쳐서 정보의 습득과 아 

이덴티티， 인간관계， 친밀성에 관한 태도， 신조，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포괄적 성(sex뻐ity) 교육의 생각에 근거해서 작성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성적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들고 있다. 

@ 인간의 성(Sexualiη)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스스로 성적 태도를 묻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인간관계 기술의 형성을 지원한다. 

@ 성적 인간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원한다 

포괄적 성교육의 교육내용으로서 성적으로 건강한 어른이 실천해야하는 행 

동에 관련하여 6가지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며， 각각의 기본개념에는 5-7개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대표 6-낀 참조). 

포괄적 성교육은 포괄적인 건강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실시되어져야 하교 전체적인 건강교육에서 가이드라인을 

종합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은 성교육에는 인지적 측면(cognitive domain: 정보)， 정 

서적 측면(빠때ve domain: 감정이나 가치， 태도)， 행동적 측면(beha띠ora1 dorr빼1: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그와 관련하는 개인적 기술)의 까지의 측면에 관한 성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정신적 차원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82 

〈표 6-27>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의 포괄적 성(se:싸왜ity)교육프로그램의 기본개념 

기본개념 1 : 인간발달 

·생식적 해부생리 
·생식 
·사춘기 
• 바디 이미지 
• 성적(뺑이정체성과 지향 

기본개염 2 : 인간관계 
.가족 
·친구관계 
.애정 
·데이트 
·결혼과 인생의 관계 
·자녀양육 

기본개염 3: 개인적 기술 
.가치관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자기주장 
·교섭 
·지원을 발견 

2. 독일 사례 

기본개념 4 : 성행동 

·일생에 걸친 성 
·마스터베이션 
·성 행동의 공유 
·절제 
·인간의 성적반응 
·환상 
·성적(敵이기능 장해 
기본개념 5 : 성적건강 
.피임 
·임신 중절 
.mv감염을 포함한 성 감염증 
·성적 학대 
·재생산·건강 

기본개념 6 : 사회와 문화 
·젠더의 역할 
·성과법률 
·성과종교 
·다양성 
·성과예술 
.성과 미디어 

독일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1969년 공립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을 시도했으며， 그 후 각 주에서 초등 

학교 단계부터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성교육은 철저하게 생물학과 의 

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 

며， 성행동 자체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특정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성의 기본지식을 철저히 가르쳐 놓으면 성행동에 대해서는 사춘기 

에 가르쳐도 충분하다는 독일식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다 

성교육 문제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주도권만 가진다 다만， 국가기구로서 성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로 학교 성교육의 일반적인 협목표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그 책임까지도 위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성 

교육 지도 원리를 살펴보면 독일의 성교육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연방정부의 규정: 성교육은 특수한 교과를 정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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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문학， 사회， 종교 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과학적 근거를 지녀 

야 한다.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수엽은 교실에서의 토론을 위한 광범위한 기초 

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들은 성교육에 대한 주 규정을 알아야만 하고 수엽은 

교사에 의해 계획되어야 한다. 성교육에 대한 교사훈련은 대학 교육과정의 첫 

단계에서 제공되어져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성교육 지도원리 : 개별적인 성교육은 먼저 자신의 아이들 

을 교육시키기 위한 부모의 자연적인 권리이다. 주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합법 

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여러 가치 기준들을 고려해야 하 

며， 부모의 권리와 그들의 종교， 신앙적 신념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는 젊은이 

들을 교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삼가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 지침은 학교방 

침에 따라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의 내용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가에 대한 방법을 계획하기 전에 이를 부모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 영국 사례 

영국의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성과 관계 교육(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이하 SRE)으로 실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각 학교에 보호자， 교직원， 지방교육 

당국 등의 대표， 교장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이사 

회는 보호자 등과 상담하고 학교의 SRE의 방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SRE의 목적은 청소년의 신체면， 감정면， 도덕면에 있어서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SRE는 학교·사회에 있어서 아동학생의 정신적， 도덕적， 문화 

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준 

비를 함과 동시에 오늘날 청소년이 직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모순이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가족생활， 사랑과 융합의 안정된 관계， 존경， 애정， 배려의 중요성을 이해한 

다’는 내용으로 보아 SRE는 ‘신체적， 논리적， 감정적인·발달에 관한 생애학습으 

로 파악된다 SRE에서는 @ 태도 및 가치관，(2) 인격적·사회적 기술，@ 지식 

과 이해 등의 3가지를 주요한 학습요소로 생각한대표 6-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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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의 기본적인 교육내용은， ‘이패理科)’의 국가교육과정에 있어서 의무로 

되어었다 SRE의 지도서는 ‘이패理科)’의 국가교육과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지 

만 SRE에서 취급해야만 하는 내용으로서 사춘기， 월경， 피임， 중절， 안전한 성 

행동과 성감염증을 들고 있다. 또， 정부는 SRE가 개인적·사회적 건강교육 

(PS田)의 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오히려 PS田로부터 

‘독립해서는 효과적인 성교육은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PS田 자체 

도 성교육에 관련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SHE의 목적은 첫째， 유아 및 아동학생이 자신과 책임성을 발달시켜 능력을 

최대화 하게 하고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며 셋째， 좋은 

인간관계를 발달시켜，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이해를 몸 

에 익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PHSE는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장면에서 학 

교 전체의 대처방안으로서 실시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PHSE의 틀 가운데 

실시되는 SRE에서는， 유아 및 아동학생은 조기부터 인간관계에 있어서 학습하 

기 시작하여， 발달단계에 맞추어 성에 관한 적절한 내용을 학습해 가는 것으로 

한대@때itications and Curric띠um Autho때， 2뼈1). 

영국에서는 이것을 「뻐빼~ Sch∞，1 pro맹nnneJ 이라고 부른다 학업을 포함하여， 

아동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건강과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과 

학습 환경의 제공에 적극적인 학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학교 가정， 지역의 교육관계， 지방자치체를 포함하는 지역사회가 연대해서 학습 환 

경의 정비를 포함해서 지역에 뿌리가 내린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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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8) 성과 관계 교육(SRE)의 3가지 요소 및 그 내용 

태도 및 가치관 

인격적 사회적 기술 

지식과이해 

내용 

。 가치관과 개인적 양심의 중요성과 도덕적인 배려의 학습 
。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생활， 결혼， 사랑과 융합의 안정된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한학습 

。 존중， 애정， 배려의 가치에 대한 학습 
。 도덕적 딜레마의 조사， 숙고， 이해 

。 의지결정의 일부로서의 비판적 사고의 발달 
。 감정과 인간관계에 자신을 가지고 진중하게 대처하기위한 학습 

。 자기존중과 타자에 대한 공감의 발달 
。 다양성의 이해를 근거로， 편견이 없는 선택을 하기위한 학습 
。 선택한 것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발달 
。모순의 대처 

。 착취와 학대의 인식과 회피의 방법에 대한 학습 

。 발달 단계에 적절한 신체적 발달의 학습과 이해 

。 인간의 섹슈얼리티， 생식， 성적 건강， 감정과 인간관계의 이해 
。 피임， 지역과 나라에 의한 성적 건강에 관한 어드바이스 피임， 지원 서비스 

에 관한학습 
。 성적 생활을 지연시키는 이유， 지연시키는 것에 의한 이익에 대한 학습 
。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회피 

4. 스웨덴 사례 

스웨멘에서는 성교육이 가장 오래 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944년 

에 성교육이 공립학교에서 실시되었고， 1956년 7-15세에 대한 성교육을 의무화 

하면서 남녀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교사도 남녀 구별 없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때 왕립교육위원회에서 교사용 지도서를 발행하였다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생 

물학적 사실을 가르치는 동시에 인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주는 데 있다 

탁。}소에서부터 시작되는 성교육은 4-5세 어린이들에게는 그렴과 만화책 등을 통 

하여 남녀의 신체 구조적 차이를 인식시킨다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성교육은 1977 

년부터 rSe뻐aliη and Person때 Relationship J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이는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장이 전체적인 실시의 책임을 지고 학제적인 교육 

분야의 하나로서， 스웨덴의 커리률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주로 ‘생물’ 교과 

에서 디루고 있으며， ‘체육·보건’ 교과에서도 학습기회가 있다. ‘체육·보건’과에 

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관해 학습하고 있고， 건강한 라이프스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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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향한 개인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에 관한 학습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스웨멘에서 성평됨g때:Ier 며Jality)에 관해서는 rSe:뼈a1ity aI띠 Personal 

Rel때빼PJ 의 교육과는 별도로 국가 커리률럼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예비교육， 11-13 

세， 14-16세， 17-20세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남녀 양성의 차이， 수정과 임신， 출산， 태아의 성장과정을 배우게 된다. 11-13세 

에는 남녀의 차이， 성기의 구조와 기능， 2차 성징， 자위행위， 수정의 과정， 임신 

과 태아의 발달， 출산， 성의 결정， 임신 중의 태교 동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14-16세에는 성기의 구조와 기능， 임신과 태아의 발달， 출산에 대해서 중복 학 

습을 하게 되며， 청소년기의 성문제， 혼인 외의 자녀， 유산， 성병， 피임 등에 대 

해서 새롭게 배우게 된다. 17-20세에는 성도덕과 성의 사회성， 가정의 소중함，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복지정책， 가정에서의 성교육 등을 배우게 된다. 스웨댄 

의 성교육은 저학년부터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감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성교 

육에 대한 교재는 영화까지 제작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매우 현실적이고 상세히 다루어진다. 학교 성교육의 특징은 초등학교 초기에 

인간의 성과 생리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중학교 초기에 실제적인 피임기 

술을 가르친다. 아울러 성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줌으로써 성을 유희나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건전하고 

도 성스러운 행위로 인지시켜 도덕적 타락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성에 대한 고민을 심리사나 보건교사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이 원하면 상담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부모에게 비 

밀로 해 준다. 학교 측은 성관계로 사고가 발생하면 중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 

라 학생의 걱정거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의 혼전성교 비율은 높지만 10대 임신， 낙태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대단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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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덴마크 사례 

멘마크에서는 1970년 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 

켰으며， 1971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였다. 1975년 공 

립 학교령은 늦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성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였다. 초등학교 성교육은 7-9학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성교육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담임교사가 자신의 학급 성교육을 담당하게 된 

다.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과 

책임의식，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의 의 

미， 성에 대한 책임감， 피임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성교육 

시간은 생물수엽의 한 부분으로 총 3-4주 동안 1주에 3시간 정도가 배정된다 

덴마크의 성교육은 학교 교사가 맡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하지만 교사 외에 

도 학교 의사와 청소년클리닉의 영향력도 상당하다. 학교 의사는 1명이 10-20 

개의 학교 학생의 성교육과 건강검진을 담당하게 된다 멘마크 가족계획협회가 

운영 중인 피임클리닉도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피임클리닉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며， 의사는 환자와 약속이 되면 병원에서 만나 

게 된다. 초등학생들은 성교육 과정에서 한번쯤 이 클리닉을 방문하여 피임이 

나 임신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서 보다 더 자세히 얻게 된다. 피임클리닉에서는 

피임법을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불임시술 등을 할 수도 있다. 

6. 일본 사례 

일본의 학교에 있어서 성교육은 학습지도 요령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학교 

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일본의 학교 성교육은 미국， 영국， 

스웨덴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과 기본적인 부분에서 유사하다. 

일본에서 학교 성교육을 실시할 때의 유의점으로도 성교육의 내용의 선택이 

나 그 취급에 있어서는 ‘교원， 보호자， 지역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388 

내용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대일본 文部省， 1999). 이는 학교 성교육을 위해 

학교， 가정， 커뮤니티 등이 합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의논하여 방침 

을 정하도록 한 영국의 방법을 수용한 것이다. 

일본의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인격완성과 풍부한 인간형성’이다. 

그 내용은 ‘인간의 성을 인격의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생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 지식을 전 

하는 것과 함께 학생 스스로 생명존중， 인간존중， 남녀평등의 정신을 기본으로 

올바른 이성관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의 능력을 몸에 익 

혀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성교육은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 자기의 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2) 남녀의 인 

간관계 육성에 필요한 내용，@ 가족애+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성에 관한 

내용 등 3가지의 영역에 관해서 고려되고 있다. 

교육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동F는 방향으 

로 이행해 가고 있디{일본 中央敎育審議會; 199이. 학교에 있어서 성교육은 학생 

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기본방침에 있어서도 영국과 일본은 비슷하다 

일본의 학교에 있어서는 양호교사나 혁급담임 등이 성에 관한 개별지도를 행하도 

록 되어있고， 학생은 개별적으로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영국과 같이 학교와 지역의 전문가 등이 연대하여 학생에게 지원을 제공하거나 학 

생 스스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교육적 배려나 지도방침은 나타나 있지 않다. 

최근 일본에서도 학생의 성 피해가 심각하고， 그 영향의 크기가 인식되는 듯 

하다. 일본에 있어서도 학교와 지역이 연대해서 학생이나 지역 청소년을 지원 

하는 체제를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에서 행하는 성교육에는 학교나 교λh 

보호자 이외 폭넓은 사회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고방식도 반영되고 있다 

7. 외국 사례의 시사점 

미국과 영국의 학교 성교육은 공히 지식이나 이해， 가치관과 태도， 라이프스 

킬 형성의 3가지를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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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공통점은 개인의 자부심 향상이나 자신감， 책임감 동의 

발달과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아동이 성， 성적 건강， 가족생활， 살아가는 방법 

등을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획득， 이해， 가치관， 태도， 라이프스킬 등의 형 

성을 지원하는 것이디에iltion외 Guide피JeS Task 많'Ce， 1996; I빼I1lrent for 밟ICation 

m떠 빼，1oytrent， :2αX>; 당ik Cen빼all and Skolvl앉뼈， 2뼈1). 이들 국가의 학교 성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성교육을 보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호자나 지역 

사회 등과의 연대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특히， 보호자와의 연대를 불가 

결한 요소로 하고 있다{Nationa1 G띠delin않 Task Force, 1996; 日本文훌階， 199이 

가.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교육 

미국과 영국에서는 초등교육단계의 초기부터 인간관계에 관한 지식이나 이 

해， 방법 등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단계 

나 교육단계의 진행에 따라 인간관계를 기초로 해서 임신이나 출산， 육ö}， 피 

임， 성감염증 등의 성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에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1996; Department for Education 뻐d Employment, 21αlO). 
스웨멘의 학교 성교육은 상호간에 개인의 가치， 인권존중， 인간관계의 교육 

으로써 실시되고 있다땀ik CenteIWa11 and Sko1verket, 2'뼈1). 인간관계는 일본의 

학교 성교육에서도 중시되고 있고(일본 文홉隨， 1999), 유럽과 미국의 성교육에 

서도 공통의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학교 성교육에서 양호한 

인간관계의 구축은 성교육의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라이프스킬 교육의 도입과 내용구성 

라이프스킬 형성은 유럽과 미국， 일본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의 공통 

과제이다. 라이프스킬 교육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계통성이나 학습환 

경의 정비를 배려할 필요가 있대WHO 라이프스킬 프로그램， 1997). 특히， 성교 

육에 있어서는 아동의 발육단계， 마음의 준비를 고려한 교육의 구성， 계획，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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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중요하다{文部省， 199의. 

미국과 영국의 성교육은 초·중동교육기간에 일관해서 지식이나 이해， 가치관 

과 태도， 라이프스킬 형성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아동 및 학생의 발달단 

계， 교육단계에 맞추어 구성된다. 성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전체를 통찰하고， 아 

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및 인간관계의 발달， 성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의 형 

성과 라이프스킬 교육을 종합해서 구성된 것이 효과적인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의 라이프스킬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교육의 학습 환경 

만들기 위해 학교 가정， 지역 커뮤니티 등의 연대는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WHO 라이프스킬프로그램， 199꺼. 학교 가정， 커뮤니티 등의 연대는 일본， 유럽 

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성교육에 있어서 중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 성교육 

은 보호자에 의한 성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보호자， 지역 

및 관련 조직 등에 각각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 

단된대文部省， 1맺 National Guide빼 Task Force, 1996; De빼1ent for 

Edudation and 맘때，loyr뼈1t， 2αX>; 암ik Centerwall 뻐d Skolverket, 2이X>). 

다. 성에 관한 위험행동에의 대응 

일본을 포함해 미국， 영국， 스웨멘에서 성교육이 중시되고 있는 배경에는 청 

소년의 성을 둘러싼 사회문제， 건강문제가 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는 청소년의 건강을 둘러싼 위험행동 6개 영역을 보여주 

고， 그 영역은 @ 흡연，(2) 불건강한 식습관，@ 불충분한 신체활동，@ 음주와 

그 외의 뿔λ}용，(5) 田V감염이나 그 외의 성감염증과 원하지 않는 임신을 초래 

하는 성행동，@ 폭력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해를 초래하는 행동 등이대Center 

for Disease Control 뻐d Prevention, 2뼈). 청소년의 성을 둘러싼 사회문제， 건강문 

제 등이 모든 영역에 관여되어 있다 또한 성교육 주제의 하나인 신체와 건강에 

관한 과제는 식습관이나 신체활동 영역의 과제가 되고 있고， 성적학대나 성적 

착취는 폭력과 불의의 상해를 초래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 

한 것들로부터 성에 관한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교육과 그 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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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역에 관한 교육을 관련지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학교 성교육은 단순히 아동의 위험행동 예방만이 아 

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고 어른으로서의 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는 라이프스킬 교육도 자부심의 향상을 포함 

해 보다 좋은 인간관계의 구축이나 책임 있는 행동의 실천과 결합되는 개인적 

기술， 사회적 기술 등이 고려된다. 

미국， 영국， 스웨덴의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아동의 발달과 건강촉 

진에서부터 성교육이 고려되고 있다. 즉 미국과 유럽에서 성교육은 인간관계나 

생활방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아동의 보다 나은 인간관계 구축 

과 생활방식 추구가 위험행동의 예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라이프스킬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교육은 성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나 위험 

행동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다 나은 인간관계의 구축， 보다 나은 생활방 

식의 추구를 목표로 해서 계획 · 실시된다. 

라. 건강교육， 건강증진과 성교육 

미국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포괄적인 건강교육，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실시된 

다. 또， 영국의 학교에 있어서 성교육은 학생의 인격， 사회성의 발달과 건강의 

촉진을 지원하는 개인적 ·사회적 건강교육(pSHE)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스웨 

덴의 교과서는 성교육이 다른 건강교육과 분리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내용들로부터 유럽과 미국에 있어서 성교육은 관련 있는 교과 교육을 포함 

하여 다른 건강영역의 교육과 관련지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성교육 내용을 포괄적인 건강교육 차 

원에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스웨멘에 있어서 성교육의 교육내용은 

생물， 체육， 보건 뿐 아니고 역사， 지리， 사회과학과 관련된다. 건강의 유지 증 

진에 관한 사회적 조건까지 포괄하는 건강증진(H않lth Promotio띠의 관점은 건 

강영역이나 사회교육과 연대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의 구성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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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PSHE는 라이프스킬 교육이 건강증진이나 여러 가지 건강문제， 사회문 

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도 라이프스킬 교육에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 PSHE의 틀 안에서 실시되는 SRE는 포괄적인 건강교육 

내에서 구성된 구체적인 성교육 사례라 하겠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건강영역이나 교과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성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은 건강증진의 관점에 부합한다. 

일본의 학교 성교육도 @ 성의 자인(멈訊，(2) 인간관계의 형성，@ 사회성 

이나 과제에 대처하는 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라이프스킬의 형성 

과 생활방식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학교 성교육도 많은 

점에서 유럽 및 미국과 공통되는 점이 있대文홉隨， 1999). 

제 6절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 

1. 학교 성교육 기본방향 

가. 성교육의 의미 

성교육은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관련된 사회규범을 지도하는 것 

이며， 남성과 여성의 정신적·육체적인 관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지도 또는 

대책이다. 인간의 성은 생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나아가 도덕 

적 측면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은 단순히 인간의 

생리적 구조나 기능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성교육은 건전한 남녀관계를 위하여 남녀가 

제각기 지니고 있는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성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도흑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교육은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인간교육 그리고 지(知1) ， 

덕(衝， 체(體)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전인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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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은 학교에서 국한되어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신적， 신체적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져 

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외국의 경우는 성교육에 관한 슬라이드.VTR 

등 각종 시청각 자료가 개발되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발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학교 성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돕는 교육이며， 사회나 

집단의 일원으로서 뒤떨어지지 않는 인격완성을 위한 성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교육인 동시에 남녀가 원만하게 성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서 서로 다른 인격체와 만나 공동체를 이 

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과 관련된 정보， 성적 의사결정의 기술과 가치， 성의 

주체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책임 동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나. 학교 성교육의 기본목표 

향후 학교 성교육의 목표는 첫째，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다.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신 

체의 안전을 도모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 

금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 성교육의 초 

석이 된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교육을 통한 올바른 생활습 

관의 체득은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 친척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한편， 가정 밖에서는 친구， 이웃 등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 · 유지 

하면서 행복한 집단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생활 습관을 배양한다. 

둘째， 지적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학교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으로 하여금 남녀의 생리적 구조 

와 기능， 남녀의 심리적 특성과 역할， 남녀 간의 평등， 신뢰， 존경， 협력에 입각 

한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고 분별력 있는 성윤리를 확립 

하게 하는 것이다. 성교육의 목표는 이미 형성된 기본 생활습관과 체계적이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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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성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성의식과 성윤리를 형성하게 송F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목표는 첫째， 현실적이고 올바 

른 성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이 봄과 멜 수 없는 관계임을 인정한다면 

폼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성교육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때로 청소년들은 

과학적 성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며 신체의 

변화에 대해 흔히 당황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따라서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을 통해 불필요한 고민과 갈등을 제거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동시에 

왜곡된 성지식을 교정하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교육에서는 사 

춘기 봄의 변화， 성기의 생리적 구조와 기능，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해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성문제를 예방한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초래하는 성문제에 

는 성폭력， 성병， 에이ξ 미혼 부요 매매춘 등이 포함된다. 이들 성문제가 모두 

한 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성폭력이나 성병은 보다 실제 

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며， 미혼 부모 문제나 매매춘 문제는 인간관계 교육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성교육에서 성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성교육은 주로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따라 

서 이제부터의 성교육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예방할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10대 임신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제적이며 

사실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단기적인 처방 

보다는 건전한 성가치관， 성윤리 의식의 성숙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성적 의사결정력을 키운다. 성적 행위는 일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이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 

고 성적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펼요하다. 또한 성교육을 통하 

여 청소년들은 갈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과 자율이 함께 따르는 성적 주체 

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또래집단의 압력에 밀려서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행위자 자신에게 가장 편안함과 당당함을 주는 의 

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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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성 표현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갖게 한다. 최근 텔레비전이나 잡지， 

광고 둥 대중매체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많아짐에 따라 사춘기에 있는 학 

생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똑 

같은 성 장변을 보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 

이라는 점에서 어른보다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생리적 

으로 성적 충동이 강한 시기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성적 욕구를 통제하거나 

건전한 방향을 발산시킬 수 있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왜곡된 성정 

보로 청소년들의 성충동을 더 자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 

이 음란 인쇄물이나 영싱물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음란물을 접촉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실태를 직시하여 음란물의 사회적 의미와 

상업성 등에 대해 다루고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접촉 소감이나 영향을 논의하 

게 하여 유해한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비판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성평등 교육은 남녀의 생리적 구조와 작용 

이 다르다는 것이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남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려해야 할 부분과 배려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교육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가진 남녀 사이에 의사소통 

의 다리를 놓는 교육으로 잘못된 성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섯째，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키운다. 여성과 남성의 성적관계를 다룰 때 

제일 다루어야 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사랑의 열매이며 가정을 완성하고 

인류를 유지 발전시켜주는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생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 

은 매우 자연스럽고 신비롭다 그런데 우리의 성문화는 생명의 관점은 빠지고 

성하면 유방， 성기， 섹시함 등이 먼저 연상되는 성기 중심적인 성문화가 근간을 

이룬다. 성을 성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감 

춰야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성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성교육을 실시할 때 잘 

못된 성문화를 개선할 수 었다. 

일곱째j 인간관계 교육을 실시한다. 성이란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이다. 인간 

의 성에는 성적인 지식， 신념， 태도， 가치관， 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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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기나 성호르몬의 생리적 기능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 

지 않는다.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 인간의 삶의 패턴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 

것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그 가능성과 한계를 조건 지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교육은 인간관계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를 위 

한 성교육은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와 삶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이는 

남녀 양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이성교제， 사랑， 연애， 결혼， 가족 등에 있어 

각각 남녀의 결합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성 교육은 성지식을 

전달하거나 성도덕만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 속에 성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의식 및 자각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 학년별 성교육 목표 

1 )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실시되며，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성지식을 제공하여 올바른 성의식과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 

도록 해야 한다. 세부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 자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 부모， 형제， 친척과의 혈연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생활태 

도를배운다. 

@ 자신이 소중한 만큼 주변 친구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남녀 역할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한다. 

@ 신체발달에 따른 정신적 성숙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낀 중학교 

중학생 시기는 신체의 성장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에너지가 왕성하고， 신체적 변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도 커질 뿐만 아니라 개인 

차도 현격하다. 따라서 중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학생들의 개성신장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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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발달의 성숙과 원만하고 발전적인 인간관계를 이룩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 신체발달에 대한 남녀 간과 개인 차이를 알게 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바 

르게 이해시킨다 

(2) 2차 성정의 발현에 따른 성적 에너지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이를 승화 

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도 자율적인 생활태도를 길러 준다. 

@ 남녀관계에 있어서 평등성과 상호 존중의 개념을 이해시킨다 

@ 순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성 윤리관을 갖도록 한다. 

@ 남녀 각각의 성에 적절한 행동과 역할을 인식시킨다. 

@ 이성교제， 사랑， 연애， 결혼， 가족 동의 개념을 이해시킨다. 

3) 고등학교 

고등학교 시기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준비기간으로 신체적， 정신 

적 성숙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여 건전한 심신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하고，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도모해야 한다. 세부 학습목표를 다 

음과같이 고려할수 있다 

@ 남녀의 신체구조 차이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이해시킨다. 

@ 성기능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성윤리 의식을 고취시킨다. 

@ 이성에 대한 관심， 사랑의 의미， 성생활， 피임 등을 이해시킨다 

@ 결혼이 갖는 의미와 가족의 의미를 이해시킨다 

@ 새로운 생명체 탄생으로서의 임신의 중요성， 과정， 분만 및 육아 방법을 

이해시킨다 

@ 가족계획의 기본개념을 이해시키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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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성교육 내용과 방법 

가. 성교육 내용 

첫째，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성교육 내용을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매우 많은 시기이며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생식적인 측면 

을 강첩보 성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입각한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음성적인 성에 관한 호기심을 양성화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춘기의 성호르몬의 변화는 강한 성 

적인 충동과 호기심을 유발시켜 성적인 욕망이 증대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증 

대되는 성적 욕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을 상품화하는 잘못 

된 사회적 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성과 관련된 지식전달이나 순결교육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과 

관련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이 되어야 한다.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없애주고 건전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나이가 자신의 성적인 삶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있다. 

넷째，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식을 가르친다. 성 

폭력의 심각한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 

육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 즉 각자의 신체는 각자 

의 것이므로， 타인에 의해 내 봄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또한 타인의 

신체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일상생활 

에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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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교육 운영 방법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성교육은 이론적이고 교과서에 의존하는 방 

법으로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 학 

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비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이 성 고민 해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우선 수업형태를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교육 시간은 강의식，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소규모 집단의 대화와 토론 및 논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교육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각 학생들의 의식， 윤리， 도덕의 문제는 학생들이 소집단으로 나누어 서 

로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의 해결과 대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이 

효과적이다 바람직한 성교육을 위해서는 수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 

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 보다는 실제 경험사례가 많이 인용되어야 한다. 

성교육 담당자로는 주로 기술가정과 교사，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이며 현재 

대부분의 교사들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 성교육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적극적 협조 없이 성교육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성교육은 특정교사에 국한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 

히， 담임교사의 경우 학급 학생들의 생활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청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있는 성관련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3.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가. 지역사회 연계모형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은 

학교， 보건소， 청소년 상담기관， 청소년 이용기관， 민간단체 등이다. 이들 기관 

간에 효율적인 연계가 구축될 때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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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사회의 성교육 관련 사업의 효과성은 단순히 개별 기관들이 효과성을 

합한 것 이상의 조직간 연계에 의해 발생하는 전체적인 효과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개별 기관들에 의하여 개별사업 중심의 접근 방법으로 성교육 관련 사업 

을 운영하게 되면 수요자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파편화된 욕구를 

확대 재생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갖는 장점을 전문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나열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림 6- lOJ 지역사회의 성교육 사업의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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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성교육을 추진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간의 연계방식 

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성교육의 연계방안을 [그림 

6-1이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관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제시된 방안 

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민간 및 공공 

기관간의 청소년 성교육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성교육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성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젊은 여성들에게 임신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 

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내용은 그 동안 보건교육， 모자보건， 건강증진 등을 중심으 

로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건소 

에서는 학교 및 청소년 상담기관， 사회복지관， 보호시설 등에 성교육과 관련된 보 

건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강사나 상담 전문가를 연결하는 역할 

을 담딩하게 된다 특히 보건소는 미국의 질병예방관리본부{αη 경우와 같이 현 

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범주에 청소년 성교육을 포함하여 

지역 내 학교 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민간단체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간단체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인데， 협회에 

서는 부설 가족보건의원을 통하여 정관， 난관 동 피임시술을 중심적으로 수행 

하며， 전문 성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성 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원 및 

상담실을 두어 변접상담과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상담을 각 지회별로 실시 

하고 있어 성교육과 관련하여 민간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 

라서 동 협회 및 지회를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 

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성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 

상담센터에 의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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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이용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상담기관 및 사회복 

지관 등은 일차적인 성 상담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보호시설은 미혼모 상담 

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일차적인 성 상담 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 

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뢰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 성상담 

센터에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며， 성교육에 필요한 보건교육 

자료는 보건소로부터 대여 받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또는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성상담 교사를 지정하여 일차적인 성 상담을 담당하며， 전문적인 상 

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뢰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 성 

상담센터에 연계되도록 한다. 

나. 학교 외의 성교육 운영 방안 

학교와 연계하거나 학교와 별도로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기관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문제를 도와주는 기관은 성과 관련된 고민 

을 상담해주며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 및 미혼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학 

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각종 성문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성문제를 도와주는 기관은 

오래전부터 1등장하기 시작하여 자리를 잡고 있으나 건강한 성에 대해 예방적인 

측면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외의 성교육 활동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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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접근성의 확대는 우선적으로 미혼， 특히 10 

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금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적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성문제들 

을 기관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또래집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 

거나 무허가 불법기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성관련 고민의 해결방법으로 ‘친구/선배’를 통 

하거나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을 중심 

으로 하는 클리닉， 서비스센터가 부재한 현실과도 연결된다. 우리사회도 ‘청소 

년전문 성 클리닉’을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국가에서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하는 방안은 청소년들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과 서비스를 꺼려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문제 

해결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은 청소년 성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사이버 성상담 지원 강화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10-20대 라이프스타일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자들의 학력이 대부분 고졸 이상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인터 

넷을 통한 상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성교육， 특히 청소년 성상담이 인터넷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현재 민간단체의 「청소년 성상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이버를 통한 성 

상담과 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홍보교육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속하게 모색 

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갖는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제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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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자녀 성상담， 각종 성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성건강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제 7절 소결 및 성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기본지침 중 성교육은 관련 교과와 특별 

활동을 통해 지도하고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로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이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2COO년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에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성교육 지침 및 자료의 보급과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법적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재하여 학교 성교육 현 

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성교육과 관련된 법 

체제의 구축， 성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운영체제가 구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성교육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정부의 행정조직망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 

용은 결혼， 가족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형과 저출산 및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등 대부분의 시책 내용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가치관의 변 

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세대들의 성교육 내용도 저출산 대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 규모로 실시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 

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의 양적 제공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학교 성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교사조사에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은 대부분 교사가 인정하고 있으 

나， 교과서 성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성교육 내용이 올바른 성가치관 

을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성교육 수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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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 사항으로 보조 자료의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성교육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각국의 여건에 따라 학교 성교육의 

추진 방식이 상이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성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 

하여 실시하고 있고， 미국 질병예방관리본뷔CD디가 주관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은 

건강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교 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인적째부를 통 

한 성교육 이외에 전국의 보건소 조직망을 통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단 

위 보건소， 학교， 가정이 삼위일체가 된 성교육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향후 올바른 학교 성교육이 추구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각각 분리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성교육 

이 인구교육에 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 

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된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성교육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통합형태의 인구 

교육의 법제화나 별도의 정규교과가 제도화 되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는 시 

도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교과나 특별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급 교과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강해야 하 

며， 인구 및 성교육을 위한 교과서， 지침서， 기타 교육보조자료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청소년의 성교육은 교과내용에 분산하여 체계적으 

로 발전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풀 

어주고 청소년들이 성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 

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구 및 성교 

육은 교사나 부모의 언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가 인구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전문적 지식을 겸비 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등 

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학부모가 성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두루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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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 자료의 경우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으므로 자료 내용 

에 관한 검증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자료생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성교육을 포함하는 「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가칭)J 

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성교육을 포함한 인구교육은 학교에서 추진되지만 성상담 및 관련 서비스 

는 관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 

다 보건소는 청소년에 대한 성보건 사업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성교육이 보건소와 학교와 가정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 

는 프로그램을 개뱀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주관핸 성교육관련 강연회， 세미나， 성평등에 관한 연극 등 다양한 행λ}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 

용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에는 성교육과 관련된 세부실천계획의 보완과 더불어 학 

교， 보건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하게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각급 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수과정의 신설과 다양한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 및 성교육은 학교생활전반에 걸쳐 모든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교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상기 r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가칭)J에서 수 

행하도록 한다 동 센터에서는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과 강사 양성교육만을 

전담하고 지역단위의 강사진이 교사의 연수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각급 교육원에 

서 실시되는 훈련사업의 강사요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행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중심으로 성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 성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현재 초혼연령의 상승과 

연계하여 나타나는 불임부부의 증7}， 임신소모율의 증대， 저출산 및 기형아의 

증가 등 인구자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m대 적령기에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동기조성에 역점을 두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단계에서 일선 학교의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인구교육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 7장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 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제 1 절 개요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인구 감소 현상은 사회， 경제， 문화 부문의 급격한 변 

화를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사람이 주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되는 경쟁력 약화 문제는 교육과 직 

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향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심각한 교육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활용， 

교원 수급， 학교와 학생수 변화 등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수립， 사회제도의 실질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 

한편，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예방적 차원에서 출산 기피 현상을 야기하는 원 

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교육적인 접근은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고양시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접근을 통해 시도될 수 있으 

나， 특히 학교교육을 통한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가족계 

획방법이 고학력층에서 먼저 받아들여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점차 

교육이 낮은 집단으로 침투해갔다는 사실(이해영·권태환， 1978)을 감안하면， 출 

산 및 7}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이나 행동을 함양시 

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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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고등학교시기에 학교교 

육을 통해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 

제라고 할수 있다. 

초·중·고 학생이 출산·가족에 대한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은 출산 및 가족 가치관과 관련성이 높은 교 

과인 초중등학교 도덕， 사회 및 가정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교수학습지도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은 이론적 고찰， 출산·가족 가치관관련 교육실태 

분석， 교육내용 분석，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 

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 1장의 연구방법에 제시하였다. 

제 2절 저출산·고령사회와 교육의 과제 

/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 

한 정책의 방향이 출산장려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인 규명이나 

해결 모색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는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젊 

은이들의 행위 양식이나 가치관에 주목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 

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손승영， 2(05). 

r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보편혼이 지배적이던 과거 

와 달리 미혼남성의 71.4%, 미혼여성의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미혼남성의 29.4%, 미혼여성의 

12.9%에 불과하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5). 이처럼 미혼 남녀가 부정적인 결 

혼관을 갖는 것은 결혼이 개인생활을 희생시키고 가족생활에 대한 의무감과 책 

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시기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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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따o와 d’Ercole(2005)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파트타임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실업률과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 

다. 여성 고용률의 증7}는 여성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 출산 여부 결정에 긍정 

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파트타임 고용 등을 통한 근무시간의 유연성은 보육 구 

조의 부족을 보완하여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결과에 비춰볼 때， 여성의 고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즉， 고용의 불안으로 인하여 출산의 시기를 늦추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여건과 더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햄과 교육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01 형성된다 

보육이 적절하지 않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을 때， 또는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때 부모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위한 불규칙적인 스케줄을 선택하기 

쉽고， 그 결과 부모 직업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결국 여성은 지속적으로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지고， 집에서 자 

녀를 양육하는 쪽을 택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가정과 직 

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가 잘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출산이 왕 

성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여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기업이 가정 

과 직장의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가족친화적인 

근무 여건은 근무의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 

상시키며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ex 

and Scheibl, 1999) 즉， 기업은 스스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 

해서도 가정과 직장이 안정적으로 양립하는 여건으로 변화되어갈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우선적인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성장하여 기 

업 등에서의 CEO를 포함한 관리자가 된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학교교육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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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책임과 부담이 모(母)에게 전적으로 돌아갈 때 

급속히 발생한다 즉， 엄마가 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부모가 되는 것을 두렵 

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손승영， 2(05) 일본 

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한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육활동은 부와 

모 중 한쪽에 치중되지 않는 것이며， 양육에 대한 부담에 앞서 가족의 소중함 

과 양육으로 인한 행복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성역할의 변화는 저출산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1없m성(1996)는 개 

발도상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지만 선진국에서는 성평 

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뼈뼈t 

P앙ado지’를 주장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성에 대한 관점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잘 마련됨으로써 여성지위와 출산율이 비례되어 나타난 

다. 즉， 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들과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모두 출 

산율이 높은 반면，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U자형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UNDP， 2뼈). 요컨대， 성평등에 대한 인 

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며， 그러한 인식 

전환은 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 

결국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문제 해 

결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하며， 학교교육은 그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 

관이 형성되는 아동기부터 바람직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 

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이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케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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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초·중등학생 대상 가치교육의 개념과 실태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적인 일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내용 및 교육활 

동에는 가치 교육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란 개념 정의를 하는 사 

람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다르긴 하나 사람들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삶에서 옳 

거나 소중하다고 믿는 신념으로서，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존 의식의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 등 올바르고도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 형성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 정립에 많은 영 

향을 받는 시기이며， 미래 자신의 직업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준비의 시기로 

서， 특히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갈등을 겪으며， 올바른 해결 방법 

을 터득하고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족 구성원으 

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알고 도리와 예절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은 가족 

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미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해보는 것 

에 기초가된다. 

이에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현재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치 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다양한 가치 중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지향해 

야 할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초·중등 교육에서의 가치 교육 

학교교육에서의 가치 교육에는 가치， 가치관， 가치 교육， 가치 판단 등의 다 

양한 개념이 관계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디음과 같다 정범모 

(1992)는 ‘가치란 행동 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며， 여기서 행동 방향 선택이란 여러 가지의 행동 

목적， 행동 형태， 행동 방법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방향을 선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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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가치는 태도와 행위를 안내 

하거나 동기부여 하는 주요 신념 또는 바램이다. 또한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가치는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에 

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대최문기， 2003). 

Milton Rokeach는 가치를 ‘다른 행동 양식에 비해 특정 행동 양식을 개인적， 사 

회적으로 우선시하는 지속적인 신념’으로 보고， 이 신념을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조직한 것을 가치관 또는 가치 체계라고 하고 있대김성일， 2뼈1). 특정한 

가치관은 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가치관이란 생활의 모든 장면이나 삶의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나 가치 선택을 

행사할 때 일관되게 작용하는 가치 기준과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근거 또는 신 

념의 체계적 형태로서 인생관， 인간관， 교육관， 사회관， 역사관， 예술관， 직업관 

등의 어느 하나 또는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다. 한편 가치 교육은 ‘도덕적 가치 

를 내면화하고，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교육’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최문기， 2003).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교육에 대하여는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의 상 

반된 입장이 있대정범모， 1992). 학교는 가치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입장은 가정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비해 학교환경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공공적인 기능으로서의 학교교육이 한 개인에게 특정 가 

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적 자유와 사적 세계를 침범하는 일 

이라는 것이다. 학교의 가치교육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가치는 인간 형성의 중 

요한 요소로 지적·정의적·신체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위해서 가치 교육은 필요 

하며， 가치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 내외의 영향을 받아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지도를 통한 가치 학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가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후자의 입장을 취 

한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의 교육과정 내용에서 가치 교육을 완전히 배제할 수 

도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학교 및 학급 풍토， 교사의 가치나 기대，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는 학생들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치가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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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교육은 다른 인지적， 기능적 교육과 같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 

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가치관은 그 

구인이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실제 내면화된 가치와 

평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면화되는 가치는 다를 수도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학교교육은 가치 교육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교육은 대개 두 가지 방향을 목 

표로 한다. 하나는 가치 습득 및 내면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습득 및 내면화 또는 가치 형성 교육은 전통적인 

규범 윤리학에서 다루는 객관적인 가치들을 교사 중심의 가치 전달 방식에 의 

해 강화하거나 내면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교육의 형태는 전통적인 인 

격교육과 유사하다 반면에 Kohlberg나 Met않1f와 같이 현대적인 합리주의가 주 

장하는 가치 교육의 목표는 현대적인 메타 윤리학에서의 논리적인 분석 및 검 

증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 중심의 가치 탐구 방식에 의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 

· 선택 · 결정하게 한다{최문기， 2003).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입장을 통합하과 한다. 즉 한편으로는 학생들01 가치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신장시키는 가치 교육을 

지협}고자 한다 어떤 종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채택 

되는 교육활동의 목적은 항상 사회적 문제 자체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지식과 

이해보다 그러한 지식과 이해에 기초하여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하는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의적 영역의 특성들 곧 가치， 신념， 태도 등을 갖추게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얘김재득， 1997: 주성현， 2002에서 재인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선으로 여겨지는 인격 교육과 유사한 가치에 대하여 

가치 습득의 가치 교육을 지향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에는 급속한 사회 변화 속 

에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상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가는 과정이 포함 

되어야(주성현， 2002)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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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등 교육에서의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 교육의 방향 

현재 초중등교육에서의 명시적 가치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치관이란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형성되는 것이므 

로 초중등교육에서의 가치 교육의 실태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가치 교육 실태만을 분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교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은 m장과 W장에서 분 

석하게 되므로 본 절에서는 학교교육 이념에 나타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 교 

육 실태를 알아보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 출산·가족 관련 가치 교육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진 가치 교육의 

변천과 가치 의식을 연구한 박용헌(2002)의 연구를 보면 학교교육에 포함된 가 

치를 민족·전통 가치와 민주·근대 가치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를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 〈표 7-1>과 같다. 

〈표 7-1)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가치 체계 
기본가치 상위가치 가치덕목 

공동성 
공동지역， 언어， 관습， 규범， 공동문화， 동거동람， 공동운영， 동 
질성 

민족 민족공동체의 정체성 
소속감， 동족의식， 우리의식， 연대의식， 긍지， 전통문화에 대한 

주의 안녕과번영 자긍심，자부섬 

주체성 자주， 독립， 자립， 자조， 자존， 지조 

통합성(일체성) 조화， 화합， 신뢰， 결속， 단결， 애국애족， 희생， 봉사， 협동 

인간존중 
인명존중， 잠재적 가능성， 개성존중， 개인주의， 행복추구， 자 
존， 이성， 자치적 능력 
기본권적 자유(종교， 사상， 양심， 질서， 탐구， 언론)， 자율， 경 

자유권리 쟁，다양성，개방성， 융통성，생명권，존엄권， 안정권，사생활 

민주 인간존엄성 권，참정권 

주의 자아실현 
평둥 정의 

기회균등，타인존중， 이견존중， 신뢰， 공동선，공평， 공정， 관 
용， 공익， 균형， 정당 

박애 이타， 동정， 사랑， 인류애， 평화， 국제교류， 인류공영， 협력 

절차존중 
준법， 토론， 대화， 타협， 합의， 양보， 선거， 질서， 합리， 정직， 
조정， 규칙， 책임 

출처: 박용헌가치교육의 변천과 가치의식~， 2002. 

출산관련 가치관은 위의 가치 체계에서 인간 존중， 자유· 권리， 박애 등의 상 

위 가치에 부합되고， 가족관련 가치관은 공동성， 정체성， 통합성 등의 상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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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 형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가치관의 형성이 사회 변화에 기인한다고 

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세 가지 중심축이 학습자， 사회， 교과 

임(박도순· 홍후조， 2α)θ을 감안할 때 사회 변화는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 교육은 초·중등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 

반인의 가치관 형성에는 사회 변화가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학생 

의 경우 학교교육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출산 가족 관련 가치의 기본 가치인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시대 변 

화와 함께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진 양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수요목 시 

기부터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나타난 민족· 전 

통가치와 민주·근대 가치 덕목의 양적 변천 과정을 보면， 가치 덕목 수가 가장 

많이 제시된 시기는 제3차 교육과정기로서 국민교육헌장 제정 이후 가치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대박용헌， 2(02) 그러나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오면서 전체적으로 가치 덕목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 

는데， 이는 가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 

후 특정 가치를 주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발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가족 관련 가치 교육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속해 

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에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친화적 가치 

는 우리 민족의 전통 가치로서 상시 다루어져 왔던 가치 덕목이지만， 출산 관 

련 가치는 1970년대 이후 산아제한을 지챔는 인구교육과 같이 적극적으로 개 

입하여 특정 가치를 형성하도록 주입교육의 성격을 나타내었던 적도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 교육의 이념에 대하여 ‘홍익인간의 이 

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 

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 

시하고 있다. 이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학교교육에서의 가치교육은 

과거 특정 가치를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 

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상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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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즉 우리 교육 이념이 지뺨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사회와 개인의 상 

호작용을 인식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통찰을 토대로 하여 사회적 상황의 변 

인들을 활용하거나 통제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자주적 

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인간을 의미한대왕석순·전미경， 2006). 

본 연구에서는 왕석순·전미경(200이이 선행연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 

비한 교육의 목적을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생애 설계교육’ 

이라고 설정한 것에 따르고자 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하 

위 목표를 ‘개인의 삶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 ‘결혼과 가족의 

가치 의식 함양’， ‘양성의 평등， 세대간 협동이 기반이 되는 가정생활의 형성’으 

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 

만 수용하여 다음 〈표 7깐와 같이 재구성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 

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과 사회 및 국가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 

한 인식 함양과 함께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인지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왕석순· 전미경(2α)이이 제시한 ‘결 

혼과 가족의 가치 의식 함양’과 ‘양성의 평등， 세대간 협동이 기반이 되는 가정 

생활의 형성’ 목표는 결혼， 출산， 가족， 가정생활，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가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소이며， 이 모든 것에 있어 다양성과 성평등 및 생애주 

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표 7-2)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 목적 및 목표 

교육목적 

교육목표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생애 설계교육 

。 개인의 삶과 사회 및 국가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 함양 

。 결혼， 출산， 가족， 가정생활，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의식 함양 

。 다양성과 성평동 및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및 가치의식 함양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목적을 ‘사회적 변화 

를 인식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생애 설계교육’으로 설정하고， 그 하위 목표는 ‘개 

인의 삶과 사회 및 국가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과 ‘미래 사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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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 함양’， ‘결혼， 출산， 가족， 가정생활，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의식 함양’， 

‘다양성과 양성평등 및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및 가치의식 함양’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 

의 목표도 위에 설정한 교육 목적과 목표를 지향한다. 즉 출산·가족 관련 문제 

를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였을 때와 하지 못했을 때의 미래 사회를 예측하며， 현재의 저출산·고령화를 

촉발시킨 여러 가지 사회제도， 고용제도 및 문화， 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인식 

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출산， 가족 관련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한다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 

평등이 실현된 가정생활 및 직업생활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우며， 생애 주 

기에 있어 각 시기의 발달과업과 특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교육은 학교교육에서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외 활동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 

다.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교과 교육목표에 따라 출산·가족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룰 수도 있고， 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교과외 활동을 통한 가치교육은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 

동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을 저출산·고령사회를 대 

비한 교육의 한 방안이자 책무로 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교육 목 

표를 지향하고자 한다 또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내용의 구성 

방향은 가족 친화적 가치나 성평등의 실천， 다양성의 이해와 같은 가치에 대한 

습득 및 내변화와 가치대립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치판단 능 

력의 신장을 지향한다. 학교교육에서의 실천방안은 교과 교육과정의 초5학년부 

터 고1학년까지의 도덕， 사회， 가정(실과)과의 교과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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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 

1. 출산·가족 가치관 교육에 대한 학생의 태도 

가. 출산관련 가치관 교육에 대한 학생의 태도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서 출산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를 살펴 

보았다. 조사 결과， 기술·가정(실과)(62.0%)，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등 교과외 

시샌31.0%)， 과학(24.0%)， 기타 과목(15.0%)， 도덕ω.0%)， 사회(2.0%)， 외국어(1%) 

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달랐다. 과학시간에 

학습했다는 비율은 고등학생(40.0%)이 초등학생(3.0%)이나 중학생(18.0)%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기술·가정(실과)시간이라는 비율 역시 중학생(70.0%)나 고등 

학생(77.0%)이 초등학생(5.0%)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반면에 특별활동이나 재 

량시간， 기타 과목에서 배운다는 비율은 중학생β0.0%， 12.0%)이나 고등학생 

(30.0%, 8.0%)보다 초등학생(37.0% ， 4 1.0%)이 높았다. 초등학교에서 정규교과보 

다 교과외시간에 출산내용을 학습하는 반면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정규교 

과로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7-1] 초·중·고 학생의 출산관련 내용의 학습 시간 

기타 

특별활동(재량활동) 

외국어 

기술，가정 

과학 

사호| 

도덕 반응비율(%) 

국어 

o 10 20 30 40 50 60 70 

주: Wilks’ 나mda=.63， F=376.50, p<.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ZOO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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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내용을 학습한 후，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34.7% 학생은 ‘생명의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소수의 학 

생β.4%)은 ‘출산이 사회나 국7}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상당수의 학생은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23.3%)’,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대17.1 %)’,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 

고 재미없었다’ 풍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p<.OO1)를 보였다.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생 

명의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38.5%)이 중학생(35.9%)이나 고등학생(32.3%)보다 높고，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 

고 재미없었다’를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17.4%)이 초등학생μ.4%)이나 중학생 

(1 1.2%)보다 높았다. 또한 학생의 성별에 따라서도 반응은 상이하였다. ‘생명의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반응한 비율은 여학생(36.2%)이 

남학생(33.4%)보다 많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고 반응한 비 

율도 여학생(23.7%)이 남학생(10.9%)보다 높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출산문제 

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2J 출산에 관한 내용 학습 후 학생의 인식 변화 

훌산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될 

생영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음 

R 여학생 

口남학생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음 투~'.::.::.:I 반응비율(%) 

o 1 0 20 30 40 50 60 70 

주 x2=415 p<.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i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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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관련 가치관 교육에 대한 학생의 태도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도덕 

(83.0%), 기술·가정(실과， 58.0%), 사회(29.0%) 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소수 의 

견으로 국어(19.0%)，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13.0%)， 기타{9.0%)， 외국어(영어， 

5.0%), 과학(3.0%) 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반응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p<.OO1)한 차야를 보였다. 국어를 선택한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27.0%)이 

중학생(17.0%)나 고등학생(19.0%)보다 많았다. 반면에 도덕의 경우는 중학생 

(86.0%)이 초등학생(80.0%)나 고등학생(80.0%)보다 많았다. 사회는 고등학교 

(35.0%), 초등학교(46.0%)， 중학교(17.0%) 순으로 선택하였다. 반면에 기술· 가정 

(실과)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선택한 비율도 높아져서 초등학생μ1.0%)， 중학 

생(58.0%)， 고등학생(63.0%)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성별에 따라서 가족관련 내용 

을 배운 시간에 대한 선택 비율이 달랐다. 일분산분석 결과， 모든 수업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ps<.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선택한 비율이 높은 

과목은 국어， 외국어，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기타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선택한 비율이 높은 과목은 도덕， 사회， 기술·가정(실과)이었다 

[그림 7-3J 초·중·고 학생이 가족에 관한 내용을 배운 학습시간 

El여학생 

口남학생 

반응비율(%) 

1o 20 30 40 50 60 70 80 90 

주: Wilks’ μmda=.97， p<.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2α%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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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 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45.8%)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 

으며 몇몇 학생(6.2%)은 ‘가족 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 

다’고 반응해서 가족 관련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상당수 

의 학생(17.1 %)은 ‘갈등 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 

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무 생각이 안 들었대l3.7%)’，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대12.5%)’ 등 가족에 관한 수업이 학생들의 의식변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OO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예를 들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반응한 비율을 비 

교해 보면， 초등학생(66.5%)보다 중학생(48.4%)이나 고둥학생(34.7%)이 낮았고 

‘갈등 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 

다’고 반응한 학생은 초등학생(9.3%)보다 중학생(15.0%)나 고등학생(22.4%)이 

많았다. 

[그림 7-4J 가족관련 내용 학습 후， 학생의 의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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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x2= 123,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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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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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별에 따라서도 반응비율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체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관련 수업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비율이 남학생μ9.4%)보다는 여학생 

μ2.1%)이 낮은 반면에，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고 반응한 비율은 남학생 

(1 1.4%)보다 여학생(13.6%)이 높았다. 

2. 출산·가족 가치관 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 

가. 출산관련 가치관 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 

1 )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출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 

해 대상 교사 중 45.1%가 ‘보통이다’라고， 29.0%는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고 

반응했으며 19.7%만이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교과서 내용이 적절하 

다고 보기보다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교사가 약간 더 많았다. 

[그림 7-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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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통 가치관 조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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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반영 정도에 대해， 상 

당수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소재가 시 

대성이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새42.0%)가 ‘반 

영하고 있는 편이다’고 응답한 교λ}(19.3%)보다 많았다.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급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반영하고 있지 못한 편이다’라고 응답 

한 비율이 초등학교 50.0%, 중학교 41.3%, 고등학교 39.9% 순으로 학교급이 낮 

아질수록 현실성이나 시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6J 출산관련 교과서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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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x2=16.l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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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흔·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3) 출산 관련 수업의 애로사항 

현재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 애로사 

항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수의 교새41.7%)가 ‘수업에서 활용할 보 

조 지당}료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교λ}들(34.5%)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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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일부 교사들 

은 애로사항으로 교사관련 요인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13.1%의 교사는 ‘현실이 

나 교사의 가치관과 달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당황스럽다’고 대답하였으 

며 5.1%는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 

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육에 앞서 교사 연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수 있었다 

나. 가족관련 가치관 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 

1)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7}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내용이 7}족 친 

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 

해， 50.1% 교사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6.5% 교사가 ‘적절한 편이다’고 

반응해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인식E뜯 교사보다 약간 더 많았다 

[그림 7-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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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21이%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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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응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달랐다-(p<.OO1).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35.9%)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3 1.6%)와 고등학교(15.2%) 순 

으로 점차 낮c}졌다. 7l족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 

한 가족친화적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7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교과내용 적절성 평가에 있어서 담당교과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출산이나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덕， 가정(실과)， 사회 

과(주 담당교과)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구체적 

으로， ‘적절한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주 담당교과는 22.2%인 반면에 비 담당 

교과는 36.7%였다. 유사하게，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도 주 

담당교과는 22.5%로， 비 담당교과 1 1.7%보다 높았다. 

[그림 7-8J 가족관련 교과서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교사의 태도: 담당교과 여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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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Æ ， 2006. 

2)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친화적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반영 정도에 대해， 

상당수 교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비록 상당수의 교새39.6%)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여 평가를 유보하였다 반면에，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 



426 

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사 

(36.7.0%)가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고 응답한 교새21.3%)보다 많았다.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급에 따라 교과서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 정도에 유 

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φ<.05) 예를 들어， ‘반영하고 있지 못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50.0%, 중학교 41 .3%, 고등학교 39.9%로 학교급이 낮 

아질수록 현실성이나 시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9J 가족관련 교과서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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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3) 가족 관련 수업의 애로사항 

현재 가족 친화적 가치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 애로사항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수의 교새41.0%)가 ‘내용이 진 

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다’를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교새34.9%)는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지도자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출산과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으로 교사 관련 요인을 선택한 교사도 일 

부이었다. 12.7%의 교사는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달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당황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5.2%는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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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법을 잘 모른다’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 

에 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애로사항으로 선택한 반응비율은 교직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교직경력 

이 적은 교사는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다’고 응답 

하거나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경력 

이 많은 교사는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이 높았다. 

[그림 7- lOJ 가족관련 수업시 애로사항: 교사의 교직경력 차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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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통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다.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교사의 의견 

1 )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 적절한 시간에 대한 교사의 의견 

학교교육에서 출산(인구 포함) 관련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디루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지를 전체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사회과 

(61.0%), 기술·가정(실과， 60.0%), 도덕패54.0%)를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을 선택한 비율은 33.0%이었고 국어과는 11.0%,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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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9.0%, 외국어 3.0%로 나타났다. 
출산관련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학교급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보였다(p<.OOl). 도덕과를 선택한 경우는 고등학교(50.0%)보 

다 중학교 교새59.0%)가 많았다 사회과의 경우， 중학교 교새53.0%) 보다는 초 

등학교(65.0%)나 고등학교(66.0%)가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기술·가정(실과)은 

초등학교(3 1.0%)보다는 중학교(66.0%)와 고등학교(66.0%) 교사가 더 많이 선택 

하였다. 요컨대， 출산관련 가치관을 가르칠 때 초동학교 교사는 사회과를， 중학 

교 교사는 도덕이나 기술·가정을， 고둥학교 교사는 사회나 기술·가정 수업시간 

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7-1 1] 출산관련 가치관 교육의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한 교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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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덩이X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교사의 성별에 따라 출샌관련) 가치관을 다루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비 

율이 유의하게 달랐다(p<.01). 사후검증 분석결과， 사회시간에 출산관련 가치관 

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남자교새66%)가 여자교사 

δ7%)보다 높았다. 출산관련 교육에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주 담당교과와 

비 담당교과 간의 인식차이도 발견되었대p<.OOl). 사후검증 분석결과， 주 담당 

교과 교사가 가정을 선택한 비율(68%)은 비 담당교과 교사의 선택 비율μ8%)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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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았다. 대조적으로 국어나 특별활동을 선택한 비율에서는 주 담당교패국어 

9%, 특별활동 28%)보다 비 담당교과 교새국어 13%, 특별활동 41%)가 더 많았다 

교직 경력에 따라서도 출산관련 수업 시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였대p<.OO1). 

사후검증 분석결과， 교직경력이 길수록 가정시간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2) 가족 친호엠 가치표멸 가르치는 데 적절한 수업시ζ뻐| 대한 교사으| 의견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 

문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도덕(75.0%)， 기술·가정(실과， 52.0%), 사회 

(46.0%) 순으로 선택하였다.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29%, 국어 14%, 

과학 4%, 외국어 3% 등이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 적절한 수업시간 

으로 선택되었다. 

[그림 7-12J 가족 친호}적 가치관 교육의 적절한 수업시죠빼 대한 교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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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 성평통 가치관 조사~， 2006.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학교급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보였대p<.OO1). 사후검증 분석결과， 도덕과를 선택한 경우는 

고등학교φ8.0%)보다 초등학교(77.0%)나 중학교(8 1.0%) 교사가 많았다 사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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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중학교 교새35%) 보다는 초등학교(49%)나 고등학교δ5%)가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기술·가정(실패은 초동학교(26%)보다는 중학교(54%)와 고등학교(60%) 교 

사가 더 많이 선택하였다 요컨대，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 교 

사는 도덕과 사회， 중학교 교사는 도덕이나 기술 가정， 고등학교 교사는 사회나 

기술·가정 수업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사의 성별에 따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다루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달랐대p<.OOl). 사후검증 분석결과， 사회시간에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교새57.0%)가 여자교 

사(38.0%)보다 높은 반면에 기술·가정(실과) 시간을 선택한 비율은 여자교사 

(55.0%)가 남자교사(49.0%)보다 많았다.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주 담당교과와 비 담 

당교과 간의 인식차이도 발견되었다(p<.OOl). 사후검증 분석결과， 주 담당교과 

교사가 가정을 선택한 비율(60%)은 비 담당교과 교사의 선택 비율(40%)보다 높 

았다 대조적으로 국어나 특별활동을 선택한 비율에서는 주 담당교과(국어 

11%, 특별활동 24%)보다 비 담당교과 교시{국어 18%, 특별활동 36%)가 더 많 

았다 교직 경력에 따라서도 가족 친화적 수업 시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였 

다(p<.OOl) 사후검증 분석결과， 교직경력이 5년 이하 교새7.0%)보다 6년 이상 

의 교사가 국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6-1O년， 11-20년， 21년 이상， 각각 

16%). 유사하게， 교직경력이 길수록 가정시간을 선택한 비율도 높았다. 

3) 가족관련 교육내용 개선에 관한 교사의 의견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내용의 개선방향에 대해 가장 많은 수의 교사들 

(67.9%)은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개선한다’고 응답하였고 28.0% 교사는 ‘저출산의 원인，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개선한다’고 대답하였다 극히 소수의 교사만이 ‘현재 교육 

내용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1.0%)’거나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1.9%)’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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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교사가 출산·가족 친화적 교육에 관심을 가 

지고 있으며 교육내용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있음을 보여준다. 

출산 및 가족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개선할 때 가장 고려해 

야 할 점에 대해， 54.0% 교사는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하였 

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대29.1%)’ 

와 ‘특정 가치가 주입되는 방향을 지양해야 한다{1 1.0%)’를 선택하였다. 소수의 

교새5.2%)는 교과간 내용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7-13J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시 필요사항에 대한 교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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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연수 교과과정 지도자료 째랑활동 지도자료 

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대44.7%)’와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 

동 시간 등 교과 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25.2%)’를 선택하여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보조 지도자료의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 19.8% 교사는 ‘출산 및 가족 친 

화적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지도 

자료와 함께 교사연수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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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응경향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28， p<.01). 초등 

학교(15.4%)나 중학교(16.8%)보다 고등학교(24.3%) 교사는 교사연수가 필요하다 

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재량활동(특별활동)시간에 활용할 지도자료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는 고등학교(19.4%)보다는 중학교(28.5%)나 초등학교 

(3 1.8%) 교λ까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주로 다루는 교과 교사와 그 외 교과 교사 

간의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였대x2=28， p<.OO1). ‘교과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화료의 개발과 보급’에 대해 주 담당교과교새49.8%) 

는 비 담당교과교새36.3%)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재량활동(특별활동) 등 교과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료 개발과 보급’ 

에 대해서는 비 담당교과 교사(32.6%)가 주 담당교과 교사{20.4%)보다 더 필요 

하다고 반응하였다. 

[그림 7-14J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시 필요사항: 주 담당교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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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 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3.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의 시사점 

학생과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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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산에 관한 학생인식과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의 학생들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양육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선택 

하였으며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력이 약화되거나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었다.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출산 관련 내용은 기술·가정(실 

과)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등 기타 교과 외 시간에 가르쳐졌다 출산 관련 수업을 듣고 난 후， 학생들은 

생명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 

생각이 안들었다거나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증가했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출산 관련 교육내용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족에 관한 학생인식과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다양 

한 형태의 가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학생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학생보다 약간 많았지만， 연령이 어리거나 양부모님이 모두 생존하는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는 원 

인에 대해서， 부모의 별거·이혼·재혼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가 

족이나 양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일찍 돌아 

가셨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학생의 가족구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족 내용을 배운 시간으로는 도덕， 기술·가정(실과)과 사회가 가장 빈번하 

게 선택되었다. 학생들이 배운 가족 관련 내용은 가족의 소중함이나 중요성， 가 

족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이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가족 관련 내 

용을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련 내용을 학습한 후， 학생들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상당수 학생은 갈둥 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다르다 

거나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출산과 마찬가 

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평가 비율도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가족과 관련한 학습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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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선방향에 대한 교사의견을 분석하였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교 

사인식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교사들이 저출산·고령사회는 심각한 문제라 

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들은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필요 

하며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경향은 교직경력이 

길수록， 출산경험이 있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출산 관련 학교교육 실태에서는 전체 교사 중 절반(47%) 정도가 출산 관련 내 

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만을 대 

상묘， 출산과 관련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교λ}들은 대체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 

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 등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교과서의 삽화나 사진， 도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긍정적 평가를 크 

게 앞서게 나타났다 특히 교λ}들은 보조 지도 자료의 부족과 진부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가족 관련 학교교육 실태에서는 절반 이상(53.9%) 교사가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가 

족 관련 학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 

서오가 현실성， 반영，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에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우세하였다 특히 학교급이 높은 교사이 

거나 도덕， 사회， 기술 가정(실과) 담당교사들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 

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애로사항은 보조 지도 자료의 부족과 학생 흥 

미 유발 실패 등이었다.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업 

시간， 교육시작 연령， 개선방향， 개선 시 고려사항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 

였다 그 결과， 교시들은 사회과， 기술·가정(실과)， 도덕시간에 출산과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가치관 교육을 시작해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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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시대성과 사회성 

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 

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루도 

록 수업시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출산 관련 내용은 제한된 교과에서 

만 다루어지고 있고 주로 지식 전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친화적 가치 

관 형성에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충분 

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 

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면서 시대 

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조 지도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성별이나 연령， 가족 구성 등 학생 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에 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출산 및 가족 친 

화적 내용에 대해 진부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에게는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미화해서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사회와 국가와 관계， 가족 갈등과 화해 동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교직경력， 성별， 출산경험 여부， 담당교과 등 교사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교 

직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 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교사인식을 제고할 뿐 아 

니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방법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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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출산·가족 가치관 관련 교육내용체계 및 개선방안 

1. 출산·가족 가치관 관련 교육내용 분석의 기본 방향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출산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와의 관 

계 속에서 고려하교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내용 

을 분석하여 2뼈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도 자료를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 간의 관계 차원인 매크로적 시각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관 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은 출 

산에 관한 올바른 판단력을 지닐 수 있도록 효}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며， 더 나아 

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쩨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편 출산과는 달리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절대선이므로 가치관 교육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나， 우선 가족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형태(입양 

가족， 재혼가족 등)도 정상적인 가족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 

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출산 및 7}족 친화적인 가치관에 대 

한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 방향을 이와 같이 설정하고， 현직 교과 선생님들 

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분석 및 개발할 교과와 대상 학년을 정하였다. 교과의 

성격 및 목표와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과의 관련성， 교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 교과는 도덕과， 사회과， 가정(실)과로 정하였으며，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수-학습 지도자료는 2007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즉시 

사용 가능한 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각 학교급과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출 

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교육내용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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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도덕， 사회， 가정(실과)의 교육과 

정 및 교과서별 분석의 기본방향과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교 교육내용 분석 

1 ) 초등학교 도덕과 분석의 기본방향 

O 가족을 통해 생명존중， 사랑， 화목， 배려， 용서와 같은 덕목， 예의범절을 

길러줄 수 있다. 가족은 심정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에 근간이 된다 

O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간에 성 평등 모텔에 기초해야 한다 

O 가정과 직장 사이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O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자기 자신， 조상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어야한다. 

O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줄 수 있어 

야한다. 

O 가족과 사회 및 국가와의 연계， 가족친화적인 가치관이 사회나 국가의 발 

전에 기틀이 된다. 

O 행복한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초등학교 사회과 분석의 기본방향 

O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사적 생활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 

치·경제·문화·법 등 제반 사회 영역과 관련 있는 사회 문제이다 

O 저출산 현상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인구 구조의 변동이나 저출산으로 나 

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탐색한다. 

O 인구 감소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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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학교 실과 분석의 기본방향 

O 가족의 형태는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2세대 가족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 

의 형태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델이 된다. 

O 가족들이 함께 7씨노동에 참여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7씨노동에 참여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나누어가지는 행복을 배운다. 

O 다양한 가족 안에서 ‘나’는 가족 구성원 중 하나이며 가족원으로서는 가 

정생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주적， 능동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가정생활의 소중함을 지킨다. 

나. 중등학교 교육내용 분석 

중학교 1-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도덕， 사회， 가정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내 

용 분석의 기본방향을 살펴보았다. 

1 ) 중등학교 도덕과 분석의 기본방향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과 관련한 내용요소를 근거로 하여 도펙과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영역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어떠한 방향으 

로 가야할 것인지를 제안하였다. 

적합성 부분에서， 도덕과의 목표 속에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내용이 적 

합한지，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고 관심을 두는 소재를 바탕으로 예화와 학습자 

료(만화， 포스터， 광고， 동영상 등)가 제시되었는지， 수업 시간이나 수행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과 분량인지， 각 학교급별 학년에 맞게 학생발달 사항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가정이나 사회과에도 다루고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 

전달 위주의 내용보다 가족， 생명의 소중함과 관련하여 도덕적 감정을 자극하고 

도덕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며 실천과 체험의 기회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지， 학년 

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다른 교과와의 차별성을 두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 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439 

제시 방식과 전개 방식이 지나치게 당위적이거나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 

각해볼 수 있는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자율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는지， 

삽화나 사진에서 성차별적 요소나 편견을 유발승}는 면은 없는지， 도표나 통계가 

최신 자료이며 정확한지， 내용이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편중된 것은 아닌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덕적 영역에 있어 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행동적 측면에 

서 고른 학습 자료를 담고 있는지도 중요한 사항이고 내용면에서 최근의 현대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흥미로운 자료들로 채워졌는지를 검토하였다. 

2) 중등학교 사회과 분석의 기본방향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교육 내용의 적합성 여부 

이다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출산 가족 친 

화적 가치관 함양에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선정하 

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사회과는 보다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목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출산과 

가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보다는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을 학습 내용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존의 교육과정 

이 일반 사회， 지리， 역사 등 아주 낮은 수준에서 통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주제와 같이 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이슈를 특정 학년의 특정 단원에서 다 

루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 과정 체계를 전제로 하여 최대한 관련성이 높은 단원을 

선정하였고， 내용 수준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발달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수준 

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등학교 가정과 분석의 기본방향 

O 생명의 탄생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소중한 의미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 

O 부모가 되는 일을 가치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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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 

O 부부간의 육아 분담， 탁아시설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보완으로 양육의 기쁨 

을 누리고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O 미혼부모들도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사회적 인식 

O 획일화된 남녀의 역할 분담 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성의 존재임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내용 

O 한부모가족， 채혼 가족， 입양가족， 복합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다양한 가 

족의 형태 

O 가족간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O 가정생활 설계와 관리를 실제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 

O 가족간의 유대 강화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가족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방법 

O 가족해체， 가정폭력， 장애가족원 등， 가족원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하 

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와 함께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 

2.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1 ) 초등학교 도덕， 사회， 실과 교육과정 분석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도덕， 사회， 실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예시로서 초등학교 사회과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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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짧j 교육과정 

3 4 5 6 

고장의 자연 환경과 우리 지역의 모습 ·우리 국토의 모습 우리 겨레의 삶의 

인간과 
인문환경과의관 ·사도의 지도 그리 ·환경의 이용과 보 터전 
계 전 우리와 관계가 김 

공간 ·도시완효랍 지염윈 은나라들 
갱활 ·지구촌 

고장생활의 변천 옛 도읍지와나라들 ·문화전통의 계승 민족국가의 성장 

인간과 ·고장의 문화적 전통 ·박물관과문화재 경제윈 성장 ·민족문화의 발달 

시간 근대 시민 사 회의 
발달 
-현대의 한국 

시장과물자 이동 지역의자원과생산 웅린난략외 경제 성 ·우리나라의 민주정 
고장의 여러 기관과 ·물자 유통과 상호 

· 효정보화 시대의 산 치 
단체 의존 ·민준 시민왼 권뢰앞 
고장사람들의 노력 지방 자치와 주민 업 활동 윈포 

생활 ·지구휴 문제윈 행결 
인간과 ·지역사회의 문제와 을윈화노렴 
사회 해결 

·우리 지역의 미래 
·단양핸지는가정생활 
-휩El앞 연zl: 생활 
.zl:정띈 살뢰살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의 개념을 ‘사회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 

식과 사회 지식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가 

치와 태도를 육성하는 교과’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사회과의 궁 

극적 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길러 주는 데 있으며， 바람직한 시 

민이란 인권 존중，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퉁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 

양하고，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현안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에 사 

회과는 사회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강구 

하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교과 특성을 적용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변의 현 

상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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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회의 기초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여러 특징을 이해하고 

공동생활의 참여 능력을 기르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사적 생활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문화 법 등 제반 사회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더 이상 저출산의 문제 

를 개인에게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 수준에 머물러 두기에 

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검 

토하고，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 

치하여， 대략 10년 내에 출산 연령에 도달할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거나 가능한 낳지 않 

는 것이 편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대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사회 구조를 탐구함으로써 시급한 인구 감소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의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게 해야 한다. 현행 교과서를 분 

석해 보면 5학년의 ‘우리가 사는 지역’ 단원에서 도·농간 인구 이동 현상이 제 

시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조 차이를 급속한 도시 팽창의 원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에 덧붙여 도시적인 생활양식띠fe style)에서 생겨난 저출산의 

문제점을 추가적인 자료로써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거나， 저출산 현상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인구 구조의 변동이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탐구함으로써 보다 밀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초등학교 도덕， 사회， 실과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도덕， 사회， 실과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 

안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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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내용분석(대영역: 2. 우리가 사는 지역) 
소영역(단원) 내용요소 문제점 개선 방안 

중영역 : 도시 지역의 생활 

도시는 어떤 곳 한 지역이 도시로 발 우리나라 도시 수와 인구 수가 우리나라의 인구수의 증가 

일까 전하기까지의 과정 탐 늘어난 지도만 제시되어있음 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표 

색하기 나 그래프， 지도를 추가 제 

시승F는 것이 필요함 

도시의 여러 문 인구의 도시 집중으 도시의 여러 문제 중 도시화에 도시의 힘든 생활 등이 결혼 
제를 어떻게 해 로 인한 여러 가지 도 따른 결혼율의 저하문제는 언 과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 
결할까 시 문제 탐구하기 급되고 있지 않음. 중의 하나라는 점을 보충함 

도시의 여러 문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랍에 약 200쌍 결혼이 주택문 결혼이 주택문제의 원인이 
제를 어떻게 해 인한 여러 가지 도시 제의 하나의 원인으로 나와 있어 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결할까 문제 탐구하기 결혼 때문에 주택문제가 발생하 삭제하는 것이 좋겠음. 

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도시의 여러 문 도시 문제의 다양한 환경문제의 결과로 사람과 동 기형아 출산이나 불임부부 
제를 어떻게 해 해결 방법 탐색하기 물에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도 환경문제가 중요한 원인 
결할까 을 예로 들고 있음 임을 보충하여 기술하는 것 

이 필요함. 

선택학습 인구 수 변화 그래프 대전의 인구 변화 그래프를 인 그래프를 보고 인구 증가폭 
를 활용한 해설， 도시 구가 늘어난 점만 부각시켜 나 이 줄어들고 있음을 결혼과 
의 인구 집중 원인 정 타내고 있음. 출산율이 저하와 연결시켜 
리하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음. 

도시 수와 인구 변화에 관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 수와 인구수가 늘 

어나면서 2聊년대에 들어 새롭게 도시가 된 곳이 많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수의 증가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표나 그래프， 지도를 제시함으로써 출산 

율의 저하와 도시발달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인구의 증가와 도시발달과의 상관 

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단원에서 인구집중으로 인한 여러 문제 -

부족한 주차 시설， 쓰레기 문제， 부족한 주택문제 등 - 를 나열하고 있는데 교 

과서에 나오는 문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화에 따른 결혼율의 저하문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부족 

한 주차 시설， 쓰레기 문제， 부족한 주택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을 이루려고 하 

지 않고 결혼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음을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1일 평균 200쌍이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주택문제의 하나의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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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있어서 결혼 때문에 주택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결 

혼 때문에 주택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독신 

으로 자립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 주택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환경문제의 결과로 사람과 동물에 호흡기 질환 

과 피부 질환을 일으키며 식물의 성장에 해를 끼친다고 서술되어있다. 최근 들 

어 기형아 출산이나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환경문제가 중요한 원인임 

을 보충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학습에서는 대전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대전의 인구 변 

화의 특징을 써보는 활동을 통해 도시가 발달했음을 알게 한다. 그래프를 보고 

대전의 인구 변화의 특징 중에서 인구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뿐 아 

니라 결혼과 출산율의 저하가 새로운 도시문화의 문제점이 될 수 있음을 나타 

내야 할 것이다. 

나. 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1) 중등학교 도덕， 사회， 가정과 교육과정 분석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도덕， 사회， 가정과의 교육과정 

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학년별로 인간과 사회를 기준으로 다른 측 

면을 강조하고 있다 7학년에서는 지역과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8학년에서는 

시간과 역사 개념을 중심으로， 9학년에서는 정치와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10학 

년에서는 지리， 문화， 정치， 경제， 시민 사회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편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8학년의 ‘개인과 사회의 발전’， ‘사회생활과 법 규범’， 

9학년의 ‘인구 성장과 도시 발달’， ‘민주 시민과 경제생활’， 10학년의 ‘생활공간 

의 형성과 변화’，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등은 

본 연구의 주제인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과 연관성을 지닌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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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Q혔 
교육과정 

7 8 9 10 

·지역과사회 탐구 ·현대 세계의 전개 현댄 ~휠잎 변화와 ·국토와지리 정보 
중부지방의 생활 돼효 ·자연환경과인간생활 

·남부지방의 생활 자원 개발과 공업의 ·생활 공칸윈 형성표 
인간 ·북부지방의 생활 발달 뾰확 
과 -아시아및 아프리카의 ·인굿성장과도λ1 ·환경문제앞지염문제 
공간 생활 겔효 문화권과지구촌의형성 

·유럽의 생활 지구촌사회와한국 

아메리카및 오세아니 
아의생활 

·지역과역사탐구 ·유럽 세계의 형성 지구촌사회와한국 ·문회권과 지구촌의 형성 

·인간사회와역사 ·서양 근대 사회의 발 -시민 사회의 발전과 

인간 
·인류의 기원과 고대 전과변화 민주시민 

과 
문명의 형성 ·아시아사회의 변화와 

시간 
아시아 사회의 발전 근대적성장 
과변화 현대 세계의 전개 

·현대사회와민주 
시민 

지역과사회 탐구 ·현대 세계의 전개 . .'i]조 정치앞 시민착여 ·시민 사회의 발전과 
현대사회와민주시민 밍줌시잎관경처] 민주시민 

인간 
ilil곽사회외 발천 책활 -정치 생할과국가 

과 
·사횡 생활관법 균범 시장경제의 이해 ·굴인 경처]앞 합뢰점 

사회 
현대 사회의 변화와 쇠댈 
대응 ·공동체 생활관 사회 
지구촌사회와한국 발전 

사흰 변동곽미랜~흰 

하지만 앞서 비판한 바와 같이 이 같은 내용 체계에서 학년 간 계열적인 학 

습이나 학문 간 통합적인 학습은 상당히 어렵다. 학년별로 내용 체계가 전혀 

다른 학문적 바탕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주제들이 보다 큰 

스트랜드18)로 수렴하기보다는 개별 학문의 영 역으로 분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 

다. 특히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과 같은 다층적인 양상을 지닌 스트랜 

드를 다루기위해서는 현재처럼 단순 나열식의 교육과정 서술구조로는 불가능하다 

18) sσand; 미국 사회과 교육학회(NCSS)의 주제 중심 교육과정에서 제안된 개념. 비교적 광의적 
인 학습 주제의 영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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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분과 학문별로 널리 인정을 받은 이론이 

나 백과사전식 단순 사실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주제 학습으 

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10학년의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단원에 

서 인구 피라미드 개념이 제시되며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조 차이를 피라미드 

형태의 차이로 설명하고 일제시대 이후부터 지속된 이촌향도 현상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보다는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인한 도시적 생활양식(life 

styl려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자료로써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거나，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른 인구피라미드 변천과 함께 인구구조의 변동이 야기하는 문제점 

들을 일반적인 사례들을 탐구함으로써 보다 밀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의 서술 체계에서 불필요한 탐구 과제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대신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보조 활동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8학년에서 ‘사회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을， 9-10 

학년에서 ‘인구구조의 변동’과 ‘도시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 가치관 함양을 추구할 수 있는 독립된 차시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2) 중등학교 도덕， 사회， 가정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도덕， 사회，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추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 일부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 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447 

〈표 7-fS) 중1 도덕 교과서 내용분석(대영역 2: 가정 · 이웃· 학교생활 예절: 
중등학교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일부) 

교과서 

관련단원 
내용요소 

중영역 l 행복한 가정 

(1)가정은 왜 중 
요한가? 

(2)건강한 가정 
(3)부모와 자녀 

간의 도리 
(4)형제자매간의 
도리 

。가정의 소중함 

。공동체로서의 가족 
。가족의 의미 

。가정에서의 도덕교육 

。가정 생활의 변화 
。가족 구성원의 역할 

。건강한가정의 특정 

。가족 구성원간의 정 

。건강한 가정을 위한 노 

력 
。가족 이해의 의미 

。가족 대화의 중요성 

。가족간의 예의 

。부모님의 사랑:자애 
。자애의 참된 의미 

。효도의 의미 

。 효도의 필요성과 중요성 
。효도의 방법과실천 

。진정한 효도란? 

。형제자매의 중요성 

。우애의 의미l소중함 
。우애의 방법과 실천 

문제점 

。 확대가족과 핵가족 만으 

로 가족의 변화를 제시 
하여 현대 가정의 모습 

의 변화상을 표로 제시 
하였으나 그 모습이 구 
체적이지 못하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팔，다리，머리，몸통으로 

구별한 것은 좋으나 이 
를 가족 구성원들 개개 
인과 결합시켜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연이 부 
족하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부모를 결부시켜 그들 
의 사랑을 묘사할 필요 
있다. 

。 지나치게 효의 당위성만 

이 강조되고 효를 행해 
야 한다는 내용의 분량 
도 지나치게 많아 식상 
한느낌이 많이 든다. 

개선 방안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제시(외 

동가정， 한부모 가정， 
재결합가정， 다인종가 
정， 입양가정 동) 
。또한 이러한 가정이 비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 ‘함께하기’ 등을 통해 
가족 각 구성원들의 역 
할을 생각해보고 직접 
써보게 하여 가족 내에 

서 자신의 할 일과 다 

른 가족의 해야 할 일 
들에 대해 고민해보기 

。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노 

부모를 결합시켜 함께 
사랑해야할 존재로 생 
각 

。효의 이유를 좀더 설득 
력 있고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개인 각자의 이 
야기를 해봄으로써 일 

반화된 시각에서 나아 
가 생활에 와 닫는 자 
신의 이야기완성하기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이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의미의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부모에 대한 효도는 어떤 것인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입양가족， 재혼가족，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이 있으므로 이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를 고려한 발 

문이나 예화가 제시되어 보통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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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거나 소외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양성 평등의 가 

치관을 심어주어 사회관계와 자신이 꾸려갈 미래가정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표 7-7) 중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E 유럽의 생활): 중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일뷔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정 l 개선 방안 
중영역 :1. 일찍 산업화를 이룬 서부 및 북부 유럽 

(6) 노동력이 부 l 북서부 유럽의 인구 | 제시된 텍스트와 인구 피라미 
족하데요! 할머 | 감소로 인한 노동력 | 드를 학습하면서 국가의 선진 
니， 할아버지는 | 부족 및 노인 인구 | 화 과정에서 인구 감소가 보펀 
어떡해?(디 비율 증가에 따른 | 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 

문제 l 할우려가 있음.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기 

。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 
하여 대안 제시하기 

。 적정 출산율에 대하여 국가 
별로 비교하기 

중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학습자가 살고 있는 지역과 

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내 고장， 국토， 세계로 범위가 확 

대되면서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 

인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을 본 학년의 교육과정 속에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의 삶에서 어려운 점들을 찾아냄으 

로써 도시라는 공간적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함협F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매우 급하게 진행되어 이미 도시 

성장 단계 이론19)의 종착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통일 이후에도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도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학습의 의의 

가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여러 지역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출산율 감소 

현상에 관련하여 사례를 추출하여 학습하는 것도 좋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적 

19)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초기 단계-가속화 단계-종착 단계로 구분하는데， 전체 인구 중 도시 

거주 인구가 70% 이상이 되면 종착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에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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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이민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심각한 출산율 감소 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비교적인 안정적인 인구 추이로 전환하였기에 우리에게 많은 시 

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7-8) 고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 가정생활의 설계): 중등학교 
가정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일부)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1 문제점 | 개선방안 
중영역. 결혼과육아 
배우자 선택과 결혼의 의미 
결혼 

배결혼우(자금) 선택과 결혼의 준비 성숙하지 못한사랑의 예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제시 바탕으로 성숙한 사랑에 대한 구체 

적 설명 
배우자 선택과 결혼의 준비 결혼 비용이나 결혼 절차 등을 결혼 
결혼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준비 할 수 

있어야 함을 설명 
임신과출샌금) 부모됨의 의미 부모 됨의 동기-불순한 자녀 출산의 긍정적인 연 강조 

목적의 자녀 출산 
임신과출산때) 부모됨의 의미 여성은 부모가 됨으로서 유급 육아휴직이나 사회 탁아시설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을 이용 동의 기반시설 설명 
수 있음을서술 

임신과 출산(금) 부모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 양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역할 
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조 
설명 결여 

임신과출산 임신과태교 외성국 설의명 태교법 소개로 태교의 중요 

임신과출산 출산 
아동발달 신생아기， 영아기， 특수아동문제 결여 장애특수 아아동동에의 대 발하달여단 편계견 갖지 않도 
(금， 천) 유아기， 아동기 록 도설명해줌 

신생아기， 영아기， 아동의 발달적 특정을 알고 양육하 
유아기， o}동기 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 중 

아동 발달(금) 아동돌보기 탐구과제-맞벌이 부부의 탁아시설이용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 
육아문제가 어렵다는 신 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 
문기사 는신문기사 인용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자녀에게 절대적인 사랑 

을 베품으로써 얻어지는 행복함과 충만함을 배우도록 한다. 또한 가사 노동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나누어가지는 행복함을 

배우게 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원 모두가 7싸노동에 참여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기 전부터 경제관념을 뚜렷이 하여 장기 

적인 생활 설계로 안정적인 주거를 얻음으로서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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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현대사회는 맞벌이 부 

부의 증가로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됨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들을 설명해 주고 자신에게 맞는 자녀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해서 장차 아버지가 될 남학생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일깨운다 

제 6 절 출산.71족 친회적 자1관 교육을 위한 지당{료 지도 지침 

1. 초등학교 지도자료 

초퉁학교 어린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지 

도 자료를 도덕 사회·실과의 각 과목별로 2차시씩 개발하였다. 교육내용은 어 

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내용으로 선정하였고， 이야기 자료， 활동 

자료 등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학습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 

다 올바른 행동 실천을 강조하여 활동 중심 수업으로 전개되도록 하였다 

가. 도덕과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초등학교 도덕과는 초등학생들에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 

해서 생명존중과 가족 간의 용서와 이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6학년 2학기의 단원 중 ‘소중한 

생명’과 ‘너그러운 마음’에 관련된 것으로， ‘소중한 생명’이라는 주제에서는 자 

신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여러 활 

동 자료를 통해 습득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용서합시다’라는 주제에서는 가족 

내에서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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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과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인구 증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에 접 

근할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5학 

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도시 지역의 생활’ 및 ‘촌락 지역 

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도시 생활의 문제를 알아보아요’라는 주제로 도시 

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라는 주제로 촌락의 큰 문제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인구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다. 실과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편견 없이 대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알고 서로 돕는 마음을 지 

닐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모두 5 

학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의 가정생활’에 관련된 것이며， ‘가족의 다양성을 

알아봅시다’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알고 편견 없이 대하는 자 

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의 일은 함께 해요’에서는 남녀평등 의식 

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가족관계 및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라.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예시안) 

개발된 전체 6차시분의 초등학교 교수-학습 지도자료(도덕 2차시， 사회 2차 

시， 실과 2차시) 중에서 사회과의 두 번째 차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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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νl 딩개관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1 

판련 
5학년 1학기 사회과 학습주제 촌학의 인구 감소 

단훤 
2. 우려가 사는 지역 

- 혼학 지역의 생활 
학습자료 방총자료/ 학습지 

가폭 교수，학습 훨폼 탕구학습 
친화척 인구 의 감소로 인한 문제점 

영역 
수업 시간 40분(1차시) 

교과학 아 촌학 지역의 푼제정올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습목표 ￠ 촌학의 푼제점 에 따른 대안올 쩨시할 수 있다 

l 친 목가화표촉척 흩학의 큰 푼제인 인구 캄소와 고령화의 헨인올 쪼사하고 인구를 중7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의 혜교 사태를 통해 통기를 부여하고， 이틀 문제점이 생 기는 이유와 

원언을 여러 가지 차료를 통하여 조사해 본다， 

쩨 교되는 지역 의 학생 입장에서 혜교 후의 일과를 상상해 보고I 그 원인 

이 인구의 감소로 인한 현상임을 파악하게 한다?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낙 

후성과 고령화와 환련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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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를 사회과11]도자료 깥 흔략’ ” ’ ’ 1 

a 교수학씁지도한 

단계 과갱 교수·학습활동 유의사항 

양 풍기 유받하기 양동시 듣기 교사창고자료1 

-생훌 촉 ;성험을 통 아푸도 없었습니다 j를 통해 ~ 풍시 듣려주 

도입 한 풍기 유받하기 
촌락이 가지고 었는 문제정 알기 

기 
용 촌락 지역의 문져|정을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운제갱 에 따른 대 

t양 학씁문제 제시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양활동j 양통놓계업 자료보기 교사창고자료2 

- 흔학의 운제정 갖 가구및농가인구통계 ~통계 자료 

아보기 
자료보기 

h뻗:iJmIr원낀g 
f상 훌풍‘l 

- 과제활풍 밭표 - 흔락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 go.kr/sociat1/

알아보기 
- 인터넷이나 신풍기사 스묘랩을 
통해 촌학의 운체갱 파악하기 

- 쪼사해 용 내용을 받표하71 
----------------- ---- - - - -----
1상 훌동2 i:l훌똥2 학생참고자료l 

- 학슴지 활동 - 촌학의 문제쟁이 받생하는 까 """촌학의 인구 
밝알기 

감소현인 핫기 
- 촌학획 문제정 받생원인 알기 

천7H - 촌학의 문제에 관심 을 가져야 
하는까닭 알기 

t양 훌풍 3 교사장고자료3 

- 촌학의 문제에 따른 대안 제시 ~ 방좋 자료 
하기 

2005년 '10월 3C 
- 조사 내용 밭표하기 
양 훌동 4 영상자료보기 일 J<:llS 취재파 

- 2005년 '10월 30일 J<:llS 취재파 일 432:1 
일 4321 충 t어느 농촌 학교의 부 

활‘ 

i:l 황동 3 i:l 활동 5 학생창고차료2 

- 학숨 활동결과 밭 - 촌학의 운제갱을 극복한 뉴스 꾸 ~뉴스꾸미기 
정려 표하기 미기를 통해 학습 훌홍 철과 밭표 

하기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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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초등학파 사회과 지화}훌 깥 촌락m1 인구 ’ -’ gI 

뎌참고자료 

짧교사용참고자료 

‘ 아푸도 없었습니다 풍시 자료 

아무도 없었습니다. 

폐교된 지 벌써 3년. 

잡초에 묻혀 있는 교갱 에는 세총 대황만이 

흘로 그 자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탱 빈 교실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을씨년 

스렵기 쩍이 없었습녀다. 

칠환에 남아 있는 낙서만이 떠나간 친구들 

의 아픈 마음을 천하고 있었습니다. 

/찰 있거라/ 갱든 학교야. 

꿈을 커웠던 정든 모교 

난 널 잊지 못할 거야. 

선생 님/ 운동장/ 친구들 .... 

찰 있거라. 난 너회들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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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웰잔회과 ;J닮료‘”“구 딛| 
않형교사용 참고자료 ‘· 농업 가구 및 놓가 인구의 통계표 

·~설혈영"1ëifi~.Ii\ßj!'Ð!!lfj!와때l없행!lIIIIIIIIIIIII훌-톨톰를훌훌톨훌를톨a햄혔행 

농업 가구 빛 농가 인구 
l잉양 영 i석ξ-?ù!. s ‘，ι:-:.t:'U ‘g잉 ûi 

훌 2딘영후겨t강Jf수， 원|씬구 

~ ι*기앙 '"써 'ßlI 잉‘l ‘ 잉7‘:;t，~~ 

}}.i’l 
.1.l .!:ìHl!i.찌 

~)jr 눴시)j샅끼끼잉‘’지 않혈 앉헬표강3 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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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틀웹사회과I힐|료rJ 흔락의인구 , I 
협썰교λ많 황고짜료 

• 어느농흔 학교의 부활 

지난， 20.여년간 천축얘셔 3천여재 농어촌 학교카 인구 감소얘 *f른 학쿄 통폐합 정책에 
、밀려 뱃、바라 폐교를 31솜니다， 그런혜 셔l록 극소수이긴 하지만 폐쿄〈 위기얘까지 이르렀 
다가 호히려 도사 학생들이 청학을 오는 명릎학교로 활바꿈한 초퉁학교률이 었습니다‘ 
교육 주쩨듣의 헌신혀인 노혁과 인척력인 만낭 좋성획 ;Q육흐로 살려댄 이듣 학교를 찾 
아가뤘습니다 
정남 ‘김해시 장동연/ 여차al 용산호륭학교‘ 3년천까지만 해도 학생수 30.'명을 밑톨덩 

이 학표가 한 교장선생님의 부임을 계기로 엄갱년 연신애/8풍합니다、 산플 학교에 밤야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학교 구석구석율 돌며 야간 경비를 정니다、 다릅아년 이 학교 
쿄;장 최용친씨입니다i 쿄대 인원도 었어 매일 밤/혼자서 경비를 맡아 용 치가 벌써 3년 
째. 원혜 사쩔 경비업쩨 칙월이 었었쳐만 찍씨는/부업칙후 자신이 픽검 경1I]률 맡기료 
했습니다- 경비껴]1천3빼여만 원을 아껴 학교 얘산애 보태키 、위혜셔였습니다 회써가 이 
학교얘 부엄해 용 것용 지난 20.02년ι 당시 천쿄생 26명야었습니다. 최써는 꽤교 척천획 
학쿄를 쌀리기 취혜 팔을 곁었습니다. 
어련]학년 학생틀어지만 외국인의 을용에 익숙하채 대합합니다， 천교생이 일주일에 

3시간씩 행어민을 만냐는 덕에 과외 따로、받융 훨요가; 었습니다 지난혜 셔울에셔 김해 
로 이사〈 용 흥행주씨， 야듣 우푼이를 겹 앞 초흉학쿄 대신 1시간이나 멀어원 용산호퉁학 
교로보냈습니다. 
?혁원에 가쳐 않아도 학쿄 자쩌 애에써 프로그햄이 짜로 었거든요 다양하게 뷔 。}칙 

온 효 호풍학생이니까 자연하고 같이 쟁활을 하연셔 공푸도 흥 자연스렵게 받아들이연셔 
할 수 었는 그런 면에셔 창 좋용 거 맡아요X 
용훈이쳐렵 소운을 듣고 이 학교로 천학 용 학생이 천쿄생 1빽10.여명 가운허I :;훈의2 

가향이나 휩니다 2.0 켈로미터냐 멀어전 김해시내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찾아을 만쯤 이 
학교는 이 지역에셔 선방의 대장이 횡 것입니다i 학교가 희생하기까지는 졸업생들의 도 
용도 컸습니다. 
도시에 었는 대학교수듣도 홉치애 나섰습니다 6명의 교수들이 쳐주로 2시간썩 하는 
체험활톨r수업을 우보수로 망았습니다. 
해쿄 위기에셔 쌀아난 흥 다른 호풍학쿄입니다 、미술치료 분야를 천공한 한 학부묘가 

째추 4학년 여학생들만 따로 효아 특별활동 지도를 합니다. 오늘 할 거는 뭐냐연 그냥 
너네 하던 대로 해 오늘용 너회가 그렇게 고대하던 자유화야ν 자기가 그련 그렴을 셜탱 
하연셔 내연의 비밀도 털어놓는가 하연 친구의 의미를 밭견하기도 합니다 
학교 규묘가 확아원 덕에 학부묘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더육 가까이셔 셔로를 보게 
휩니다- 공풍체 내에서 각자의 역할도 더 커졌습니다 

농어촌의 소규묘 학교는 흔허 대도시 학교에 비해 교육 환경여 낙후될 것￡로 알려져 
었습니다 그허냐 교육의 혁명용 오히려 폐교 위기에까지 몰렸다 펴쌀아난 농어촌의 소 
규묘 학교에셔 서잭되고 었습니다， 

h뼈:J fwww.kbs.∞ kr/4321 
20.(6년 m월 30.일 방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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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파 A팩과 지로X벌 a 훌락의언구 ‘ ” ’. 
앓앓학생용 참고자료 

• 다음 보기 춤 촌학에서 당면한 문제점들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교통 혼갑r 인구의 고령화I 주택 부족， 농산물 수엽 개 방; 

의료 시셜 부족， 과밀 학급， 01농 현상， 문화 시셜 부족， 

대기오염 문제I 바다오염， 저소득1 석탄 수요 감소， 주차문제 

* 농촌， 어촌1 산촌 가운데 한 촌략을 션택하여 촌략에서 얼어냐는 문제 

점과 그 원인에 대하여 마인드 볍으로 작성하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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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파사회과f3l탈벌ε 촌락의 인구 ’ 7I 

앓싫학생용 참고짜료 
• 촌확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하냐씩 생각하여 

뉴스를 꾸며 봅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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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학교 지도자료 

가. 중등학교 도덕 지도자료 

1 )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본 지도 자료는 우리 사회에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의 도덕，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 

단력， 행복한 가정생활의 자세，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 가정 설계， 우리 가족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개발된 5차시의 지도안은 동일 

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1,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때에 따라 수정 보완되어 중 

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도 사용되어 질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5차시 분은 연속적인 내용의 지도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발의 방향과 

내용 선정의 이유는 차시별로 개관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사고력， 도덕적 행동 등 인지， 감정， 행동 영역 

에서 고른 활동을 두어 도덕적 성장에 기여하려고 하였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 

을 통해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를 시도하였다. 

2)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 

개발된 전체 5차시 분 도덕과 교수-학습 지도 자료 중에서 세 번째 차시의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를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60 

h 중등‘동덕과 I화〓‘“ “ 거래요 rI 
a 개관 

중학교 1학년 도덕 n 가정 , 이꿋 , 학교생활 예컬 

판련 단원 
1 행복한 가정 

(지 가갱은 왜 중요한가? (2) 권강한 가정 

(3) 부모와 자녀 간의 도려 

학습주채 가족에채 사랑표현하기 

1.. 우려가 가족과의 판계 에서 가창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랑임을 알 

수있다 

학습목표 
2 가족칸의 사량은 표현할 때 의미 가 있으며/ 표현하는 사랑이 。F릅 

다용을 실천할수 있다. 

3、 ’우리 가족 1.Q.겨l 명’을 통혜 우려 가측에 맞는 가족 사랑 실천 방 

법을 찾아 실천할수 있다 

가족이한 우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버팀목이 된다. 7l청을 바탕으로 사 

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71족이 우려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이 갈수록 흔들려고 무너지고 있으며 서로의 자폰심이나 이기심무로 인 

해 서로 상처주고1 본의 아니께 서로에께 피왜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 

리가 가족하면 가장 먼져 ℃떠오르는 단어가 i사량이라고 한다， 가족간의 사 

량이 었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에도 우려는 이 련 사량을 표현하는 데는 너 

무 서툴다. 따라서 이 수업 에서 사황은 무엇보다도 표현이 중요하며 표현하 

는 사량이 아름다운 것임을 체험할 수 었께 하는데 수엽의 목척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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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파도덕과지돼휩자량은표현핸거래- -
a 교수 학습 지도딴 
교수 

유의 
학습 수엽내용 표수학습활동 

사항 
단체 

가족의 외미 가록하면 떠오르는 생각올 척옴으로써 우리 가족이 학생 

되새기기 내에게 추는 의미 생각하기 용활 

만약 나에께 가측이 없다연?’이한 발푼올 통혜 실제 풍자 

가족이 없다연 나에게 어뻔 상황이 벌어철지에 대해 료1 

도입 생각혜보께 한다‘ 
가측의 가촉구정훨들이 각자 우려 가족올 위혜셔 실천하고 

화목을위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나의 실천 

방법 찾기 

우려 지 금까지 생활하연서 우려 가측이 나를 사랑한다고 학생 

가족에게 느낀 갱우나 내가 가족 구성훨들올 사랑해서 한 행동I 용활 

사랑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고마융올 제대로 표현했거 동자 

표현하기 나 표현하지 못했던 경험틀을 우려 가족구성훨 하나 료2，3 

하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핫아 척어보기 

학습지를 작정 한 후 학생들에게 내용올 발표하게 

천깨 하여 느낌을 나눈다 많은 학생틀이 창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한다 

가족사랑 표현을 강촉한 공익 황고를 시갱 하게 한 

후 내가 얼마나 가족에 대해 사량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가족사랑 일주일 동안 내가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연서 지내 

표현하기 는지 확인해보고 자기 생활 반생 하기 

정리와 우려 가족올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학생 

확인활훌 들에 대혜 구체척으로 정려하는 Y우려 가족 10.계명’올 용활 

만들어 보고 학쟁들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다 동자 
정리 

교사는 1{)쳐|명 활동이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료지 

이 아니라 실쩨 가정 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4 

요함올 강초하연서 수업올 마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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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도덕과 f3]당벌 〓량은 훨현하는 거래요 ” • 
a 지도지침 

용도입홍 

1.학생들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한 후 가족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단어 둥 

을 생각하게 한다，(학생용 활동차료 1 배부) 

2. 만약 냐에게 가촉이 없다면?’이란 발문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평소 자 

신의 71측에 대한 행동을 쟁각하게 한다， 

3. 자기의 가족을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그들이 가촉을 위해 하고 있는 

긍정척 인 활동들을 생각하여 기록하게 한다， 

& 전개 융 

1. 학생들이 평소 우려 가촉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하고 있는지1 고 

마움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하께 한 후 표현의 구체척인 방법을 충분히 인 

지시키고I 가족 구성원 한명 한명에 대해 척게 한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냐를 사랭해서 한 행폼이냐 고마움을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경우 풍 되도록 구체척인 상황을 제시하며 효과척이고 진심어련 표현 

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용 활동자료 2 배부) 

2. 가족사량 표현을 강조한 공익광고를 시청하게 한 후 내가 얼마나 가측 

에 대해 사량을 표현하고 있는지 일주얼간 스스로를 관창하게 한 후 체크려 

스트를 작성하도록 숙제로 매부한다. (학생용 활동차료 3 배부) 

윷마무리 윷 

1. 가촉 환계의 충요성을 강조하며 우려 가족을 사량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 

들이 따라야 하는지 셜명한다. (교사용 지도자료 참고) 

2. 우리 71촉을 사랑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우리 가족 10계명1을 기록 

하께 하고 자신의 가족에 맞게 보다 구체척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를 집에 붙여 놓고 온 가족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학생용 활폼자료 4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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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활과또덕과지톨 궐 품현꿇'ii!.l/2. 4 

1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짖합‘ 학생 활동 자료 1 

사량하는 나의 가족 

‘/ 

· 」
-
」

2 만약 나에게 가측이 

없다연? 

3 현재 우려 가족구정원 zf자가 우려 가족올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 

인지 구체격으로 써홉시다. 

가족원1-( 

가족웬2-( 

가족훨~-( 

가족훨씬 

가족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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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학생 활동자료 2 

우려 가족에께 사량표현하기 

~ 우리가 쟁활하면서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광하고 고마워하는치를 표현 

하는 방볍을 알아야 상대방에게 효과척무로 나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고 상 

대방의 친심을 ·읽을 수 었다. 사량 표현의 방법을 익혀 우려 가촉 구성원 

한명 한명에 대해 무엇을 사랭이 라고 느꼈는지， 그틀에재 표현하지 못한 것 

은 무엇이 었는지 척 어볼시 다. 

*효과척인 청찬방법 8가지 

1 구체척으로 한다 
2 간결하게 한다 

3 납 앞이나 체 3자에게 칭찬한다 

4 사소한 것용 칭찬한다 
퍼 당사71- 주변의 인움을 칭찬한다 
6 우연 그려고 의외의 상황에서 챙찬한다 
? 상대에 따라 칭찬 내용이나 방법올 달려한다 
8 컬과뿜 아니라 과갱과 노력을 챙찬한다 

가족원 사랑표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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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웰훨i홉훌톨품틀짧홉활톨톰홉톨를홈 
앓?학생 활폼짜료 3 

사량을 표현하세요^^ 

※ 다음 동영상 두 편을 본 후 생각해봅시다 

< 출처- 공익광고협의회I WWW.Wr:F. r:G .KR > 
1. 많은 시간과 경험을 같이 하는 가족들에 대해 당신은 얼마만름 알고 있 

습니까7 (점수를 매켜보세요) 

2. 우려 가쪽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y란 말을 하루 풍안 얼마나 사용하 

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시다 .. (íI자로 표시해보세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꿔 짜
 -
입
二
 
잉
二
 일
 -
입
二
 
입
-
-
입
즌
일
 

날
 
-
월
 
-
월
 -
월
 -
윌
 -
월
 -월
 -쩔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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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학파 토덕과 지돼료 ~ 사량은표현하는 거래요 I 
헬}학생 활동짜료 4 

C?JC?J우리 가족 10계 명 힐힘 

·:·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려가 해야 할 10계명을 만들어보자， 

!계 b 계명 : 

제 6 계명: 

져 9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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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률훌를품활를훌훌활홉훌빌훌흠톰톨톰홉 

짧교사창고짜료 1 
1. 효도하자 홈페이지에 있는 i효도합시다쏟I을 참고한다， 

http://WW'w.hyodoh혀a.comjf1ashsongjf1ashsong 

짧輸cm ...• ~닝얘 ."‘，~ ... 
Al 9'~~ 이ε ~，.. 'M Þ.l Dj끼 3ι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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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등학교 사회 지도자료 

1)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본 지도 자료 개발 목표는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과 가족 

해체현상에 대한 대책을 사회 수업을 통하여 마련하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출산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증진시키며， 출산율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덧붙여 사회과 교과의 특성상 가치관 형성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의 심각성 및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 

을 통한 논리적 사고력 증진， 이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 제시 등도 중요하게 다 

루었다 

개발된 지도 자료와 교사 지침서는 중，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 중 가정 

영역에서 저출산·가족 친화에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것 들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총 5차시분의 4개 자료다 선정된 주제는 가족해체현상 및 세대차이 극복을 통 

한 가족친화력 향상，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중요성， 저출산·고령화 문 

제의 양상·문제점·대책， 저출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한편 중등 사회교과서의 특성상 이 문제와 깊이 관련된 단원이 적으므로 저 

출산·고령화에 대한 2차시 정도의 소단원을 구성하여 수업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 시청각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으며， PPT 자료에는 수업 보조 자료로서 동 

영상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주로 사례 제시(지도 자료 1, 2) 및 개념 정 

리(지도 자료 3， 4)의 목적으로 수업 중에 사용되도록 구성되었다. 

낀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 

개발된 전체 5차시 분 사회과 교수-학습 지도 자료 중에서 첫 번째 차시의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를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 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469 

h 중등학교[사회과 i도X벌 껴}족친화력 활상을 휩한 혈읍 ‘ 끼| 
a 개관 

·중학교 2학년 

IV. 재인과사회의 발천 학습주제 가족친화력 향상 

판현 단원 
(고려출판/ 지학사) 

·추요 학습 내용 : 사회 

화 가족해쩨 현상/ 세대 학습자료 학습지， 1'1'T， 볼펜 

~]-Ol 
사회화I 가족 해쩨 현상/ .'iil =::ιr' ‘ 악l 즙 ι 

재념학습/탕구학습 출산및 가족 세대 차이/ 도시 가족의 활동 
친화척 영역 역할갈퉁 수업시간 50분(1시간) 

1. 사회화를 통하여 개성올 지닌 사회구생훨으로 성장함용 이해한다-
교과 학습목표 2. 개인이 공동쩨 내에서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 대혜 이해한다. 

1. 가족 혜체 현상올 극복하고 가족 내에서 사회화 과청 에 척극 

출산및 가족 적으로 창역할수 있다 

친화척 목표 2.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올 쩨시할 수 있다. 

S. 도시 가족의 역할 갈풍 상황올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가족 친화척 가치관의 함양에 있어 사회과에셔는 우리 사회의 가족 제도 

와 관련될 여러 현장틀을 탐구함으로써 가족의 중요성을 인지척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께 한다， 특히 최근에 이혼율 급풍과 세대 갈둥으로 인한 가촉 해 

체 현상은 더 이상 개별 71촉이 책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친화력을 가 

진 안정된 가족 제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척인 지원 체제에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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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틀훌를흩뀔뚱훌훌활흩띔홈를-
a 교수학습지도안 

단계 수업 내용 교수-학습활동 
준비울빚 

유의정 

천시학습 확인 사회화/ 자아 정체정/ 청소년 문화/ 세대 학습지 

차。L 지위와 역할 풍의 개념올 확인한다 배부 

도압 

학습목표 학습지 에서 학습 목표를 다칼이 읽고/ 간 교사셜명 

략한 설명올 듣는다 

가족 해체 현상의 정 가족 해쩨 현상의 정 의를 이혜하고 사허l 교사셜명 

의와사혀| 를분석한다 

생장 단계별로 사회 성장 단계별로 가족 내에서 사회화 과청 소그룹별 

천개 
화 과정에 캉여하는 에 창여하는 방식올 탕구한다 

방식 
----------------------------------- --------

사회푼제로 부각되는 사회푼체로 부각되는 세대 차이 사허1 FFI 자료 
세대 차이 

----------------------------------- --------
도시 가족의 역할 갈 도시 가측의 역할 갈퉁 사례를 분씌하고/ 소그룹별 

1=r 이를 극복하는 방안올 탑구한다 

가족친화력 향상의 도시 가족내에서 친화력이 향상되어야개 교사셜영 

정려 필요성 인의 정쩨정 형성과사회 안정에 도옴이 된 

다는 것을 이해한다 

딩지도지침 

도입부분에서는 전시에서 학습한 사회화1 자아 청체성 둥 기본 재념을 확인하 

고l 이 학습 내용들이 카족 친화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 

다， 소그룹별로 학습지에 기본개념을 정려하게 하고， 제시된 사례에 대해 간략 

한 토의를 거친 후에 각자의 의견을 척도록 지도한다， 소그릅별 활동이 물나면 

ppτ를 보여주면서 세 대 차이로 인한 칼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모든 활몫이 총료되 면 가족의 친화력 향상이 재 인이냐 개 별 가 

족에게만 맡겨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융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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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를훨톨첼훌훌톨렐훌훌뿔훌를펀톨톨-
{헐‘ 학생 활동 자료 

가족 친화력 향상 

1. 지금짜지 배운개념들 

@ 짜기가 촉혜 있는 사획의 언어r 규법r 가쳐환 풍의 푼화를 학습하역 사회 

의 구생원으로 생 장하는 확정흘 ( 사학확 )라고 한다. 

@ 청소년기에 짜션의 생격확 능혁에 대혜 끊임없이 철푼흘 현지연셔 자션에 

대한 인식흩 갖게 되는벼/ 이를 ( 짜야 정챙생 )01 라 한마. 

@ 갱소년들이 갖는 독득한 언어r 챙동방식r 가쳐환 퉁흩 ( 청소년 푼확 )라고 한다. 

@ 세대 간에 발생하는 푼화척 차이를 p홉1쩍 Ãj-<1j )라고 한다. 

@ 샤회 .!:.는 집단 촉에셔 제언이 차지하고 있는 위쳐를 ( 져 J혀 )라고 하며r 

그 위쳐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흩 ( 역뽕 ) 이라고 한마. 

2.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 7}족 혜쩨 현장흩 극복하고 가측 내에셔 사회확 화냉 에 척극 청여할 수 있다. 

@ 사회푼제로 푸각되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얀용 계셔할 수 있다. 

@ 도셔 가족의 역할갈둥 장황흩 극복하는 방안흩 져셔할수 있다. 

3. 가족 왜체 현장이란? 

@ 풋 : 청통척인 가족이 져나던 철촉력이 약3홉되고r 결혼 맞 출잔흩 기펴하 

거나 이혼용이 중가하는 풍 할가폭확 되는 현상 

웰사i왜 

셔울시에셔 1951년 쪼사펀 자료에 의하연/ 이혼 칙후에 후련하다는 사랑어 30%, 담당 
하다는 사람이 49%, 재결합을 희망하는 사람이 3%, 후회한다는 사람이 10%였다 
이러한 이훌 충가는 한국 사회에셔 더 이상 얘깃거리가 되지 않는다 1993년 컬혼 7~앙 

에 1짱 꼴이던 이혼용 2003년에 거의 2짱에 1짱 꼴로 압축되었다(보건복지부 받표에 따 

르연 이혼율 엣7.4%로셔 미국과 스웨엔을 이어 제계에셔 3번째로 이혼융이 높다) 



472 

중등학과꽤〓I합}훌 -촉댐력; a 〓 혐r I 
@ 물읍에 답하기 

• 사례에처 에혼율이 중가하는 원언을 두 가지 이창 생각혜보짜. 

。‘c격성회 사회칩여슬。1 늘껴1..1..댄서 부캠← 깐셔l 청제택이 3명둥해지고 춰지 7}- 발 

벼} 핵강 용H정척츠수는 쉽사썩 작，효-살- 선끽하는 서헤1 7) 늦::;} 컸다‘ 

및 7똑에 패 한 7h치한1 딴챈펙 사화예 서 

형성되었r:}， 

• 이혼율이 종가함에 따라 발생활 수 있는 사회 푼체 에는 어변 것이 

었겠는가? 

수 았다. 

4. 생장 단계별 71족 내의 사회화 괴청 

장년기 

노년기 

· 랬척갚셔} 친댈깐 판)~ 영상 
， yt-딩에게 ~j료써 용양하?] 

, 사년흘 양휴하고 바든 끼0\Ï 씁쳤 Æ-1숙하겨 

, -，1손해체 영;성정 해.ill4 지책틀 자효끽셔주?‘ 

5. 도시 가족의 역활 칼둥 극복하기 

@ 아버지의 역할 칼풍 사혜 

평범한 회사월이신 잡돌써는 최근에 어려위핀 회사 사정으후 인해 가족을 돌보는 일에 

신정을 기율이지 못혜 늘 미안한 마용을 갖고 였었다 그런데 얼마 천 연로하선 아버님께 

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념만 흩로 시골에 지내시꺼l 되어셔 서울에 므셔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퇴었다 얼마간 어머님을 묘시다보니 아내가 블펀혜하는 기액을 자주 보이게 

되어 장시 시갱간 여동생 접에셔 묘시게 하였다 그러나 여동쟁도 낭펀이 블편해 해셔 다 

시 묘셔왔으연 좋겠다는 천화를 여러 번 하였고， 갑돌써는 이러지도 쳐러지도 못하는 쳐 

지가 되 어셔 많용 스트혜스를 받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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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훌률휠를훌를톨렐톱훌훌훌톨를-톨 
- 위 지문에셔 역활 칼둥에l 쳐한 겁돌 쩌의 지위는 어먼 것얀가? 

( 짜삭강펀 _\ξ확 ) 

• 위 칼둥 상황을 해결하기 위쩨 좋은 방볍은 어변 것이 었겠는가? 

’ 요확 부부와 <>1좋쟁 3f-:1f-짜 포역책 fiì 로의 셔핵훈 첩쓸 공윤하고 

01 11 1념흘 갇i 샘 수 있는 1용법을 111-현환다‘ 

• 양;호한 시젤을 갖춘 J노언 요양 71웰쓸 할α，1-펀 다I 

@ 어머니의 역활 칼풍 

’ 캅순 써는 대형 할인 마트에셔 계산 업푸를 하고 었는 주부이다 남편의 수입 안으후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벅차기 얘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 오후 1시부터 쳐 

녁 n시까지 일을 하기 얘릎에 자녀들에게 신정을 많이 쓰지 못하고 었어셔 늘 안쏟런 

마용을찾고 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퉁학교 2학년인 즐째 아들이 학교를 다녀와셔 누 
나가 학훨을 간 사이 라연을 끓여 벅으려고 하다가 냄비를 엎는 사건이 생졌다. 그래셔 

둘째는 한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 고 병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런 일이 생기자 갑순 

써는 계촉 일을 해야 할지 자녀 양육에 총 더 신정을 써야 할지 고민하고 었다 

- 위 지문에셔 엄마로쩌 칼둥에 쳐한 갑순 쩌의 역활은 어떤 것언가? 

( 하l각틀 월보약싹 하는 역활파 7P성효} 수웹쓸 보다l야 하는 역환 ) 

- 위 칼둥 상황을 쩨컬하기 위왜 좋은 방볍은 어변 것이 았겠는가? 

, 자1켠 양휴색l 져장을 ril ;;<1쳐 앓는 근푸 조켠을 핫싹본다r 

;약‘격파 Qì 3홉룹 Lj누 i낀쳐 갚판윤 혁l찰혜쏠 수- 었표L록 노력현-다. 

@자녀의 역할칼풍 

’호풍이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주5일제를 학교에셔도 하게 되어셔 매월 즐째/ 넷째 

주 토요일용 학교에 가지 않아도 펴어 매우 좋아한다 이번 주 로요일도 쉬는 날인더1 

특별활풍으로 하는 사원반에셔 교외 지역으로 사검 활염을 나가키로 하였다 그런데 갑 

자기 부묘님께셔 두 분만 시룰에 내려가시게 되어셔 호동학교 2학년인 여풍쟁을 돌보 

아야 한다고 밭씀하셨다 평소에도 말썽꾸러기인 동생인지라 본명히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셔 놀려고 할 것 같아셔 제대로 동쟁을 돌볼 자신도 없거니와/ 사전 활영 행사도 

요햇동안 키다리던 것이라셔 어떻게 혜야 할지 고민하고 었다 

• 위 지문에셔 역활 환둥에 쳐환 호동이의 지위는 어먼 것이 있겠는가? 

( 협쩡‘ 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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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풀톨활톨플흩l흠i홉뿔훌홈훨톨l훌훌 
• 위 갈풍 상황을 혜절하기 위쩨 좋은 방법은 어변 것이 었겠는가? 

- 부모념책거l 풍생올 -a;n 려 3츠 사꼴빼 다녀오셔라고 광탁드현따， 

• 사전 활영 1흉 λ}를 포 71핵 표， 율봉뎌; 다한 풍 2떻쐐껴i ~효빽책 

쌀을 황 듣고 1f-포념쓸 71 r:￥렬 수 웠표측 촬 다01륜다. 

6. 아름다운 가족 10껴l 명. 

@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 충분환 대화시간을 갖습녀다. 

행 깥에하는 취미활동을 딴즙니다. 

않 집안일을나뉘합니다 

@ 집안의 중요한 일 합쩨 결청합니다. 

@ 함혜 지킬 규칙을셔로 상의왜 딴즙녀다. 
@ 각짜의 자기계발을 격려합니다. 

@ 사회봉사활동 함혜 참여합냐다. 

@ 가족의 천통을 이혜하고 새롭게 만들어 갑나다. 

@ 기족의 날을 정합나다. 

§앓 아래에 우리 가족에게 펼요환 계명을 칙쩔 척어봅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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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흔톨훌를I톨훌)뿔풀뿔賣톨삐 

젤，학생 시청각자료 

- Powel'point로 살펴보기 : 온라언 제임 중독에 관하여 



476 

홉훌톨휠를풀훌훌웰활훨훌훨훌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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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룹훨를훨훌를뿔뿔를편훨홉띔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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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WEJ4흩흩뜸J슬j훌훨훌훌뜸i흩-
뺑교사참고자료 

가족 해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체도 

。이흔 숙려 제도 :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가정 법원에서 2-3주 

청도 기간을두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제도. 

。모·부자복지법 : 져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우로 양육비 퉁 생활을 

치원하는 제도(이동양육비r 고교생학비y 복지지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정폭력/성폭력방지 : 여성가촉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굽전화 1366 

운영 중엄， 필요에 따라 상담소y 긴급피난쳐， 피해자 보호시설 풍으로 연 

계하여 폭력 에서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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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학교 가정 지도자료 

1)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본 지도 자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과 가족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중동학교 학생들에게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 

치관을 증진 시키며，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가족 건강성과 출산율을 증진시키 

는데 있다. 개발된 지도 자료와 교사 지침서는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 내용 

중 가정 영역에서 출산·가족 친화에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것들 중 5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는 모두 8차시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의 위기 극복(중학교 1학년 

2차시)， 가족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중학교 1학년 1차시)， 가족간의 원만한 소비 

욕구의 조절(중학교 2학년 1차시)， 건강한 가정생활의 설계(고등학교 1학년 2차 

시)， 부모 됨의 진정한 의미(고등학교 1학년 2차시)로 설계 되었다. 

선정된 지도 자료와 지침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곧 바로 활용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학생 활동 자료는 학생 활동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 

며， <학생 활동 자료 1>은 도입 단계에서 지도 주제와 우리 사회의 실제 생활 

을 연결시켜 학습동기를 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성하였다<학생 활동 자 

료 2>, <학생 활동 자료 3>, <학생 활동 자료 4>는 학습 진행 단계에 따라 가 

정 교과의 내용 학습과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 

개발된 전체 5차시 분 가정과 교수-학습 지도 자료 중에서 네 번째 차시의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를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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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파‘과 지 }률 a ‘하면 ‘게 살 I휠 P더l 
a 개관 

고퉁학교 j학년 
학습주쩨 

가정 형생기외 

I 가정생활외 설계 생활설계 
관련단원 • 가족 생활 주기와 쟁활설계 

활풍지/ 색연필 l - 생활설계 학습짜료 

〔금생/ 천재/ 대한j 
출산가족 

출산계획과 가사 분담 
교수·학습활동 구안벙 

친화적 영역 수업시간 100분(2시칸) 
교과 1 가옥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생활 설껴|의 필요성올 얀다 
학습목표 2 가정형성기의 장 , 단기 계획올 스스로 세울 수 있다 

출싼가옥 
1 자신의 인쟁을 설계할 뼈 구쩨척 자녀 출산 계획과 자녀 양육에 대한 정 
보를 활용한다 

친화적 
2 부부가 직업생활을 하연서 자녀릎 부부가 함께 책엄 있체 양육할 수 있는 

목표 
방볍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생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자정 형성기의 생활 셜계는 고퉁학교 1학년 교과서 대단원 『가정생활의 셀계a 의 

중단원인 가촉생활 주기와 생활철계로 분류되어 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을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다 그러묘로 자신의 01래를 설계할 혜 지신의 가정생활도 합쩨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혼 생활은 가촉 생활 주기에 따라 결혼1 첫 자녀 활& 자녀 초풍교육71， 자녀 중퉁 

교육키I 자녀 독렵71， 축소71， 매우자 사망 풍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께 된다. 각 

시기에는 달성해야 할 지쪽의 목표자 었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결흔 전부터 함쩨 

계획을세우고 서로 노력할 혜 성공켜으로 이루어 칠 수 있다. 또한 각 단계마다 일어 

냐는 어려움은 어느 71청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부부간의 역 할 

조정을통하여 며려 대책을세울수 있다. 그러므로결혼생활셜계를 통하여 건강하 

고 바람직한 가청의 모습을 만들어 나칼 수 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계획y 자녀 

양육 계획I 경제 계획1 부부칸의 가사분담 문제 둥을 며려 생각해 불 수 있는 기회를 

채공하고 자신이 며래에 만나께 될 가족의 모습을 그려홈으로써 결흔과 출신으로 나 

타날 수 었는 지족 칸의 갈퉁을 조절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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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틀셉펌뭔I털벌찌〓‘~렇꺼]γ"J7iOlI2! , '7 '2 

딩교수학습지도반 

교수·학습 
수업내용 교수，학습활풍 유의사항* 

단계 

·천시 수업내용 확인 ,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 ·학생 활동 

도입 ·수업목표제시 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자료 1 

-가족과 오순도순이 행복 

·컬혼 생활곡션 그려기 ·행복한 컬혼생활올 위해서 ，학생 활홈 

가족계획 세우기 어뻗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자료 2 

자녀 clJ:.육계획 세우기 보고 결혼 생활 곡선올 그려 
갱체 계획 세우기 보도록 한다 가족계획/ 자녀 

양육계획 갱제 계획 을 함께 

새쩌본다 이때 거창하고 화려 

한 계획을 추구하지 않고 현재 

천개 
우리사회의 현실올 고려하여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계획 

。l 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셜계어야기 ,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혜와 ‘학생 활훌 
폰충을 바탕으로 가족 판계를 자료 3 

뱅생 혜 나가야 함을 강쪼한다 ，학생 활동 

, 다온이와 함께 출근해요 우리사회의 육아 문제와 판현 자료 4 

하여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한 ，교사 캉고 

다 자료 1 

· 학습내용 정리 · 행복한 절혼 생활은 한사람 

만의 회생이나 노력으로 이루 

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정리 로 배려하고 노력올 통해서 얻 

어 질 수 있용을 다시 한 번 일 

깨훈다 

·차시 수업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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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쩔과지도자휠I결혼하활m렇거11 ‘l‘ ”-
딩지도지첨 

도업 부분에서 학생들은 제시된 신문기사를 얽고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순위와 이유를 척어본다. 

천깨 부분에서는 학생들은 〈학생 활동 자료 2> ι 며래의 결혼쟁활 그리기’ 

를 통하여 가족계획I 자녀 양육 계획1 경제 계획을 세운다.<학생 활동 차료 

3> ι 김똘똘과 한똑순의 생활 셜계이야71ν에서는 부부갇의 가사 분담을 어떻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본다 〈학생 활동 차료 4> ι다온이도 엄마 

와 함께 출근해요"를 통해서는 맞벌이 가청의 자녀 양육 문제를 개 인의 치원 

이 아니라 사회척 차원에서 함째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쩨엄을 인식하고 가청 

과 기업 사회가 합쩨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탐잭해 보도록 한다， 또한 

자녀양육이 부모만의 책엄이 아나라 사회의 공동 책임임을 깨닫도록 한다， 

마지막￡로 청려 부분에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원 모두의 

노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션물임을 깨닫고 미래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 속한 가정 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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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틀학파 7랩과지도자료 Di 결혼하면 rm‘ {〓 ‘ I 

헬‘학생 활동자료 1 

번호 

2 

3 

4 

5 

6 

7 

8 

9 

"7t족과 오순도순이 행복” 

‘PISlz싱온것용S업찢잉수잉능성 
& 캉QI 닝썼 용 33웬5강 
E잉킥강웹서는'll 3짧{원i 

모든 것이 ι폰으로 뀌결되는 사회로 가고 있 

지만 어린이들은 가족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초사됐다 천국 초퉁학교 

4‘6학년생 622명에께 ’행복한 삶어 뭐냐’고 묻 

었더니 ’가측과 함께 걱정 없여 사는 것’이라고 

용답한 학쟁이 짧0명얹5%)으로 가장 많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옴갯 할 수 있는 것’ 

이라는 대답이 15%(1 00명〕로 뒤를 이었고/ ’돈 

많이 버는 것a이라는 대당은 :3:3명 정도였다 건 

강한 생활댄0명)， 흉사하는 삶(24명)， 사회걱 성 

공(26명〕 퉁이라는 반용도 나왔다 

한편I 초퉁학생들은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으로 가측(215명)， 권깜(153명)， 사랑(99명)， 돈 

(6'1명)， 우정 (28영)， 명예c23명) 퉁을 흡았다 

출쳐 : 한겨혜신푼 ( 2004.11. 1찌 

었 위 의 신푼기사를 읽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순위를 정해 홉시다 

항목 순위 

가옥과 행복하꺼L사는 것 
가장높용순위에 

건캉하게 사는 것 
( )를 놓용 어휴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흉사하는앓을사는 것 

사회혀으로 성공하는 것 

하고실용 일을마용껏 하며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근심 격청 없이 사는 것 

취미·여가생활을 하면셔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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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한과 ?뽑과지닮료 4: ii게흘커願! I 
헬i 학생 활풍착료 2 

미래의 컬혼 생활 그리 71 

1학년 ( )반 ( )번 이름 

II?냐의 철혼 생활 곡션을 그려 홈시다. 행복한 컬혼생활을 위혜셔 가족계획， 하녀 

양육 계혁이 펼요한 시기를 표시혜 보고， 그 시기의 나이를 ( )안에 쩌 홉시마. 

+10 

강흘 l 자녀 | 자녀 | 자녀 l 자녀 q학 몇 
붙행슬픔 l 자녀흩산 | 유ψ1 I 초등교욕;>1 I 중등교육끼 | 사회생활 

+10 

행옥 기 .. 
c 

0 

을쟁슬픔 

'11셰 2lI 
셰 

강흘 
자녀흩산 

SIi세 빼셰 

재격 | 자녀 
유of71 I 초등교육끼 

%셰 

재킥 
풍동교욕끼 

자녀이학빛 
사회생활 

자녀톡딩으로 
부부만남읍 

62.셰 

자녀톡딩으료 

부부안남읍 

I )셰 I ) 
-10 셰 "' ‘ 써 { 빼 { 써 I )셰 I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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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등학EfJl정 B률 결혼하면.‘ 켜뼈휠 、 ’ I 
lr 컬혼생활 철계 시 창고활 λ}항 

*가족계획 

• 언제종 어뻔 사람과 경혼할까? 

• 자녀는 언제 몇 년 터율로몇 명을나을깨 

컬혼계획왼 )살 

자녀는몇명? 1명( ) 2명( ) 3명아상( ) 

첫 아이 출산예정? 결혼후( )년 

둘째아이 출싼예정? 첫 아이출산후( )년 

*짜녀양육계획γ 

• 부부가 같이 칙업생활을한다면 자녀 양육방법용? 

수유계획 요:fl{ 분에 모휴분體협( 

맞벌이려면육아휴직용 
남편( ), 아내( ) 

누'7}? 

맞벌이려면보육용 남편부밀 ] 。때 부모( ) 사뾰호~l셜이-앓 ) 
어떻게? 기티친인획( ) 육。|도우미( ) 

*경체 계획 

• 정제계획:주택마련을어떻게 행'P!주택 71격y 평수퉁/자녀교육및노후생 

활비는어떻께 환1할깨 

• 우래하때5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흩땐 4언 71족 평균 웰 설옴약3짧원이며 

결홍후1.~ 점 징행에 걸련 기간용 10년이 약간넘는 것으로되어었다 

주택마련계획 
결혼후( )년 앤H )평을 n랜할것이다 

내접 마련을위한한 달저축예상금액 ( 원) 

자녀교육비 자녀 교육셰로 지출할 수 있는 예상 금액 ( 원) 

노후자금1';1'련 매월 노후 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예상 금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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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딸m볍과 지 벌 4: ~~~ 01웰I.ØI，~M ’ I 

F 똑순쩌와 똘똘쩌의 이야기를 얽고 내가 결혼 하면 접딴얼을 어떻게 나 

눌짜의논해 봅시다. 

일J깅효~ 
남편이 

남펀과 아내 반반 
아내가 

주로함 주로함 

식사준비 

상차림 
셜커지 

갱소 

화장실 청소 

쓰례기 버리기 
세탁기 톨려기 

빨래 벌기 

빨래 걷기 
다림질 
옷 정리 

시장보기 
가계부 정리 
아이 유치웬 데려다추기 

아이 숙제 봐추기 

푼단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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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좋웰훌罷톨멜렐훌醫펄필罷훌흩훨훌 

짧〉학생 활동자료 4 
( ι ，1-다온야도 엄마와 함께 출근혜요?'i 

.... JJ다온이도 엄마와함쩨 출근혜요，711를 읽고 다온이 L~와 다른 맞별이 가청이 다른 
점을 찾고1 맞벌이 7}갱 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가갱과 기업 국가에서 할일을 생각해 
서 써보자 

[
혹 

기업떼서 찰일은? 

푼』욕XK 
)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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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확펴1법과 k발‘”흔하딴 이훨거l 잘 j뼈많j I 
흉교사창고자료 1 

보육시절 션택 요령 11전 
~}풍이 보육시설에 있는 동안 철처하제 환려 • 깜독되어야 하는 만쯤 

아홉대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홍 수가 몇 명인지 알야본다 교사 1명당 권 
교사의 J!I 훌 장 비융은 만 1세 미만 영아는 3명1 만 Hl.셔l는 5명1 만 2.u3채는 7명/ 

만 3‘4세는 15명/ 만 4셰 이상은 2.0명이다. 
아똥이 하루 총일 지내는 시설환경이 청철하고 위생척인 -'1 살펴본다 

위생환리 또 교사와 아동에 식사 천f 화장실 사용 후/ 기쩌뀌 교쩨 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지 퉁의 위생관리도 놓치지 않는다-

웬창콰 왼장과 교사는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휘야 한다 원장은 아동의 생 
표사청의 장과 학육과습에 활 필동요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사는 아풍의 연령에 맞 
짜철 는교 올제공해야 한다 

보육시설은 아동 깨인의 예방;첩종 및 건강검진 기록을 판체혜야 한 
건캉환리 다 표 아픈 아이에게는 정확항 용향과 시간에 맞춰 약을 복용시키고 

약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보육시설 주변 50m 이내에는 고압션 퉁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한다. 
셔셜환리 실내와 놀이터가 아동의 냐이에 적합하고 안천기준에 탓는 시설인지 

살펴본다 빙변짜 보안 시스댐이 갖휘쳐 있는지도 체크한다 

안견환려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알 반아드본시다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으 
로 안천갱검과 소밖훈현올 하는지도 

매일 제공되는 식사와 깐식이 영양 연에서 균형 있는 식단인지/ 또 

영양환려 위생적으로 쪼?! ' 배식하는지 식단표와 쪼?1시설을 갱겁한다 미 ?1 
양혜를 구하고 식사가 제공되는 시깐에 시설을 찾야보는 것도 좋다 
챙기걱으로 교사와 아똥을에게 안전 교육을 하는지 알야본다 어른에 

안철교육 비해 주의력이 부촉한 아이들은 실내외에서 각총 위험에 노출되기 청 

다-

통학버스 
차량을 훈행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퉁록돼 었는지t 차량보험에 

환리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다 또 훌전기사와 함당교사가 안천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알아본다 
아똥아 다치거냐 미아 사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용급 상황에서 신속 

용급셔스명 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햄이 갖춰쳐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갱겁한다. 

교사외 질이 곧 교육의 질이라 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올 얼 

l호육표사의 
마나 좋아하고 헌신척인지1 생품이 따뜻하고 세심 한지 살펴야 한다 

짜철 
낮에 어린이집 을 방푼해 수업 또는 놀이 시칸에 창환해 보는 것이 좋 
고/ 어린이집 에 다니는 아이 부모들의 연력처를 알야서 정보를 교환 

한다. 
훌처 : 세계 얼보(2006.W.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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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학과 7썽과I“‘4: ~~~Jm ~1~ill“-‘’‘i I 
맞벌이 부모들이 참고할 만한 보육청보 사이트 

셔폴셔Jt육갱효쩔터 서울시에 있는 보육시설을 모두 핫아볼 수 있다. 원 

(child:ren. saoul. go.k비 하는 쪼건에 따른 맞중형 검얘이 가능하다 

에이스키드넷 
각 지역에서 호평을 얻고 있는 어련이집들의 흥헤이 

지와 직렵 연절되어 혜당 어린이집의 현황올 상세하 
(www.acekid.net) 

게 알수있다 

때때하우스 
유아 판련 정보가 많은 인기 사이 트 스콜베베 배너 

(www.bebehousa.com) 
로 들어가면 웬하는 쪼건의 어린이집을 검씩할 수 있 

으며/ 학부모를의 평가도 볼 수 있다 

육아벼이 여생가족부가 훈영하는 육아 사이트 정부에서 시설 

(www.6aday.n해 평가인충을 받은 어련이집올 찾아볼 수 있다 

중앙보육갱1호쩔터 각 지 역 보육정보센터를 총훌하는 곳 보육시설 총사 

(www.educare.or.k비 자들과 부모가 함께 알아야 할 정보가 풍부하다 

얼하는 여생들의 여성노톰자회협의회가 훈영하는 사이트. 일하는 엄마 

네트쩌크 들이 욕 알아둬야 할 노동 판현 상식과 정책 자료툴 

(www.kwwnet야g) 이 정리되어 있다 

뀌킹맘 일하는 엄마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게시판. 보육시설과 

(www.worl<ingmom.pe.k비 재 인보모 구하기 퉁의 생생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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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절 소결 및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에 관한제언 

저출산·고령화 사회 상황을 개선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교육적 접근은 지나친 개인주의적 7}치관을 지양하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고 

양시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유 

도동}는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접근을 통해 시 

도될 수 있으나 특히 학교교육을 통한 개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 

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 고등학교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초·중등학생이 출산·가족에 대한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관련성이 높 

은 교과인 초중등학교의 도덕， 사회， 및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출산·가 

족 친화적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출산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 

로 동 개선방안들에 부합되도록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수 학습 지 

도자료를개발하였다. 

각 학교급별로 해당 교과별로 기본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 개발한 출산·가 

족 친화적 내용을 담은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도덕과는 초등학생들에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 

해서 생명존중과 가족 간의 용서와 이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6학년 2학기의 단원 중 ‘소중한 

생명’과 ‘너그러운 마음’에 관련된 것으로， ‘소중한 생명’이라는 주제에서는 자 

신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여러 활 

동 자료를 통해 습득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용서합시다’라는 주제에서는 가족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 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491 

내에서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개발하였다. 

초동학교 사회과에서는 인구 증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초동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에 접 

근할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5학 

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도시 지역의 생활’ 및 ‘촌락 지역 

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도시 생활의 문제를 알아보아요’라는 주제로 도시 

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라는 주제로 촌락의 큰 문제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인구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초동학생들이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편견 없이 대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알고 서로 돕는 마음을 지 

닐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모두 5 

학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의 가정생활’에 관련된 것이며， ‘가족의 다양성을 

알아봅시다’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알고 편견 없이 대하는 자 

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의 일은 함께 해요’에서는 남녀평등 의식 

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가족관계 및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중등학교 도덕과는 우리 사회에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의 도덕，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 

력， 행복한 가정생활의 자세，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 가정 설계， 우리 가족에 대 

한 이해 동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5차시 분을 개발하였다. 이는 때에 따라 수정·보완되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도 사용되어 질 수도 있다. 특히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사고력， 도덕적 

행동 퉁 인지， 감정， 행동 영역에서 고른 활동을 두어 도덕적 성장에 기여하려고 

하였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의 내변화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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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사회과는 인지적인 측면의 학습 목표를 강조하였다. 개별 학습 요 

소들에 대한 소그룹별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구 변동의 과 

정， 사회 안전망， 가족 해체 현상 등 주로 사회학， 경제학， 정책학 등에서 축적 

되고 있는 중요 개념들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법/제도 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유도하였다. 

중등학교 가정과는 남녀 학생들에게 가족생활에 대한 이론의 학습보다 가정 

과 수업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실제 가정생활에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 

제로 가정 폭력，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소비 욕구 조절하기， 가정 

형성기의 생활 설계， 부모 됨의 의미와 역할 등 다섯 가지로 선정하였다. 가정 

생활을 해 나가면서 누구나 해결해야하는 문제 상황을 실천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자료 개발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등학생들의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서 향후 도덕， 사회，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우선 도덕과 지도 자료 개발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 

해서 다양한 활동거리를 제시하여 감성을 자극하고 체험을 장려하여 도덕적 내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 자신의 또는 주변의 일상생활의 

예를 가지고 접근하되 식상한 내용이 아닌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 

는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학습에 참여도 적극 유도하고 자신의 가족생활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가정생활의 도덕 문제나 여러 현상들을 비 

판적·반성적으로 바라보고 도덕적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사 

고력을 기르도록 한다. 넷째， 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제공 

해서 현 가정생활을 들여다보고 가족애를 확인하게 한다 이는 교실에서 끝나 

는 수업이 아니라 다시 가정으로 문제의식을 가져가서 가치를 공유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섯째，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 사회의 다인종 가족 한부모 가족 재결합 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한 

편견을 깨고 관용의 시각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니게 한다. 여섯째， 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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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을 강조하면 식상해진다. 스스로 구성해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규범 및 지 

식을 담을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지향한다. 끝으로， 내용 중복은 피해야하 

나 학년별로 차별화된 내용과 방법을 기본으로 가족에 관한 학습 기회가 일회 

성으로 끝나기 보다는 학년 전반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사회과 지도 자료 개발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도시에 거주핸 가 

족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이나 일반적인 가족에게 일상적으로 다가 

오는 어려움들을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인 접근을 통하여 

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가족에게 맡겨질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통적 

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둘째， 인구의 변동과 경 

제 성장의 측면에서 출산율 감소가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출산 

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탐구하게 한다. 셋째， 사회과에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그 자체로 교과의 학습 목표의 영역에 포함하기보다는 

법， 경제， 제도， 문화 등의 기존 사회과 스트랜드 학습을 종합한 통합학습의 목 

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백과 

사전 나열식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핵심 개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단원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으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단 

원별로 누적된 교과지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교과적 학습 내용을 

일정 비율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지도 자료 개발에 대한 제언이다 가정과 교육과정은 가정과 교육의 

모 학문인 가정학의 전공 영역을 축소， 병합하여 각 전공 영역을 고르게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구성에서 벗어나 생활의 주체인 개인과 가족생활 중심 

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가정과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의 핵심인 가족생활 영역을 가정교과의 하나의 부분 

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의생활， 식생활， 소비생활 등 여러 생활 영역의 지식 

과 기능이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구성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출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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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출산 및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에서의 교육만 

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 교과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서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 

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 

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루도 

록 수업시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 관련 내용은 제한된 교과에서만 다 

루어지고 있고 주로 지식 전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친화적 가치관 형 

성에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충분 

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 자료 

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면서 시대성 

과 현실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성별이나 연령， 가족 구성 등 학생 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에 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출산 및 가족 친 

화적 내용에 대해 진부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에게는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미화해서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사회와 국가와 관계， 가족 갈등과 화해 등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교직경력， 성별， 출산경험 여부， 담당교과 등 교사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교 

직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 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교사인식을 제고할 뿐 아 

니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방법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제 8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이유 

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치관의 급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다른 어떤 사회 

제도보다도 가족이라는 제도는 안정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 

의 급속한 변동이 가족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제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 

고 있다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다양한 가치규범이 이들의 가치관 형 

성에 미친다. 특히， 이들 가치관은 어린 시절부터 각자가 자라온 가족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된다. 

정부는 최근 r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O)J 에서 가치관과 관 

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수행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 

관들을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협동연 

구는 청소년의 제 가치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결혼·가족·성 

평등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가치관 관련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여러 관련 전문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즉，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원대학교의 관련 전문가 

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국내외 사례 

연구， 실태 조사， 심층면접 조사， 기존조사 섬층 분석， 교수자료 개발， 전문가회 

의 개최 둥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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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를 미래 가임세대인 초등학교(5-6학년)， 중학 

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학생들 약 12，뼈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대국 

가지정통계로 고시). 본 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각급 

교육청 및 표본으로 선정된 132개 초중고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성공 

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조사표 개발에는 공동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외부 관 

련 전문가들이 자문 제공 형식으로 참여하였다. 

본 협동연구의 결과를 압축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국 청 

소년 결혼·출산·성평등 가치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 

세대의 결혼·가족·자녀·성평등 등 제 가치관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 

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친 결혼관，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 

회적 노력을 규명하고， 인구관련 교과서내용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출산율 회복과 성평등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넷째， 미래 가임세대의 생식보건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의 강화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끝으로，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교 

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부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와 

정책적 제언들은 제시하였다. 

1. 미래세대의 결혼·가족·자녀·성평등·성 가치관 현황과 정책방향 

현 학생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입양， 국제결혼 및 재혼에 대한 학 

생의 수용도는 높은 편이나， 일부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도가 낮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절반 이상이나， 반드시 해야 한 

다는 태도는 1/5 정도가 채 안된다. 학생들은 배우자 선택에 신중성을 보이며， 

결혼제도로 인하여 또는 자아실현과 독신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결혼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경향이 높다 특히， 여학생들은 생활 여건에 따라 만혼， 비혼， 이혼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녀필요성도 학생 중 20%정도가 

부정적이다. 특히， 저학년층일수록 소자녀관이 더 뚜렷하다 학생들이 향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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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출산을 희망하지 않은 이유로는 ‘내 일에 전념’과 ‘부부만의 시간· 행복 감소’ 

등 개인주의적 이유가 자녀 양육비용 부담， 자녀의 힘든 공부 우려， 자녀의 왕 

따·체벌 우려， 부모 부양문제 등 가족주의적 이유보다 높다. 학생들은 자녀가 

치로 노후 정서적 의존， 부부관계 공고， 노후 경제적 의존 등을 중요시 여기는 

반변， 사회에 대한 의무감， 부부의 사회적 인정수단， 자녀를 통한 부모의 꿈 실 

현， 가문계승 등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하였다. 현재 학 

생들은 집 안일， 자녀 돌보는 일，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8"]-는 문제 등에 있어 

서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는 의식이 미약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생계부양 

에 대한 성분업적 인식은 다소 강하게 나타난다. 학생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비 

교적 높은 편이나.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남학생은 

남성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여성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 

한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들은 혼전임신의 경 

우 기를 수 있을 때만 낳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은 전체 

적으로 기초적인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성문제로서 성병 · 에이즈와 미혼모· 인공유산에 대한 교육정도 

도 상대적으로 낮다. 학생들이 본인의 성문제와 관련한 성상담자로서 교사나 

상담전문가의 비율은 아주 낮다.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종합하면 향후 그들의 결혼·출산 행위나 성역할 

관 등은 현재 20-30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층은 

자녀를 희망하나 본인들을 희생시키거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현 청소년들이 혼인기와 가임기에 들어서는 10년 내지 15년 후 한국 

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실효 

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개선될 때，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자녀수에 

근접하는 수의 아이를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결혼 및 

출산 행위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가 뒷받침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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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가정교육，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사회 

교육 등을 망라한 평생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 자체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주입식의 교육보다 다양한 교 

과목의 여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내용이 청소년에게 다가설 때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수업시간도 충분히 배정 

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출산 동에 관한 가치관과 성에 관한 교육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인구교육 등 특정한 교과목의 신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내 

용의 불충분성과 진부성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자료·기법 등의 개발과 교육내 

용 개선이 시급하다. 학교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도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단 

계 및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사고에 조응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관련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학교 성교육의 현실 

화가 시급하다 학생들의 이성교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어， 올바른 성 가치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문제가 청소 

년 사이에 점점 더 심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관 

련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특히， 성관련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초등학생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었다. 학교에 

서의 성교육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성상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출산율 회복이라는 국가과제와 향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령사회 

준비와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교육은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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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내실화는 올바른 전달체계를 통해 확립될 수 있다. 즉， 학생교육 이전에 

교육의 공급자적 위치에 있는 교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이 절실 

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고사 교육체계 구축 내지 개선이 시급이 추진되어 

야할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의 가족·결혼 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수 

준에 미치는 가정(7}족)의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버지의 부재가 심각하다. 학교교육에 앞서 가정교육을 

강화시키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하며，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과 연 

계하여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닮째，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의식이 상대적으로 어린나이에 형성되고 있다 

는 측면을 고려하여， 초동학교 저학년， 더 나아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 

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아흡째， 청소년의 가족 결혼 자녀 성역할 성평둥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학 

교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까지 유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정책과제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 생활할 때 실제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학교교육은 학생의 결혼관과 자녀관 및 성평등 의식 고취에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성관련 지식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과 성교육에의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관 

련 이해나 지식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한 정 

책적 건의들을 토대로 결혼·출산관련 가치관들과 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학교교육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랍 방안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란 가치관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을 의미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 구체적인 ‘가치’를 정립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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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가치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혼에 대하여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는 것 

의 진정한 의미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특정 가치관을 청소년들이 갖도록 교육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대신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가 

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정 

립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가치관은 그 형성이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 가치관 

정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의 변동에 관한 엄밀하고 체계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결혼과 가족 그리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 

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수준의 노력과 별도로 단기적으로는 결혼과 가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보급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의 가치 교육 방향은 오늘날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가치관을 명료하게 해주거나 의사결정 할 수 있 

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나 가족관을 탐색하 

여 명료화하는 일는 미래의 삶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함 

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에서는 결혼 및 자녀， 가족 관 

련 내용에 오류를 수정하여 교육 현장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가올 저출산 사회 

에 대비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 교육의 실시를 위해 교 

원 연수를 강화하고， 저출산 관련 교원연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현실적으 

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교원연수 방향으로는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현직 

연수의 질 향상， 강의의 질 제고 및 연수 여건 개선， 교원연수 지원체제 확립 

그리고 저출산 원격 교육과 콘텐츠 개발 그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원 기관간의 지원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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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세대의 성평등 가족문화·고용문화 조성 

미래에 여성노동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개인이 요구하는 바는 일치 

한다. 노동력 부족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사회는 양질의 여성노동력을 필 

요로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여성노동과 연결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바람직 

한 미래상의 하나는 ‘낳고 싶은 만큼 낳아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이다 저 

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바는 정확히 

생산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침체이다.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때5년 현재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일하고 싶은 여성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 

록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들이 사라져야 하듯이， 보다 넓은 의미의 ‘일’， 즉 

돌봄노동을 선택하면서도 여전히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상이어야 한다. 사회 성원들 특히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시장노동의 의무와 재 

생산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장노동의 권리와 재생산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청소년의 가치관은 아직 형성단계에 있어서 하위 가치관간의 간극도 크고 

실제 행위와 태도 사이의 불일치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가족·결혼·자녀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는데 성인들 

의 태도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훨씬 유연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용성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청소년에 비해서 성평등의식 수준도 높 

아졌다. 특히 가정 내 공평한 7μ}분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 정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우려되는 부분은 성평등 

의식 등 일반적인 태도 항목에서 남녀간 성별 지체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 

이다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차별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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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다 높다. 이에 비해 남학생은 차별적 태도와 연결되는 ‘권력 가치’적 성향 

이 뚜렷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교육내용에 의식의 다 

양한 수준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족관련 태도에서의 성별 격차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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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성 등 사회 재생산에도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최근의 저출산 위기 정국의 부작용으로서 의식수준에서의 보 

수화 경향도 엿보였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 홍보 과정 

에서 개방적인 태도와 성평등한 의식 수준 제고를 분명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 

할필요가 있다. 

4.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첫째，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각각 분리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성교육 

이 인구교육에 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성교육은 실효성이 없 

기 때문에 통합형태의 언구교육의 법제화나 별도의 정규교과가 제도화 되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는 시·도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교과나 특별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급 교과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강해야 하 

며， 인구 및 성교육을 위한 교과서， 지침서， 기타 교육보조자료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청소년의 성교육은 교과내용에 분산하여 체계적으 

로 발전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풀 

어주고 청소년들이 성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 

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교사가 인구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전문적 지식을 겸비 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학부모가 성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두루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 자료의 수준 높은 자료생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성교육을 포함하는 「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 

(가칭)J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성교육을 포함한 인구교육은 학교에서 추진되지만 성상담 및 관련 서비스 

는 관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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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시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수과정의 신설과 다양 

한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 

램은 상기 r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가칭)J 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성행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중심으로 성교 

육이 다루어져야 한다. 성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현재 초혼연령의 상 

승과 연계하여 나타나는 불임부부의 증7h 임신소모율의 증대， 저출산 및 기형 

아의 증가 등 인구자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20대 적령기에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동기조성에 역점을 두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단계에서 일선 학교의 교육 

현장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인구교육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5.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출산 및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에서의 교육만 

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 교과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서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 

로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루 

도록 수업시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이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면서 시대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셋째， 성별이나 연령， 가족 구성 등 학생 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에 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직경력， 성별， 출산경험 여부， 담당교과 등 교사특성에 따라 출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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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교 

직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 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교사인식을 제고할 뿐 아 

니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방법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들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해 질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적인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는 대략적인 경향을 보여줄 수는 있지 

만 갚이 있는 정보를 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부부 간에 갈등 

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갈등을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청소년들마다 다를 수 있다. 자녀가 소중하다고 생 

각하는데 자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 번의 횡단적인(σoss-sectio때) 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결론을 내기 

에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라 의견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가 

연령 차이 때문인지(age effect) 아니면 시대 차이 때문인지φeriod effect)는 알 

수가 없다. 이는 종단적인(lon밍m뼈llÙ) 자료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Nationallαl빙m빼 Study 같이 일정한 코호트 

를 따라가서 모은 자료가 절실하다 마침 한국에는 현재 다양한 패널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 

며，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가족이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가족 

에 대한 미래세대의 생각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의 가치관， 의식 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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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q함 。101도 내:>t 낳을 자석과 강。10"정올 갖고 장 키울 수 

있다고생각호봐 口 Q) 口@
a 윌윌Ql릴2 다른 사람의 아이훌 데려다 키우는 것을 앓합니다-

나) 샤명(부부 종 한 "t링。| 시탱)이냐 。l혼 후。n도 지1혼용 해셔 
口@ 口@

새 삶올 시작하는 것이 종다고 생각 한다 

양) 닝녀가 샤E양한다댄 경흔하지 않고 함께 샤는 것도 괜짱다고 
口 Q) 口@

생각한다 

b) 외국엔과 켠혼해도 앙관 없다고 생각한j봐 口 Q) 口@

맹로 젠혀 

챈ι양극1<양 챈*원f양 

口@ 口@

口@ 디@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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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빼당란에 g를 해주세요. 

혼51 챈부모와 행꺼 샤는 가쪽을 0<1댄책엔 가촉형태2l"고 댈햄니다. 그러냐 최곤어|는 부모냉 중 

한 발하고만 샤는 기정， 채혼 부모념과 함꺼| 샤는 가정， 형제자매툴끼리만 샤는 가댐， 혈。t버지 
(형머니) 하고만 샤는 ::>t쟁 등 다양한 ::>t쪽형태가 정정 늘어냐고 댔융니다， 

(G- 17번과 18번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7 학생은 위의 글에서 설명야고 있는 다양얀 가족명태에 대때 어명게 생각아세요? 

口@爛f ?t욕좋tl도 。원한앤 7關
. 행북할?PfCt 

口 @ 햄륙과 블õä.g ?택 형태와 생관없다 

口였다썩OJ?뺑1 。앤 갱우 뺑õtX:1 
못할?PI다 

、 口@모르겠다 

18‘ 학생은 다양얀 가측형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랴고 생각하는지 1가지만 응당에 주세요. 

口 @ 부모녕의 명거이혼재혼이 뽕쩌셔 口 @ 쩌의 교혹올 외해 딱로 생。[O~ 해셔 
口 @ 부모댐l 뺑으시켜냐 。엠 툴。p쩌셔 口 @ 부모냉의 맹뱉|로 자녀를 흘볼 수 없이셔 
口@모르겠다 

다음은 학교에서 배운 가족에 관한 질운입니다. 

19. 학교에서 가측여| 대한 내용은 어떤 시죠뻐| 배웠는지 몬둔 응답에 추세요， 

口@국어 口@도덕 
口@앵l 口@과학 
口@ 기슐챔(생해 口@외국어(영어) 
口 @ 특뺑똥이냐 채整(교과 외 시캔 口 @ 기탁 과목 
口뺑배분적없다 

m 가족어| 관한 애용 중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몬둔 응답째주세요. 
口 CD ?t측의 소종함과 종요성 口 <2J?택의 혐티m 구λ쩔j 역탤 
口 Ii!)?t쪽 의석쭈어| 관한 내용 口 @?t촉 내 뱀 깐 역햄등 
口 @?t촉구성옆껴 강통과 화해 口 @?t측과 이웃의 관께 
口 <íJ?t측과 샤회， 국?펙 관계 口 @ 기탁 
口@배분적없다 

21. 수업시간에 가측에 관만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1가지만 응답애 주세요 

口 @ 석냥한 。[0[9 1랴셔 지루했다 口 @ 빽한 가정융 만을어야겠다고 생?-t했다 
口 @?팩엠 ?끓올 할뺨11 극뿔운빅딸 。션l 되옛다 口 @ ?t용 없는 이생적 7썩 분명기댄 다루고 댔어 

현λj고t ~101 다르다고 생각햇다 

口@야무 생각。l 안흘댔다 口@기탁 

口@배문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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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은 결혼애 판안 질문입니다. 

1. 결혼에 대애 어명게 생각야세요? 

口@반드，1..1 해야한다 

口 @ 해도 충고 6찌 앙。r도 종다 

디@모르겠다 

다
 엠
 

종
 

게
 

뺑
 앞
 

ι
T
 때 

@ 

@ 
口
口

2, 샤람들이 결혼을 효κF연 몇 얄~I ut는 것이 총다고 생각@써l요，? (따나의 언헝만 기입때 주세요) 

1) 맴[끄서l 

2) 여작[TI셰 

3‘ 악생은 결혼에 대한 다음의 내용어| 대에 어명께 생각하세요? 

구 볕 
매우 대처l로 '1로 1젠t쳐 

찬얘t양 찬성항 창i힘i항 챈풍깃f양 

1) 견혼용 ?뼈!보다 가쭉낀의 관껴|를 댄저 생:뼈[jOr 한다 口 (l) 口@ 口@ 口@

2) 마땅한 생태룡 만뻐지 못，ê;1댄 견혼을 팍 항 면요는 없다고 
口 (l) 口@ 口@ 口@생각 qjκr 

3) 직장올 구하지 못하껴냐 안쟁탠 잭쟁을 가지지 못하앤 
口@ 口@ 口@ 口@

견혼올 늦추거나 만항 수도 잊다고 생각 ~κr 

4) 캘새훨올 유:qe양 "'~도로 수。\!p1 흥얻ô[jO， 견혼올 할 수 앗다고 
口@ 口@ 口@ 口@

생각 ~κr 

양) 내가 하고 낭닫 공부냐 연올 하기 외해 견혼율 qr 할 
口 (l) 口@ 口@ 口@수도 있다고 생각 qjκr 

b) 독샌(혼자 샤는 것j의 삶왈 중기기 멍해셔는 :영혼흘 엔r e양 
口 (l) 口@ 口@ 口@

수도잊다고생각힌다 

η) 견혼 생혈이 부담스러우댄 견혼올 안 항 수도 있다고 생각 §κr 口 (l) 디@ 口@ 口@

8) 경혼g 보통 샤형틀이 견혼히는 니。PIl ô[jO， qj되고 생각 효봐 口 (l) 口@ 口@ 口@

9) 샤뀌는 셔랑이 였으댄 견혼을 그 샤형곽 Ô[jO， qj떼고 멍!t qjκr 口 (l) 口@ 口@ 口@

1 0)경혼과 관계없이 A녕판계흉 ?r갤 수 앗다고 생각 한다 口 (l) 口@ 口@ 口@

11)부부컨의 뿔올 해경할 수 뽑1댄 이혼，ôl는 게 딴고 A엠 힌다 口 (l) 口@ 口@ 口@

12)착녀가 있어도 이혼t양 수 있다고 생각 ~κr 디 (l)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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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본인은 결혼힐 생각이 었으세요? 

口 @ 견혼할 생:>-10 1 잊다 口 @ 경혼항 생2f<>1 없다 口 @ 모르겠다 

5 악생이 결혼을 한C뻔 ‘결혼할 사람’ 의 초건으로 중요ot다고 생각út.는 것올 보기에서 순서대로 윈씬깅댄앞 
응행n취|요， 

l 첫댄쩌1 중요한것( l 두날때1 종요한것( ) • 서|박빼중요한것( 

< 보 기 >

(j) 외모 동 ，l...J져l적 조건 @건강 @ 잭"i.(잭종 맛 칙외) 

@ 경저l력(소득， 지l상 통) @연E경 @학력 

@ 학병(유맹한 학교흘 니혼 갯 @생격 @댄용괴r 샤량 

@종교 @궁햄 @ 형저|순외(장닝l 쟁녀 퉁) 

@ 가정환경(부모녕， 형저| 맛 천척 관계， 생장 배경) 

@ 흥샌지역(배우차 쟁댄잉|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 기탁 조건 

@ 조건 없다 @ 경혼항 생끽。| 었겨냐 경혼항"1 모르겠다 

A 다음은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샤람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지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아시|요? 

口@꼭댔어야한다 

口@없어도냥관없다 

7. 학생은 앞으로 지녀를 툴 생각이세요? 

口 @ 반드시 작녀를 ?κ|고 A날다 

口 @ 명로 가지고 냥지 (뺨 

口@모르겠다 

8. 학생은 앙으로 몇 명의 자녁를 둘 생각이세요? 

口@。명(떠롱울뱀이뺑口(j) 1 명 

口 @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냐올 것이다 

디@모르겠다 

口 @:>r능뼈 가지고 상다 

口 @ 전혀 가지고 상"1 잎빡 

口 @2명 디 @3명 

口@냐맹 口@'>명이낭 口@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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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이 자녀률 둔다면 콕 야들올 갖고 싱으세요? 

口<D 011 口@아니g 口 @;t:I'녀를 둥 생끽。| 없다 

10‘ 학생은 지녀를 둘 생각이 잊단멸， 가장 충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견댄맡 옹당째주세요‘ 

口 @ 대탬흘 이얘어。야~ õ야뼈ι떠17.>께η까r 口 @ 늙원어셔셰(ι노후앨뼈쐐머에에1)내외홈흙져 않망멤끼1 우잉뼈l떠빼a해n 
口@ 늙얽어얘빼셔셰(야노후뼈빼어예) 갱뺑쩨l떡적으로 의막맨I지|항 수 댔앤으므옆로 口 @ 부부관훤괜껴계p까?가r 더욱 종흙。따R찌|띠니매 η까 r 
口 @ 자녀룡 "'1우는 것g 살으l 종g한 가:1:1미작 보뿜|니까 

디 @ 경훌6맨 。1<>1는 당연히 생:>1는 것이니까 口 @ 부모냄올 기쁘게 해 드리기 외뼈 

口@기탁 口@모르겠다 
口 @ 뼈흘 툴 생끽。l 없다(또는 경정하지 못했다) 

11. 학생은 지녀흘 둘 생각이 월단옆， 가장 충요딴 이유가 무엇인지 견댄맡 용답쩨 주세요. 

口@잭휘l뼈f。양뿜합교뿌p~ 뽕|툴:>1 때뺀1 口@부부앤 시칸과행북이 충어드니까 
口@ 내 열어| 천녕학고 엠셔 口 @ 지녀가 힘든 용부흘 학게 되므로 
口 @ 맥가 학교냐 샤회011셔 뺑(뻔)흘 당옐ηr 염려 되어셔 
口 @ 부모냄올 툴보는 쟁| 어려융 것 갤써 口 <v :>1탁 
口 @ 모르겠다 口뺑 치녀롤 울 뺑1 '18(또는 쩔r디 뺏 

12. 학생은 자녁에 대만 다음의 내용에 대때 어땅게 생각6에|요? 

구 볕 
매우 대혜로 '1토 전혀 

찬영함 창성함 천ι양강행 챈A암R양 

1) 부모가 되는 것음 댄생어1셔 :>~:l:1 었는 연이락고 생각 한다 口 <D 디@ 口@ 口@

2) 자녀흘 냉。P땐 부부가 셔회적으로 댄챔벌는다고 생각 양밥 口 <D 口@ 口@ 口@

3) 작녀가 잊으댄 부부관계카 더 종。r챈다고 생각 호κr 口 <D 디@ 口@ 口@

4) 자녀가 댔는 샤령틀은 노년여 C킬 외륨다고 생각 <'i!κr 디 <D 口@ 口@ 口@

양) 지셔가 였으댄 늙어셔(노후이0 명제잭으둥 도용용 멜올 수 였다고 
디 <D 口@ 口@ 口@

생각q，1Ct 

b) 자녀를 통해 부모의 핑을 미루는 것은 바링잭 51다고 생각 한악 口@ 口@ 口@ 口@

~) 쟁RK2I 대롱 C깃기 잉해 찌녀룡 두는 것을 당연히다고 생각 호κr 口 <D 口@ 口@ 口@

8) 짜녀를 갖는 것음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 tltκr 口 <D 口@ 口@ 口@

에 지녀의 O~육도 중요학지만 부모의 샤웰이 더 종9.õfCt고 생각 tltκr 디 <D 디@ 口@ 口 @ 

1 0)자녀의 교용일 힘틀더학도 끝껴지 시켜。~ <'i!πt고 생각 한다 口 <D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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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생은 학교에서 아이를 커우는 방법에 대만 교육올 받은 적이 있으세요? 
g 아이를 키우는 빙법이료’? 흩삼. Of이 훌보기， 교육 등융 맑합니다. 

口@예 口@。떠g 

디@여 

14. 학생은 낭자가 아이롤 키우는 낭뻗어| 대째 배워야 안다고 생각아세요? 

口@ O~니g 

.1'\ 다음은 남녀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 일올 서로 공명아계 냐누어 야고 있다고 생각아세요? 

口@매우 그령다 

디@명로 그렇지않다 

口 @ 。뼈:q 또는 어머니가 안껴샌다 

다
 빨
 

뀔
 때γ
 

로
 

; 
때
 행
 

@ 

@ 

口

디
 

16. 일반적으로 부부 중 누가 집안일(식사춘벼， 설거지， 빨혜 등)올 쩨야 한다고 생각야세요? 

口 @ 천적으로 부댄이 해야 한다 

口@부부가함께해야웹 

口 @ 천적2릎 뱀。1 6ijO~ 화빠 

口 @ 대져|로 부앤。| 빠 한다 

口 @ 대쳐!로 닝멍이 해。F 함 

17. 일반적으로 부부 증 누가 지녁를 롤봐야 한다고 생각아세요? 

口 φ 전적으로 부댄。16빠 웹 

口@부부가함께해야웹 

口 @ 전적으로 뱀。l 융빠 한다 

口 @ 대저l로 부앤。| 해야 한다 

口 @ 대쳐|로 닝편。| 해야 한다 

18.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증요한 일은 누가 결정때야 한다고 생각아세요? 

口 @ 전적으로 부엔이 해야 웹 

口@ 부부가함께 해야한다 

口@전적으로 뱀이 해야한다 

口 @ 대체로 부엔。| 해야 한다 

口@대쳐|로 뱀이 해야한다 



부록 541 

19. 악생은 부부의 역혈에 관한 다음의 애용에 대때 어명게 생끽@에|요? 

구 딛 
매우 대혜로 ~로 X덩혀 

챈얘t양 챈생항 챈혐!항 챈ι풍조R앙 

1) 닝혐@>;tO않 7κ|고 뻐|는 가정용 흘보는 경101 종다고 뺑 한다 口@ 口@ 口@ 口@

2) 맛변。l 부부의 :>:!우이묘 7t.쪽의 얘게는 <，!멍이 앙샘져야 한악고 
口 <D 口@ 口@ 口@생각 ~κ1 

3) 냥편도 。r니i와 마찬가지로 끽녀를 장 툴툴 수 잊다고 생각 ~tct 口@ 口@ 口@ 口@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질분입니다. 

1.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어떤 애용인지 모토 응답째추서|요. 

口 @ 생'.p l 구조， 。뺑 口 @ 야햄l ι맹껴1. 흥천순견 口 @ 피엠뱀 
(댈경1 몽쟁 

口 @ 。씹! 훌샤 口 @DI혼모i 엔공유상 口 @ 생명， 허101즈 

口@기탁 口@생교욱흉받을적이(없다 

2 학생은 지금까지 짝교에서 받은 성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口@매우 도용이 되었다 口@약간도용이 되었다 口@ 보룡미다 

口 @ 맹로 도용。| 되지 쨌 口 @ 전핵 도용이 되지 。짧 口 @ 성교륙올 멜을 잭。| 없다 

3. 억교에서 받는 성교육 이외에 성이l 대한 정보를 준론 어디에서 얻는지 끄댄맡 용당혜추서|요. 

口@부모냐천댄척 口@혐져|빼 口@천구냐샌후배 

口 @ 비디오 (CO ， OVO) 口 @ 댄터넷(동햄) 口 @TV 

口@쟁지i 뺑 口@샤회종교탄채(청소년단체1 교회 통) 

口@빡 口@없다 

4 학생은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은 준론 어떻게 때결이고 있는지 Pt--I맡 용답째추세요 . 
...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고민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口@부모와햄 口@형제자매와생땀 

口@생댐전문?봐생당 

口 @ 앤터넷 또는 PC 통샌 
口 @l ôH견하지 못하고 잊다 

口@챈구냐샌배와햄 

口@혼자해견 
口뺑 고댄한쩍 없다 

口@학교샌생내과생당 

口@얘교육판렷책 

口@기탁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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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째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구 발 
매우 

"'tCl!κr 

1) 피염맹벙어| 대히아 앙고 있다 口@

2) 엔공유션의 부작용이l 대51여 C알고 댔다 
口 <D 

".일골윤앨l웰 임신한 경우 0101톨 냥지 않고 뿔러 없%는 것 

3) J，햄， 대PI즈 여탱 뺨함" 디힘f여 연고 있다 口@

냐) 닝녀의 샌체적 구조어| 대하여 C양고 있다 口 <D 

!;) 염샌 맺 흥샌"1'쟁에 대히q 앨고 있다 口 <D 

6 학교어|서 출t뻐l 대얀 내용은 어떤 시ζ벼l 배웠는지 몬둔 응답에 추세요. 

口@국어 口@도댁 

口@과학 口@끼슬?~정(밤) 

口 @ 륙병훨똥이나 왜량황동(교과 외 시깐) 

口@배용적없다 

。r는 모르는 

멍이다 I원이다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샤회 

口@외국어(영어) 

口@기탁과목 

천혀 

모른다 

口@

口@ I 

口@

口@

口@

7. 출ttoJl 관한 애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추로 어떤 생각을 하계 되었는지 1가지만 응답째주세요 .. 

口 @ 。판 내용이라 지루õt1l. 채미없었다 디 @ 생뺑j 탄생 과정올 。J께 되어 샌기뼈 
채미댔었다 

口 @ 흥션과 g。떼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口 @ 흥샌。l 앵j냐 국가홀 밍해 중요6봐는 
것올 。l)O"tct

口 @Ot무 생각。l 안툴였다 

口@배용적없다 

口 @?I탁 

8. 학생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얀다고 생각아세요? 

口@반드시 지켜야한닥 口@가공적 지켜야한다 

口@지켠 명.Q.?t 없다 口@모르겠다 

9. 악생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결홉 전에 슨결을 지켜야 얀다고 생각아세요? 

口@ 지키"1 않용 수도 댔다 

口@반드시 I때F 뺨 口 @?t급잭 지려야한다 口@지키지않용수도있다 

口@지켠면요가없다 口@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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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은 일반적으로 결혼아지 않은 낭내가 임신올 쨌다연 어명게 때야 한다고 생각아서|요? 

口 @ 냉。JO~ 뺨 口 (2) 0101를 기룰 수 댔는 갱왜1만 낳는다 

口@냉。r서는안원다 口@모르겠다 

11 학생은 지곰 이성교제를 야고 있냐요? 

,.‘ ’ 、

‘",,", 

口@현재교져l 중이다 디@교뼈f 헬|댔으냐지긍딛없다 口@교저|한적이없다 

다음은 현재 자녀를 적계 낳는 사회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 글을 잘 읽고 악생의 생각과 일지하는 해당란에 Ql를 빼주세요. 

양으로 우E냐학엔구가 중어을 7p1랴고 행-1'다 이것g 웹나라 각 :;>p뺑에 。101룡 낳지 않꺼냐쩍게 l함 잊:;>1 띠딛。바l다 

@'12번. 13번 문행| 대해 응짧H 줘~IR 

12. 아이를 적계 냥거나 낭지 않으려고 하는 간쭉효용맡의윤가 무엇이라고 생각학세요? 

디 <D 0101흘 키우는 영이 힘들어셔 口 @ 늦은 견혼으로 흉션의 시끼를 놓져셔 

口 @OJOI릉 교올시키는데 톤미 뽕l 올어셔 口 @ 부모가 모두 연올 해마 하므로 

口 @ 작녀흘 키우는 。빼 영DIPI고 낭:"1 ~IO써 口 @ 기탁 

13‘ 우리나라 인구가 출어틀먼 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디 @ 샤랑틀 샤이에셔 갱쟁홀 하거냐 다툴 口 @ 냐랴의 험이 Q협밴 껏이다 
영이 중어을 껏이다 

口 @ 용해가 중어틀어 쾌적한 항뺑l셔 
't 수 잇올 것이다 

口 @ 영탤 샤령이 중어틀어 여러 때 문제가 
생견것이다 

口 @ 식량과 주택 부쪽 문제가 해견 멸 것이다 口 @ 우리가 세금융 "1곰보다 뽕| 빠 할 껏~I다 

口@기탁 

14.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0\01를 적게 능t고 노인들이 많O~^I고 있는 연S써l 대때 흑t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口 φ011 口(2) Ot니g 

빽훌 랜뀐것 
o 



544 

15. 학생은 이이흘 적게 냥고 노인돌이 댐아지고 있는 현상올 때결아기 위때 국가가 무엇올 야고 있는지에 대째 
돌어본 적이 있나요? 

口@예 口(2) OtLf Q 

16. 악생은 헬이벼지， 휠머 니와 같은 집에서 양께 샤는 것에 대때 어명계 생각야세요? 
rb 할아버지.l!I머니가 돌아가신 학생도 응답해 추세요 

口@매우 종올 것갤ζr 

口@싫용것딴 

口@모르겠다 

口@총올 것갚다 

口@매우싫올것강다 

17. 학생의 부모닝이 노인이 되면 준론 누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6써|요? 

口 @ 부모녕 스스로 해견해야 웹 

口 @ 앵j냐 국가가 툴봐야 당봐 

口 (2) 7쩍。1 흘봐야 한다 

口@모르겠다 

으OJ- 끼개· 

힘들~I만한문항도 
빠정없이 용댐해 주서l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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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운 가치관애 관안 질분입니다. 

1‘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에 어명계 생각@써l요? 

구 범 
매우 대쳐|로 명중 1전혀 

챈얘t앙 챈얘t양 챈A힘l항 챈A원t양 

1) 남자툴。l 부역영흘 하는 것을 보기어 종지 앙다 口 <D 口@ 디@ 口@

2) 쟁， 탬파 갤딛 잭싼융 닝I얻곽 이나1 용똥 이륭으로 히는 것올 창성한다‘ 디 <D 口@ 口@ 디@ 

3) 영거"1냐 빨리lQt 강용 쟁판 연g 닝치와 여다.::>t 다 ?맡1 ôHOHi!κr 口@ 口@ 디@ 口@

냐) 정，OJ21 대룰 이어가기 의해셔 。r툴。l 있어야 한다 口 <D 口@ 口@ 口@

'?) 。떠g 닝I현g 쟁얻l 모든 。~I 대õllkl 똑강닫 견'ï'<!올 가져야 한다 口 <D 口@ 口@ 口@

b) 여자는 사역에| 관한 중대한 견정흘 L냥x:tqf콤 갤 내리지 못한다， 口 <D 口@ 口@ 口@

η) 냥작는 ::>t.쪽의 생껴l흘 책댐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얼공흘 더 면| 벙。IOt~κt 口 <D 口@ 口@ 口@

8) 쳐생부흥미냐 복샤는 l굽xf적얻보다 0Ix:t잭옆이 하는 것이 어흘렌다 口@ 口@ 口@ 口@

9) 여자가 I판샤갱샤Qt 쁜l 닝자툴이 주로 멜0..1:던 잭업융 갖는뎌l 한얘한다 口@ 口@ 口@ 口@

1 0) 닝자::>t OlXf닝샤탤객셔 연하는 것g 바량잭6κl 잉다 口 <D 口@ 口@ 口@

2‘ 학생은 다음의 내용어| 대때 충요아다고 생각야세요? 

구 볕 
매우 대쳐l로 t옐로 1던허 종요 

충Qt양 중요함 충g 앙함 않행 

1) I펀엔한생할 口 <D 口@ 口@ 口@

2) 풍g로문 뭉캘생황 口 <D 口 ~ 口@ 口@

3) 더블어 샤는 삶 口 <D 口@ 口@ 口@

나) 다른 샤령이l께 멸요한 샤랑 口 <D 口@ 口@ 0 (1) 

양) 자유로완 생훨 口 <D 口 e 口@ 口@

6) 댄::>.1'객| 대한 샤량 口 <D 口@ 口@ 口@

η) 화목한 가정 口 <D 口@ 디@ 口@

8) 여가생훨 디 <D 디@ 口@ 口@

9) 샤호j적으로 엔1녕 멜는 것 口 <D 口@ 디@ 口@

10)q혼 사랑틀에게 명령혈 수 잇는 험 口 <D 口@ 口@ 디@ 

11)목표를 당녕하고 A잉용하는 갯 口@ 口@ 口@ 口@

@ 학맹 여러분! 고맙읍니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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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사어| 관한 궁금얀 모든 사항은 아래로 연락추세요^/\ 

한국보건사획연구원 

연락저 : 02 - 380 - 8182 
02 - 380 - 8264 1004phil@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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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결혼· 자녀 · 양성평댐 관한 교육실태 조사 
(교사용) 조사표 양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Cη년 1월 

결혼·자녀·양성명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 

(교사용) 

고유번호 | 시도영 1 시군구명 | 악교구분 악교특성 

2 

8 

口@남악교 
口@ 여악교 

ILJ ψ 4슴각에긴눈끼I} 1 口 @ 남녀공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효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악년 응답자일련번호 

9 10-11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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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r결혼-자녀 양성평풍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개 초 • 중 · 고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재직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웅답해 주신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랩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솔직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협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문 



| 다음은 저출산 고렁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 내용에 관한 인쇠을| 
! 일f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 

였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g를 혜 주세요. 

1.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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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 이 곳에는기업 'w삼 

I CARD I 

I 01 I 

디@매우심각하다 디@심각한편이다 1 디 
口 @ 보통이다 口 @ 심각없1 않은 편이다 
口@전혀 심각하지 않다 

2. 저훌산고렁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필요하다 口@필요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펼요하지 않은 편이다 
口@전혀 필요하지 않다 

3.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에서 출산이나 가족의 소중힘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펼요하다 口@필요한편이다 l 口
口 @ 보통이다 口 @ 필요하지 않은 연이다 
口@전혀 필요하지 않다 

| 다음은 현재 출산(인구포힘)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 

4‘ 현재 선생님께서는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口 @ 예(σ 4-1번으로 가시오) 口 @ 아니오(cr 5번으로 가시요) 

※ 4번 문항에서 (i)을 선택하신 분만 4-1에서 4←6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히십니ηf? 

口

口@매우적절하다 口@적절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척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전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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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f!핸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zj하십니끼? 

디@매우척합하다 口@척합한면이다 ! 口
口 @ 보퉁이다 口 @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디@전혀 적합하지 않다 

4-3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口 @ 반영하고 있는 뺀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4-4.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충분하다 口@충분한편이다 | 口
口@보통이다 口@부족한편이다 

口@매우부족하다 

4-5. 교과서의 출산(인구 포함)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적절하다 口@적절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절하지 않온 편이다 

口@ 전혀 적절하지 않다 

4-6. 출산(인구 포함)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준로 무엇입니까? 

口 @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口 @ 수업에서 휠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디 @ 현실이나 교써 가치관과 다른 경웨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렵다 

口 @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口@기타 口@모르겠다 

口@애로사항이 없다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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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음은 가족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I 

5. 현재 선생님께서는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ηf? 

口 @ 예(σ 되번으로 가세요) 口 @ 아니오(σ 6번으로 가세요) 口
었 5번 문횡에서 @을 선택하신 분만 5-1에서 5-6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가족친화적 가치표}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적절하다 口@적철한편이다 | 口
口@보통이다 口@적절하지 않은편이다 
口@전혀 적절하지 않다 

5-2.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히십니까? 

口@매우적합하다 口@적합한편이다 | 口
디 @ 보통이다 口 @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口@전혀 적합하지 않다 

5-3.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충분송1 반영핵 었다 口 @ 반영하고 있는 뺀다 I [그 
口 @ 보통이다 口 @ 반영하고 있지 않온 편이다 
口@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5-4. 교고써에 제시된 기족 표랜 LH용의 분료에|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어| 적절하다고 
쟁i승씹L.þ7f? 

口@매우적정하다 口@적절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적절하지 않다 

5-5. 교과서의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적절하다 디@적절한편이다 | 머 
口 @ 보통이다 口 @ 적절하지 않온 연이다 
口@ 전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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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가족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口 @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률의 흥미톨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 口
口 @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챔가 부족하다 

口 @ 현실이나 교쐐 처l판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7념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口 @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올 잘 모른다 

口@기타 口@모르겠다 

口@애로사항이 없다 

.二}음은 항후 출산 및 가족 친화식 기지관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을I 

「-검}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에 란한 실문입니다 I 

6. 학교교육에서 훌시(PI구 포함) 과련 가치과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口 @국어 口 @도덕 口 @쐐 

口 @과확 口 @7발 .7댐(실패 口 @외국어뼈에 
口 @특별廳。싸재뽑풍口 @기타 

7. 학교교육에서 가족 고}혀 가치과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끼중복응답 가능) 

口 @국어 口 @도덕 口 @째 

口 @과학 口 @7않 .7냉(실패 口 @외국어(영에 

디 @購향나재량뽑口 @기타 

8. 학교교육에서 충싸 치화적 가치과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초등학교 책변터 n핸녕햄 

口@햄펌-El 

口 @ 효학교 고뺀밤~ (4학년냉학낸 

口@고풍학교부펙 

9. 학교교육에서 가족 치화적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초동혁교뺑밤~(1햄녕햄 

口@중학교부터 

口@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4학년냉학낸 

口@고둥학교부터 

륨캠 

륨캠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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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신엔구 포합)에 관한 교육뽑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효봐고 생각하십니까? 

口 @ 출산이 개인적 차원올 념어 사회 국가와 판계가 있옴융 인식하도록 개선한다 | 口
口 @ 저출산의 원인， 실태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올 개션 한다 

口 @ 현재의 교육내용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 
口 @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口 @기타 口@모르겠다 

11.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하여 교육내용을 개선하고자 합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꽤간빼중복성을피해야뺨 | 口
口 @ 특정 7때}랩되는$뱅을2懶빠힌다 

口 @ 학생들의 학습통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口 @ 시대성과 째성을 반영해야 한다 

口 @기타 口@모르겠다 

12. 앞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과}환및 7쁨친빽내짧잘 7념철수없록과연뜸실시한다 | 口
口 @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툴 개발하여 보급 한다 

口 @ 재뽑동 시간이나 특별휠똥 시간 퉁 교과 외 활동에 척용할 수 있는 지화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口 @ 출산 및 7펙 친화적 내용이 담긴 독서 챈자료를 개밸뼈 보급한다 

디 @기타 口@모르겠다 

|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I 

13. 현재 선생님께서는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口 @ 예(σ 13-1번으로 가세요) 口 <2l ~σ때따의 1번 문항갤 쩨오) I 口
※ 13번 문항에서 (í)을 선택하신 분만 13-1에서 13냉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 선생님께서는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과정올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口@있다 口@없다 |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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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율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적철하다 口 @적절한편이다 | 머 
口 @ 보통이다 口 @ 적철하지 않은 편이다 
口 @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13-3.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Lij용이 흐읍자의 수준과 흥미메 적힘히다고 생zj하십니까? 

口 @매우적합하다 口 @적합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口 @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13-4.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멸요하다 口 @필요한편이다 | 口
口 @보통이다 口 @펼요하지 않다 
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5. 성교육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口 @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 口
口 @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口 @ 현실이나 교째 찌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렵다 

口 @ 성에 관한 태도나 쩨관을 재미있거!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口 @기타 디 @모르겠다 

口 @애로사항이 없다 



j 다음은 일반적 가치 측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I 
선생님은 아래에 제시한 가치들울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를 거부한E연 1점을 골라주시고， 그 7까l가 중요융까| 않디연 2점 극히 중요다면 9정으로 

활 때 선생님은 이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거부하는 중요하지 중요합 매우 극히 
가치잉 않옴 중요합 중요항 

2 3 4 5 6 7 8 9 

1.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치 점 수 

1) 팽풍 (모두에게 기회가 동퉁함) 

지 사회적 권력 (타인에 대한 통제， 지배) 

3) 자유 (행동과 사고의 Z빠) 

4) 사회적 인정 (다른 사랑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 

5) 권위 (다른 사랑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 

6) 사회 정의 (블의를 바로 장음l 약자를 보살펌) 

기 독립생 (자기 자신을 믿음I 자족적임) 

8) 야망 있음 (무엇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열심히 일함) 

9) 마음이 넓음 (나와는 다른 사상이나 신념에 대해 관대함) 

10)환경보호 (자연율 보존하기) 

11)정직 (거짓 없음， 진설합) 

12)도움이 됩(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 

13)성공 (목표툴 달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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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음은 앙성펌듬에 관한 질문입니다 l 
2.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대체로 
벌로 전혀 

구분 
찬성함 찬성함 

찬성 찬성 
안함 안함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口 CD 口@ 口@ 口@

2) 집I 땅과 같은 재산을 낭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口@ 口@ 口@ 口@

하는것을 찬성한다 

3) 셜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口 CD 口@ 口@ 디@ 

다같이 해야 한다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口@ 口@ 디@ 口@

5) 아내와 남면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口 CD 口@ 口@ 口@

결정권을가져야 한다 

6) 학교어μf는 학생들에게 냄게평풍의삭을 심어주어야 혼봐 디 CD 口@ 口@ 口@

끼 역사나 정치에 대한 상식을 쌓는 것은 여학생보다 
口@ 口@ 口@ 디@ 

남학생에게 더 중요하다 

8) 반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다 口@ 口@ 口@ 口@

9) 학교를 통솔하는 교장t 교감은 냥자가 되어야 한다 口@ 口@ 디@ 口@

1이여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학하도록 
口@ 口@ 口@ 口@

권장해야 한다 
11)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口@ 口@ 口@ 口@
잘 내리지 못한다 

12)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 
口@ 디@ 디@ 口@

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13)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口@ 口@ 口@ 口@
하는 것이 어울린다 

14)여자가 판 • 검사와 같이 남지들이 주로 맡았던 
口@ 디@ 口@ 口@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15)냥X까 여자 상사 밀어써 알i5)는 것은 바람직i5~지 않다 디@ 口@ 口@ 口@

16)남학생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口@ 口@ 口@ 口@

여학생은 좋지 않다 
1끼여자는 사귀는 남자보다 더 똑똑해 보이지 

口@ 口@ 디@ 口@
않는 것이 좋다 

18)더많은여자들이정치에참여해야한다 口@ 口@ 口@ 口@

19)여자가 욕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口@ 口@ 口@ 口@

남자보다 더 보기 좋지 않다 

2이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디@ 口 a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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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생님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서l요? 

口 @반드，，]해야한다 口 @핸연。l 좋다 

口 @따좋고해l 앨보좋다 口 @하지않는게낫다 

口 @모르겠다 

4 선생님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D A냉핸A법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해 口 @ 청신적 안정율 핫7] 위해서 
口 @ 자녀를 갖기 위해서 口 @ 부모의 가정에서 독립하7] 위해서 
口 @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口 @ 사회의 관습올 따르기 위해서 
口 @부모가원하기 때문에 口 @기타 
口 @모르겠다 

5. 선생님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1) 남자: [TI서l 
끽여자: [TI세 

6. 선생님은 남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그렇다 口 @그렇다 口 @보통이다 
口 @아니다 口 @전혀뼈다 口 @모르겠다 

7 선생님은 여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그렇다 口 @그렇다 口 @보통이다 
口 @。써다 口 @전혀。써다 口 @모르겠다 

다뚱 결렴활과 직장생활에 괜 질문입니다 l 
8.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 직장 일과 가정 일을 하면서 겪은 까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口 @ 자녀 양육 시간의 부족 口 @ 직장 얼과 7얘 일의 이중 부담 

口 @ 부부간의 대화 시간 부족 

口 @ 직장에서의 눈치와 불이익 

口 @ 직장 일에 전념하기 어려움 

口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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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적으로 자녀 훌산 때문에 직장생활을 그만 두어야 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口@환 口@직장 口@뾰겠다 | 口
10. 일반적으로 교직이라는 특성이 다른 직업보다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그렇다 口 @그렇다 디 @보환l다 10 
口 @。써다 口 @전혀。배다 口 @모르겠다 

[ 다음은 자녀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I 

11. 결혼을 한 부부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φ 매우 그렇다 뻐번묘 7써l외 口 @ 대체로 그렇다 (0' 11-1번엎 7써외 | 口
口 @ 애다 (0' 11깅번으로 7써1외 口 @ 전혀 뼈다 (0' 11깅번으로 7써왜 
口 @모르겠다 
@생을 선택하신 경우 jαmoo’의 1번으로 가세요 

※ 11 번 문항에서 (i).æJ번을 선택하신 문만 응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 자녀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口 φ 부부의 유대를챔λ뼈 주기 때문。따 口 @ 노후에 의지가 되7] 때문이다 

口 @ 보살피는 재미가 있7] 때문이다 디 @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이다 

口 @ 생의 의욕올 주7] 때문이다 口 @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口 @ 부모가 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口 @기타 

※ 11 번 문항에서 @‘ φ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자녀를 두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口 @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7] 때문이다 
口 @ 부부만의 시간과 행뿌1 줄어드니까 
口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口 @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口 @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벌)를 당할까 염려 되어서 
口 @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口 @기타 

口그 

口



타음은 선성님의 일반적 A녕어| 딴 뚫입니다 기| 

1. 선생님의 성벌은 무엇입니까? 

口 @남자 口 @여자 

2. 선생님의 담당 교과는 무엇입니까?(중·고등학교 교사만 응답해 주세요) 

디@국어 口@도덕 口@사회 
口 @과학 口 @기술·가정 口 @외국어(영어) 
口 @ 기타 口 @ 비해당(초퉁학교 교새 

3.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몇 년 되셨습니까? 

년 

4 선생님께서는 출산 경험이 있으십니까?(남자 선생님의 경우 배우^f) 

口 @ 있다 (σ 송1번으로 가세요) 口 @ 없다 (σ 5번으로 가세요) 

※ 4번 문항에서 (i)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선생님 자녀의 조 앙육 형태는 무엇입니까? 

口 @ 본인 및 배우자 口 @ 친인척 口 @ 육아도우미 
口 @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 유치원 등) 口 @ 기타 

5. 선생님께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히십니까? 

口 @ 출산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올 실시해야 한다 

口 @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 71 때문에 국가7t 개업핸 것은 바랑직책l 않다 

口 @기타 口@모르겠다 

6. 가족 형태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口 @ 매체를 통해 가족형태(한 부모 7얘 재혼 7얘 됨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알고있다 

口 @ 대챔7햄따생겨맨고 때뭔 기존의 전형적인 7쁨 형태가 바랍직 하다고 본다 

口 @ 변화된 7쁨 형태에 대한 편견을 뻐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샌 전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펀이다 

口 @ 기타 口 @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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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관한 궁금한 모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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