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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 인구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의 변화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8년경부터 감소할 것이며， 2뼈년에 고령화사 

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불과 26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사회)에 도달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 

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령화 

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노년부양비의 급등으로 사회적 부양부담을 감당하기 어 

려울수 있다. 

고령화의 원인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를 들 수 있지 

만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이다.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과 가족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에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관의 문제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자금지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친 사회적 가치관을 위한 환경조성과 함께 가치형성과정에 있는 청소년 

의 친 가족관과 친 자녀관을 갖도록 노력한다면 장기적인 목표달성에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미래세대의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정립을 위한 종합 

연구를 관련 연구기관의 협동과제로 추진하였다. 종합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청소년의 결혼과 자녀가치， 양성평등가치， 성교육， 출산과 가족 친화 

적 교육 등의 과제 중에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결혼과 자녀 가치정립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초중고등 



학생들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적 요구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이 

것을 학교교육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전준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5년간의 연구계획 중 2차 연도의 과제로 시행되었다.2차 연도 5개 소과 

제 중에서 초·중둥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연구를 한국교원대학 

교의 연구팀에서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연구에 도움을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연구에 참여한 한국교육개 

발원 및 한국여성개발원의 관련 연구원들께 감사드린다. 

2006년 12월 

연구책임자 김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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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arriage and Child Values of Teenagers in Korea 

According . to the te않ager group’s ex없ienc않 related to marriage, tì뻐illy and 

chilφen during the adolescent peri여 their fanilly and child values are decided 

when they become adults. Therefore, education for the socially desirable value is 

V하Y important during their school a양S. 

In genera1, the present teenagers consider their own families and themselves more 

imp뼈ntly than the soci떠 development in general. However, we c때 easlη fmd 

the differences of the teenagers’ values by their charact떠stics. πle primary and 

mi뼈1e sch∞1 students are mcπe frien배y v따ue related to fanilly and children than 

the hi방1 school students, which tells us iliat we have to consider the students 

characterlstics for value education. 

About two-thirds of the total stl띠ents who were interviewed for this study think 

iliat marriage is necessary for their lives. πle fema1e and rural teenager grou뼈 

think iliat the fanilly value is more impcπtant than the groups of male and urban 

students. Sirr피arly， id않1 fanilly size is 떠so bigger among the male and rural 

해ldents than the other grou뼈· 

As for school education, more effective methods for the education of various 

뼈lds of values related with m빼age and fanilly need to be studied and developed. 

πle contents on the fanilly and child values in textbooks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for the social friendly value education. In adc뻐on， teacher education related 

to low fl때lity and frien배y f:뻐피y relationships are also very important and it 

needs to be conducted in advance before teac뼈ng low fertility to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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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청소년기에 결혼· 가족· 자녀(출산)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일생동안 갖게 될 결혼 및 가족가치관으로 형성될 가능성 

이 크다. 이런 까닭에 청소년의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으 

며，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과 연령 등에 

따라 가치관에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초동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고둥학생에 

비하여 결혼과 가족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청소년 

의 집단별·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학생의 66.5%는 결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시 

보다는 농촌의 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결혼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 

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초·중등학생의 태도를 살펴보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 

여 75%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의향도 전체 83%가 자 

녀를 갖고 싶다고 응답했다. 희망 자녀수로 2명 이하를 희망하는 경우는 도시 

지역 학생들에게 많았고， 3명 이상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은 지역은 농촌이었 

다 희망자녀수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교육에서의 가치교육은 오늘날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명료하게 해주거나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적 노력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나 가족관을 탐색하여 

명료화하는 일은 미래의 삶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 

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학교에서는 결혼 및 자녀， 가족관련 내 

용에 오류를 수정하여 교육현장에 반영하여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 



산을 회복하기 위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교육의 실시를 

위해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저출산 관련 교원연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현 

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약 

1 .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口 연구배경 

O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대체수준에 도달한 후 계속 빠르게 

감소하여 2005년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낮아져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수준이 되었음. 

O 출산수준의 감소와 함께 사망률의 감소로 인구의 노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O 낮은 출싼준과 1lD~른 노령화는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변화시키고， 

신규노동력의 부족， 노인부양부담의 과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임. 

O 인구현상 변화의 원언을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음. 

O 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연령의 상승， 

미혼인구의 증가， 이혼의 증가，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 등으로 

나타남. 

O 우리나라의 출산은 가족 내의 출산이 중심이므로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어려워진다면 앞으로 출산수준의 상승은 물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O 개인의 가치관의 변회는 개별적인 지원이나 단기간의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님. 과거(1960년대와 1970년대) 출산억제를 위해 소자뱀을 형성하기 위 

한 노력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이 장기적인 목표 하에 

지금부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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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연구목적 

O 청소년(여기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과 자녀가 

치관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임. 

O 친 결혼관，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되도록 할 것임. 

O 이 연구가 이루어지면 2005년에 수행한 초， 중， 고등학교 인구관련 교과서 

내용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방향과 내용을 분명하게 하 

여 줄 것임 

O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교재개발은 물론 종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방법 

口 연구방법 

O 문헌연구， 조사연구 및 사례연구를 병행하였음 

O 기존의 연구결과들로부터 청소년의 결혼파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였음. 

O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존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 가치형성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는데 참고하였음. 

O 기존의 자료에서 직접 얻기 어려운 현재 청소년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이 

형성된 원인과 전망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대규모 양적조사를 실시하였 

음. 이것은 다른 부문의 요구와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 

며， 그 자료 중의 일부를 이 연구를 위하여 활용하였음. 

O 이 연구결과를 학교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 현장과 교원 교육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앞으로 효과적인 교육의 방향 제시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2αη년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데 활용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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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口 연구내용 

O 저출산，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결혼， 

출산， 가족 동에 대한 가치와 장래 태도에 대한 연구 

O 가족의 형성인 결혼과 자녀출산에 영향을 주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실 

태와 친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방안을 연구 

O 현재 결혼과 자녀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연구를 수행 

O 연구한 청소년의 가치현황과 그 원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 

O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결혼과 자녀친화적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교육방 

향(현행 교과서 보완 내용의 예시 포함)을 제시 

O 교육과정 개편의 일정에 맞추어 가치교육의 단계적 반영 방향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접근 단계(교사교육 포함)에 대한 제안을 하여 다음 후속연구 

(교과서 내용 보완， 교사 교육 및 교재 개발 퉁)에 도움이 되도록 함. 

H 청소년의 결혼·가족·출산가치관 설태 

1. 청소년의 결혼·가족·출산가치관의 의미 

口 가치관의 의미 

O 가치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것， 적절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 등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 

O 가치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을 판단할 때 정의적 및 

인지적 요소를 종합하는 평가적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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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가치의 특정 

o Schw:따tz와 Bi1sky(1987:551)의 가치의 특징 

- 특정 집단이 객관적으로 공유동}는 규범(norms) 체계 

- 특정한 상황을 초월하는 문화적 이상@띠m따 떠않1) 

- 행동이나 일에 대한 선택과 평가를 이끄는 도덕적 판단 

-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념(beliet) 

- 바람직스러운 것 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ci비ects) 

- 인간이 마주하는 환경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유형화되고 규칙적으로 반응하 

도록 뿌리깊이 상징화되어 있는 가치지행v어ue OI뼈ltations) 

O 가치는 인간에 따라 그리고 사회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개인적 가치관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특정한 문화적 환경에 의해 상당 

한 영향을 받음 

-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들의 삶과 행동의 배변 

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미래 사회를 전망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 

2. 청소년 가치관 정립의 중요성 

口 청소년과가치관 

O 청소년은 의존， 불안정， 미성숙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아동기에서 독립， 

안정， 그리고 성숙을 특징으로 하는 성인기로 옮아가는 이행(transition)단계 

- 가치관은 청소년기에 형성되고 체계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것들은 성인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담당 

디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 중요한 이유 

O 가치의 다양성 

- 가치관은 개인 혹은 집단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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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가 가치 정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삶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점이 중요 

O 가치의 안정성 

- 가치는 비교적 일반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평가의 내적 기준임. 

- 청소년 가치관의 특징은 성인 세대에 비하여 비교적 유동적이고 외부의 영 

향을 많이 받음. 

- 교사와 부모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유의미한 타자의 영향이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O 가치의 책무성 

- 개인 행위자들은 가치에 따라 선택 행위를 하게 되는데 개인은 그러한 선 

택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지게 될 책무성을 고려하고 동시에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될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 성인 세대와 달리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 청소년은 개인적， 가족， 그리고 친구 등의 압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 

택의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함. 

3. 청소년 가치관 형성 요인 

口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O 가치관은 생물학， 가족 특성， 인종과 성， 사회구조(사회계급·교육·직업)， 

이민 혹은 이주 경험， 연령 집단， 종교， 국가 및 인구학적 특성 등에 따라 

여하으바오 ., r> _ ‘ co. 

o Holland와 Thomson(199어의 연구 

- 청소년의 가치관이 성멍ende디， 거주지。이빼0띠， 그리고 사회계급(soci떠 class)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 

口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 

O 가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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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성인 자녀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어머니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O 성 요인 

- 청소년의 가치관에 있어서 성차는 두드러짐. 여성 청소년이 남성에 비하여 

약물 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혼" 혼외 성관계， 동성애 등 

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냄. 

O 사회적 환경 요인 

-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에는 사회계급，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이 있으며， 이 

들은 가치관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O 정부의 관련 정책 요인 

- 가족계획은 산업화의 유물 :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은 근검， 절약， 저축 

과 합리적 투자 등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로 간주하게 하였 

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생각을갖도록함. 

- 매스컴， 인터넷， 교사 등은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타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4. 청소년의 결흔·가족 및 출산가치관 실태 

가. 청소년 가치관의 특징 

口 청소년의 가치관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짐 

O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볼 경우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 

해서도 비슷한 평7}를 하게 됨 

O 청소년의 가치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그것이 성인세대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성인들과 달리 청소년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개방적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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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 태도도 비교적 쉽게 변화한다는 특정이 있음. 

口 청소년을 하나의 동일하고 동질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가정 

하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님. 

O 청소년들 또한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짐 

O 중·고·대학생 중에서 고동학생이 다른 두 청소년 집단과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가족중심 7께관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중학생이 가정화목인 반면에 

고둥학생은 자아실현으로 다르게 나타남 

o 20대 청소년들은 청소년 세대가 특정한 가치관에서 성인 세대보다 더 부 

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음. 

나. 청소년의 결혼가치관 

口 결혼가치관의 개념 

O 결혼가치관(marriage 'l머U않)이란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으로 결혼이나 결 

혼과 관련된 개인의 가치관을 의미 

O 출산가치관은 개인이 출산이나 출산 관련 문제에 대하여 견지하고 있는 

신념을의미 

O 결혼과 자녀，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가족가치관에 

포함된다고볼수 있음. 

口 결혼의 의미 

O 결혼(marriage)이란 두 사람의 성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접촉이 사회적 

으로공인된 결합체 

O 결혼을 통하여 가족이 형성되며， 두 사람에게는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다 

양한 친족관계가 생겨나게 되며，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모와 자식관계도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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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결혼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재생산을 주로 담 

당하는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규범 

口 청소년의 결혼관은 가족 및 자녀 출산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O 출산율의 감소와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난디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의미 

口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 결과 

o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 

중01 1998년 33.6%에서 2002년에는 25.6%로 줄어듬. 

O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 중의 하나로 인식 

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O 부모 세대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부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두는 것에 비하여 청소년들은 사랑을 결혼의 의미로 인식 

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자녀 출산만을 목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음 

다.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口 가족가치관 

O 가족가치관(family v:따U않)이란 가족에 대한 행동의 일반적 경향성이나 그 

와 같은 행동에 내재된 신념을 의미 

O 기족가치관은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구성과 관련된 기본 태도에 영향을 미침 

口 생물학적 관계에 기초한 가족의 개념 

O 전통적으로 가족(F때ily)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성적 관계의 조직이자 생물 

학적인 짝짓기와 생식과정을 통하여 성적 요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사회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사회제도로 간주 



요약 27 

O 가족은 한 가족이 출생하여 소속하게 된 방위 가족(ori鋼íion fi빠뼈과 한 

개인이 성인으로 소속되는 가족으로서 자녀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 

되는 생식 가족(procreation f:빼y)으로 구분 

O 가족은 경제적 생산조직， 재산의 배분， 노동의 사회적 분업， 문화의 전수와 

아동의 사회화 등과 같은 기능을 담당 

口 변화하는가족의 개념 

O 무엇보다도 예전과 달리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가족의 중요성과 

기능 약화， 가족 형성의 방법과 가족 형태 다양해짐 

O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 왔던 경제적 생산이나 정서적 안정 등과 같은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 

유형이 출현 

O 결혼을 통하여 형성된 가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에 

동거가족이 늘어남. 

라. 청소년의 출산과 자녀 양육 가치관 

口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7찌뺀 있어서도 청소년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임 

O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통하여 부모됨의 의미를 학습하고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부모 모습과 역할을 정립하게 됨 

O 청소년들이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가족，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임 

5. 청소년과 성인 가치관의 유사성과 차이점 

口 가치관은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짐. 

O 가치관이 다양하다는 것은 공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도 그 

렇다는 것을 의미 

O 연령집단에 의한 가치관의 차이를 세대차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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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가치관의 세대 차이 

O 연령집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의 차이 그리고 문화 및 사회 

변화의 다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세대의 정서， 의식구조， 

행동 및 생활양식의 차이를 초래 

O 세대 차이는 심각한 사회갈등의 소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O 기성세대와 신세대， 성인세대와 청소년세대 라는 표현들은 모두 이러한 

연령집단을 지칭하는 것들로 이러한 세대 간에는 가치관， 윤리의식， 사회 

및 미래관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발견됨. 

口 한국사회의 세대 차이 

O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세대 간 차이가 심함. 

O 가치관의 남녀 간의 성별 차이는 줄어드는 반면에 연령에 따른 세대 차이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口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 

O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1970년대 말에 비하여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함. 

O 청소년은 성인보다 가치관이나 역할행동에 있어서 보다 진보적이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둥과 같이 인기 

있는 직업을 선호 

口 가족중심 가치관의 세대차이 

O 고퉁학생과 대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가족중심 가치관이 약화 

O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연령 및 세대차이 존재 

- 결혼을 중시하는 태도는 ‘노인〉 성인〉 청소년’의 순서로 나타남 

- 청소년 집단만을 살펴보면， ‘대학생〉 중학생〉 고둥학생’의 순서 

O 전체적으로 가족 및 결혼을 중시하는 생각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口 청소년과 성인의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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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청소년과 성인세대 모두 가정의 화목을 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음. 

O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행복한 가정， 부모에 대한 효도， 화목한 가정 

생활 동을 목표로 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유지 

되고 있음. 

6. 외국 청소년의 결혼·가족·출산 가치관 실태 

가.일본 

口 소자해少子삐 대책 

o 1聊년대 중반부터 출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의 

식을 개선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젊은 세대의 불안감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소자화의 주된 원인 

- 만혼화{曉婚씨의 진행으로 인한 미혼율의 증가 

- 일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O 기본 방향을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에 대한 부담감과 자녀 양육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것에 둠. 

口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육아관 

O 부모의 가치관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함 

- ‘부모가 자식의 일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부모의 절반 이상(64.3%)이 동의함. 

口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O 지역교육력 재생 계획 

- 문부과학성은 청소년 봉사 및 체험 활동이 부족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 

o AIDS교육정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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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DS 교육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초중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 관련자 

들에게 제공 

나. 미국 

口 미국 인구조사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 PRB) 연구결과 

o 1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관과 가족관을 살펴보면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가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7.7%임 

O 가난한 가족 출신의 청소년이 한부모 가족， 실업자인 부요 장애， 조기 중퇴，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10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口 위기에 처한 청소년(At-Risk-Youth)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O Ma뼈19 Connections 프로그햄 

-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돌봄， 평등， 사회정의， 통합， 정직， 책임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이 증 

가한것으로나타남. 

다.호주 

口 호주 정부의 2006년 청소년조사 결과 

O 청소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우선순위는 7}족관계(72.3%)， 친구 

관계(66.8%)， 독립심(35.2%) 등 

O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가족관계와 우정 모두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남성은 

취업이나 재정적 안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함. 

O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족관계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음. 

O 나이가 어릴수록 친구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심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음. 

口 호주의 가치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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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치관 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 

O 목적은 결혼이나 가족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를 이 

해할 수 있도록 가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성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임 

O 학교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가치 교육을 제공 

- 가치교육은 교육， 고용， 훈련， 청소년 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 

- 2002년에는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과정기업에서 가치교육조사를 실시 

ill. 초·중등학생의 의식 및 태도조사결과분석 

1. 초·중등학생의 결혼에 대한 태도 

口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O 전체 66.5% 찬성 (‘반드시 해야 한다’ 16.8%). 

O 초둥학생 66.4%, 중학생 65.9%, 고등학생 67.5% 찬성 

O 농촌 학생 68.8%, 도시학생 66.1% 찬성 

O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0.9%에 이름 

- 전반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 

O 초등학생에게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남. 

口 결혼 시기에 대한 태도 

O 결혼연령에 대한 전체 평균: 남자 27.44세， 여자 26.04세 

O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 남학생 평균 27.4세， 여학생 평균 28.6세 

O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 남학생 평균 25.8세， 여학생 평균 27.2세 

口 결혼 의사에 대한태도 

O ‘결혼할 의사가 있다’ 전체 92.3% 

- 남학생 94.9%, 여학생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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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90.6% 중학생 92.5% 고퉁학생 92.7% 

-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혼의사에 긍정적임. 

O 가구의 경제 상태에 따른 학생들의 결혼의사 

-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이 낮음. 

O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학생들의 결혼의사 

- 부모와의 관겨까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결혼할 의A까 없다고 응뽑}는 비율이 높햄. 

O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학생들의 결혼의사 

- 부모의 사이가 좋을수록 결혼 할 의사가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음. 

口 배우자의 조건 

O 전체 학생: 믿음과 사행29.4%)， 성격(18.1%)， 외모 동 신체적 조건(16.4%). 

O 출신지역에 따라 배우자의 조건이 유의미하게 다름. 

- 농촌 학생들에게서 ‘믿음과 사랑’이 1순위로 나타나긴 했으나 응답한 비율이 

도시보다 낮았고， ‘경제력’에 대한 비중도 대도시(12.8%)와 중소도시학생들 

(1 1.0%), 농촌 학생들(14.5%) 중 가장 높게 나타남. 

O 남녀 학생별로 배우자의 조건이 유의미하게 다름. 

- 남학생: 믿음과 사램28.1 %), 외모(21.9%)， 성격(17.8%) 순 

- 여학생: 믿음과 사랑(30.9%)， 성격(18.4%)， 경제력(17.3%) 순 

O 학교별로 배우자의 조건이 유의미하게 다름 

- 초동학생: 믿음과 사랑(26.4%)， 건강(21.6%)， 외모(18.7%) 순 

- 중학생: 믿음과 사램28.6%)， 성격(15.9%)， 경제력(10.9%) 순 

- 고등학생: 믿음과 사랑(32.6%)， 성격(23.3%)， 경제력(14.0%) 순 

O 부모와의 관계와 배우자의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부모와의 관계가 나뿔수록 성격이나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음. 

口 결혼과 관련된 일반적 태도 

O 저11Ul인(결혼이 필수가 아닌 상황에 따른 선택이라고 인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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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는 

견해에 대해 남햄 (6.20/0, 여햄 81.5% 찬성 학년이 웹환록 찬성핸 태도 증가 

-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는 견해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찬성하는 태도 증가 

-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는 

견해에 대해 남학생 54.9%, 여학생 74.8%가 찬성， 학년이 올라갈수록 찬성 

하는 태도증가 

- “독신(혼자 사는 것)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 

각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전체 학생의 60.6%가 찬성. 남학생 50%, 여학생 

72.1%가 찬성 

-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문항에서 일관되게 학년이 올 

라갈수록，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 

식하는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음. 

O 제2요인(결혼이나 성과 관련된 진보적인 태도) 

-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전체 학생의 

69.1%가 반대. 남학생 40.7%, 여학생 20.2%가 찬성.학년이 올라갈수록 찬 

성하는 태도증가 

-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 한다”는 견 

해에 대해 전체 학생의 31.3% 찬성， 68.6% 반대로 반대 의견이 우세. 남학 

생 26.6%, 여학생 36.6%이 찬성하여 여학생이 더 찬성하는 비율이 높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찬성하는 태도 현저하게 증가 

-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전체 학생의 

25.7% 찬성， 74.3% 반대로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 

- 이혼과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묻는 문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찬성 

보다 반대가 많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방적이며 진보적 태도가 증가 

: 성문제와 관련된 태도를 제외하고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진보적인 

태도를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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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3요인(결혼에 대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태도) 

-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전 

체 학생의 72.9% 찬성(남학생 74.6%, 여학생 70.9%) 

-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결혼을 가족전체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 

며，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학년이 올라갈수록 찬성하는 태도 감소 

-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 

다”는 견해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 

아 여학생이 경제적 수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남 

-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성일수록 더 결혼과 관련된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보여 짐. 

-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대 61.2%로 우세. 여성들이 더 결혼과 관련하여 적령 

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통념과 다른 결과여서 주목 

-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는 견해 

에 대해 남학생들이 사귀는 사람과 결혼해야한다는 생각을 여학생보다 두 

배 가까이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과 관련하여 여학생이 더 진 

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남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더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 

수록 보수적인 태도가 줄어드는 경향 

2. 초·중등학생의 자녀에 대한 태도 

口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o 75% 이상의 학생들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O ‘목 있어야 한다’에 대도시 26.8%, 중소도시 26.5% 농촌 30.2% 

‘없어도 상관없다’에 대도시 18.2%, 중소도시 17.1%, 농촌 14.5% 

O ‘꼭 있어야 한다’ 남학생 30.8%, 여학생 23.0% 



요약 35 

‘없어도 상관없다’ 남학생 13.2%, 여학생 21.8%. 

O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용답이 줄어듬. 

디 자녀 출산의향 

O 전체적으로 82.9%의 학생들이 자녀를 갖고 싶다는 태도를 지님. 남학생 

84.5%, 여학생 81.0%가 자녀 출산에 긍정적임. 

O 부모의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모의 학력이 높아 

질수록 자녀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직선적으로 증가함. 

O 가구 경제 상태별로는 경제상태가 ‘보통이다'(33.4%)를 기준으로， 극댄매우 

사는 편 45.1%, 매우 못사는 편 37.0%)으로 갈수록 응답자 비율이 많아짐 

口 희망자녀수 

O 전체 평균 : 2.04명， 2명 희망: 57.9% ， 3명 희망: 18.3%. 

O 지역별로는 2명 이하 희망은 도시지역 학생들의 응답비율이 높고， 3명 이 

상 희망은 농촌 지역의 학생들의 응답비율이 높음 

O 성별로는 1명 이하의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에 여학생의 경우가 높고， 2명 

이상의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비율은 남학생이 높음. 

O 학년이 올라갈수록 희망 자녀수가 증가함. 

O 부모의 학력별로 보면 1명 이하에 대한 응답은 부모의 학력과 정적 관계 

이며 3명이나 4명의 자녀수에 대한 응답은 부적 관계 

O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 사이의 관계가 좋을수록 희망자녀수가 증가 

하는 경향을가짐 

3. 초·중등학생의 가족 관련 의식 및 태도 

口 가족에 대한 일반적 태도 

O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이‘사랑한다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 

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학생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를 갖고 있음. 



36 

口 가족 형태에 대한 태도 

O 학생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 

O 남학생(29.2 %)보다는 여학생β4.2%)이 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口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태도 

O 학생들의 조부모 동거문제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62.5%) 

O 조부모 통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많았음 

O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부모와 동거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줄어옮. 

口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O 조부모와의 동거 선호도에 따른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전체적으로는 조 

부모와의 동거 선호도와 관계없이 부모는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84.2%로 지배적이나，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생은 부모님의 노후는 부모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10.5%로 상 

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口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 요약 

O 특이한 것은 농촌의 학생들일수록 부모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난 것 농촌이 도시보다 더 가족 중심의 가치체계를 가 

지고 있으리라는 예측과 다른 결과 

O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이는 농촌의 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봉양의식의 부재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만한 경제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농촌 학생들의 경우 더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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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청소년의 결혼과 자녀가치관 정립 방안 

1. 청소년 가치관 정립의 방향 

口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의 의미 

O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란 넓은 의미에서 가치관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 

성으로 이해할수 있음. 

O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혼에 대하여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 

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결혼·가족 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 

도록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 

口 청소년의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원칙 

O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정립의 목표 

- 정신적·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 

- 청소년들이 결혼·가족·출산의 소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이러한 가치관이 청소년 개인은 불론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 

(well-being)을 증진따데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도록 승보 것 

口 청소년의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방향 

O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함. 

O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춘 가치관 정립이어야 함. 

O 가치관 교육에 대한 통합적(Holistic) 접근이 필요함. 

O 청소년의 가치관 교육은 성인， 즉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육과 병행되어야 함. 

O 청소년의 가치관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수립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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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결흔·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 방안 

口 결혼 가족 출산의 가치에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형성 

O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결혼·가족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적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을 추진 

O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원할 경제 및 사회정책을 확대·실시 

O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수립 

O 양성 평등과 여성에 대한 권한부여를 촉진함으로써 결혼.7}족·출샌1 친화 

적인 가치관을 형성 

口 결혼·가족·출산에 관한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O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다룬 교육과정 개발 

O 다양한 교수·학습 자원(교재개발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 

O 인구교육을 위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결혼· 

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 

O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생활기술을 개발 

口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O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체계적 

으로개발 

O 출산력을 지닌 미혼 여성 청소년을 위한 가치관 정립 방안 마련 

O 새터민， 이민자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새롭게 편입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개발할 펼요가 있음 

O 양성 평등의 사회와 가족문화를 함양하고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O 세대 간 공존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세대 간 이해 프로그램 개발 

口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지원 및 전달체제 구축 

O 지원체제 마련하고 필요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체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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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청소년 가치관 정립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방안 모색 

O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O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정책적 관심 확대 

V. 초· 중등학생의 가족 및 결혼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 

1. 초·중등학생 가치관 형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 

口 가치관 형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 

O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학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구에 관 

한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살 

아갈 저출산 미래 사회를 예견하고 이해하도록 하여 이에 적절한 삶의 방 

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O 사회를 예견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인지 과정을 필요 

O 학교교육에서는 사회적 현상을 학습 주제로 추출한 후 학습자의 삶의 터 

전인 사회 속에 내재된 의미를 찾아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부차적으 

로 관련된 학문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함. 

O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학교교실 속으로 끌어들 

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통해 미래 사회를 준비하 

고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함. 

口 가치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 

O 가치 분석 

- 가치분석 : 개개인은 자신의 선호와 신념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 

여 지식구조를 만들고 쉽게 변화되지 않은 사고체계를 형성해 나간다 따 

라서 개인이 지닌 사고체계에 따라 일상적인 일들이 결정되며 생애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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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공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가운데 가치는 중요한 결 

정인자로써 작용 

- 가치분석모형 : HlIDt와 Met빼'(1968)는 가치판단 구성요소들에 대한 타당 

성을 중시， Ban양(197끼의 모형은 가치의 선호에 따른 가치결정 과정을 9 

단계로 설정하고 갈등하는 가치에 대한 분석적인 의사결정을 중시， 

뼈SSI빼와 Cox모형(196이은 혼돈되어 있는 가치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치판단 과정을 강~ Oliver와 Shaver(196θ 모형은 

가치갈둥 상황에 대한 의도적인 환경조성과 논리적 검증과정 중시 

O 가치명료화과정 

- 가치명료화 :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 탐색， 존중， 행동화하 

도록 도와주는 과정， 오늘날 사회의 불확실성과 혼란， 갈등， 도덕적 냉담 

성의 시대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치문제뿐만 아니라， 사 

회적인 가치문제들까지도 논의의 대상， 가치교육에 있어서 가치발달을 위 

한 전통적 접근교육 방법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새로운 접근방 

법， 새롭게 제시되는 가치명료화의 가치화 과정 단계로는 자유로운 선택， 

충분한 대안들로부터의 선택， 각각의 대안들의 결과를 고려한 후의 선택， 

선택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 사람 앞에서의 공언， 선택에 따른 행 

동화， 행동의 반복 동을 포함하는 7단계로 이루어짐 

- 이들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가치 

체계나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 할 수도 있으며 타인과의 가치비교 기존의 규 

범화된 가치체계들 간의 비교를 통해 가치의 상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가치문제와 사회적인 가치문제에 있어 심시숙고하게 됨. 

- 학생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명료화하 

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가치 정립 

- 가치명료화 이론이 현대사회의 가치교육에 적합한 이유 : 생활에 초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가치에 대해서 

보다 더 심시숙고하고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도록 함， 사람들이 가치문제 

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의사 결정능력을 증진시킴. 



요약 41 

口 교과서와가치관 

O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단계적 질서에 따라 올바른 인간형성을 위한 내용의 

제시와 공감 그리고 행동으로 행하게 하는 교수학습의 안내서 

O 교과서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지도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학습자료이며，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을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도서 

O 교과서의 외재적 가치 : 교육이 개인생활에의 적응이나 사회발전과 같은 

수단인 외재적 목표로 보면 교과는 개인적 및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칸다 

는 점에서 정당화 

O 교과서의 내재적 가치 :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수단인 교과서는 교육이 실현 

하고자 동F는 가치가 교육내용 속에 이미 실현하도록 들어있다고 보는 견해 

O 교육과정의 가치관이 구체화된 교과서에 어떤 가치관이 함의되어 있는지 

를 살펴보는 일은 가치관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의 제시를 위해 필요 

O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결혼과 가족관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고， 그 제시 

내용에 함의된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 

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함. 

口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결혼 및 가족 관련 가치관 분석 실태 

O 분석 방법 - 교과서에 기술된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에 대한 본문 내용 

과 윈기 자료 및 삽화 등을 분석，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탐구 문제， 본문 

의 개념을 설명하는 주석과 탐구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이나 참고자료， 

읽기자료， 삽화 및 도표를 포함 

O 초등학교 교과서의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 분석 실태 

-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전 과목에서 가족영역을 다루고 있음. 

- 가족형성， 가족형태 등에 관한 기초적인 교과내용은 사회교과목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다룸. 

- 가족규모에 대한 교과내용 : 교과목 전체에서 다루어짐， 자녀수 변화와 사 

회현상과의 관계를 직접 다루기보다， 관련 학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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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제시하는데 그침. 

- 자녀의 효용에 대한 교과내용 : 가문승계 등 전통적인 자녀 가치를 주로 

제시，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가정의 소중함”， “화목한 가정” 등 가족관계 

를 통해 암시적으로 제시 

- 가족의 형태에 대한 교과 내용 : 사회교과목의 경우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차이점과 생활방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관련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주 

된교과내용 

- 가족형태에 대한 기술 : 사회교과목에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차이점과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사회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 기족단위 여가활동의 변화를 주로 디룸 

-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과내용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례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 및 사회적 편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 해소의 

필요성과 같은 적극적인 가치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교과목 및 학년별 가족영역의 교과내용 : 6학년 초등사회에서는 재혼， 자 

녀가치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다룸. 

O 중학교 교과서의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 분석 실태 

- 가정 교과목의 경우， 1학년 과정에서는 가족 형태 및 규모가 그림 자료로 

많이 제시되어 있고， 세대 간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 

으며， 가족형성(특히 결혼)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교과내용으로 다룸 

- 가족형태로는 전반적으로 확대가족에 비해 핵가족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 

고 자녀수는 2자녀가 대부분으로 자녀수로 1자녀를 묘사하고 있는 경우도 

1/3정도이나， 3자녀가 등장한 교과내용은 거의 없음. 

- 교과내용으로는 가족형성， 가족규모， 가족형태， 세대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고르게 포함되어 있으나， 가족해체(이혼)와 관련된 교과내용은 보 

이지 않음. 

- 2학년 과정에서는 가족형성(결혼)， 가족형태， 가족규모에 대한 교과내용이 

그림자료와 비텍스트에 일부 포함되고 있으며， 가족영역 중 가족해체와 

세대관계에 관한 교과내용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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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가족영역으로는 주로 가족형성， 가족형태 및 가족규모가 교과내용 

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가족영역 중 세대 간관계는 일부 그리고 가족 

해체(이혼)는 교과내용으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O 고등학교 교과서의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 분석 실태 

- 가족형태， 가족의 구조와 기능， 가정의 해체현상， 결혼 동 다양하게 구성 

- 핵가족이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대두되었으며 다양한 가족 형 

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음 

- 교과내용 중에는 결혼과 출산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로 결혼하 

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 

- 삽화에서 한 자녀 가구가 가장 빈번하게 제시 

- 결혼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점을 제 

시하고 있으면서， 선택의 문제라는 관점을 유지 

- 가족생활주기에 대해 지나치게 정형적인 하나의 주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 

으로판단 

- 핵가족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 여성 취업의 증가 동을 결손가정의 원인으 

로 지적하는 정확하지 않은 기술도 있음. 

- 가족영역과 관련한 교과내용은 교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가족규모， 가족기능， 가족구조， 가족형태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내용 

을포함 

-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가족을 해석하는 내용이 부족 

- 특히， 최근의 인구변동에 따른 가족의 특징을 과거 출산억제정책이 강조 

되었던 시기의 시각을 여전히 반영 

- 7똑관계에서도 노인을 부담의 존재로서 램적으로 인식케 송보 교꽤용이 포함 

- 교과내용 중에는 이혼을 죄악시하는 성향도 잔존 

口 초·중등학생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 교육의 적정화를 위한 기본 방향 

O 출산·가족관련 교사들의 인식 실태 

O 교과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여 학교 교육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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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비~른 인식과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을 위한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내 

용으로수정·보완 

- 미래의 저출산 사회의 민주시민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치게 학문 

적인 내용을 가급적 배제 

- 인구， 가족 및 성평동 관련 교과내용의 수준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 수준 

에 적합한 내용으로 하되， 각 교과에 상양}는 특유의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 

O 학교에서 다가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치관 교육 

- 가치관 교육은 바람직한 가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 

2. 교사교육의 방향 

口 교원 연수의 필요성 

O 저출산 관련 학교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풍부 

하게 개발， 보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의 능력이 개발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 

O 학교교육에서는 교사의 계속 교육을 강화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 

기술 및 교육매체의 발달에 맞추어 학교 교육방법을 변화시키고， 학교 운 

영에 대한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가지는 일에 집중 

O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전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현직 교육이 중요 

O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유지， 신장시키기 위해 현직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O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수 교육과정이 중요 

O 전국 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이 기초하고 교육과정에 저출산 관련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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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관 전환을 위한 가족친화적 인구교육 체제 개선방향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수의 질 개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O 지식의 변화， 교수 기술의 변화， 사회의 변화， 교사의 변화， 학교의 변화 

때문에 교사의 현직교육이 반드시 필요 

O 전 교원들의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오늘날 

의 급속한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서， 교원의 질적 수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사의 현직 교육이 필요 

O 사회와 교육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교사의 역할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할을 담당，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전문적 

종사자로서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이 일관된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O 직전교육의 미비를 보충하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 

O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틀에 박힌 직업생황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장· 

발전에 필요한 단체 활동을 조장하기 때문에 필요 

O 교원연수는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도외주는 활동이며， 그것을 통 

해 바람직한 교원이 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口 교원 연수의 원리 

O 교원연수는 전체 학교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통합되도록 설계 

O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협동적 프로그램이 되도록 구성 

- 프로그램 계획， 전달 및 평가에 있어서 교사·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동기를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O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요구를 기초로 구성 

O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교원인λh 교육조건 등이 변화에 용이하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원연수는 혁신과 변화의 이론에 관한 연 

구결과에 귀를 기울여야 함. 

O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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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원연수 활동은 일정기간마다 평가되어야 함. 

口 저출산 관련 교원 연수의 실태 

O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 :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특별연수 

O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각 교육연수기관의 성격과 교 

육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짐. 

O 저출산 관련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의 강좌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수 없음 

口 교원연수의 개선 방향 

O 연수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O 현직연수의 질 향상 

O 강의 질 제고와 연수여건의 개선 

O 교원연수 지원체제의 확립 

O 저출산 원격교육과 콘텐츠 개발 

O 교육연수원 기관간의 지원·협조체제 구축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대체수준에 도달한 후 계속 빠르게 

감소하여 2003년과 2005년의 합계출산율이 각각 1.19명과 1.08명으로 OECD 국 

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출산수준의 감소와 함께 사망률의 감소로 인 

구의 노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낮은 출산수준과 빠른 노령화는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변화시키고， 

신규노동력의 부족， 노인부쁨담의 과중 둥과 같은 직접적인 사회문제를 초래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현상 변화의 원언을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의 수행이 산업화와 도시화와 함께 수행됨으 

로써 개인의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 

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 연령의 상승， 미혼인구의 증가， 이 

혼의 증가，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출 

산은 가족 내의 출산이 중심이므로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어려워진다면 앞으로 

출싼준의 상승은 물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핸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결혼과 결혼관련 가치관의 약화와 자녀(출 

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결혼관과 자녀관이 경우， 과거에는 

보편혼이 지배적이었으나 “당연히 결혼을 하고 반드시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미혼여성(20-44세)의 비율은 1998년 

63.3%에서 2005년에 49.1%로 감소하였으며， 이 중에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 

다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20.3%에서 12.8%로 감소하였다(이삼식 외， 2005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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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는 개별적인 지원이나 단기간의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01 아니다 과거(1뼈년대와 1970년대) 출산억제를 위해 소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이 장기적 인 목표 하에 

지금부터 초·중등학생에 대한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가치관의 형성이 진행 중인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친사회적 

인 가치관 형성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면 장래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완화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초·중둥학생(여기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이들의 결혼과 자녀가치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친 결혼관， 친 자녀관 

을 형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2005년에 분석한 초， 중， 고등학교 인구관련 교과 

서내용(이삼식 외， 2oo5b 참조)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방향과 

내용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교재개발은 물론 종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 조사연구 및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들 

로부터 초·중등학생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였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존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초·중동학생 가치형성을 위한 방안을 결정 

하는데 참고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일본 

과 다양한 가치교육이 이루어지는 미국과 호주의 예를 찾아보았다. 

기존의 자료에서 직접 얻기 어려운 현재 초·중등학생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 

이 형성된 원인과 전망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대규모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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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다른 부문의 요구와 함께 연구본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였 

으며， 그 자료 중의 일부를 이 연구를 위하여 활용하였다. 양적조사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규모는 전국 132 

개 학교에서 학생 약 13，뼈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을 위한 기초 자료 

는 2005년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고 표본추출 단위는 선정된 학교에서 각 학 

년별로 1개의 학급을 선정하여 모든 학생을 조사하였다 양적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 추정방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응답자의 특성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제3장 

에 수록하였다. 

초·중등학생의 가치관과 원인을 양적조사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내 

용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개별 학생들과 면접을 하거나 

교사들의 경험을 통하여 보완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합 

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회의나 워크숍을 개 

최하였다. 여기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결과를 학교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 현장과 교원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앞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방향제시를 위한 자료 

를 준비하였다. 연구결과는 2007년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할 연구와 준비의 기 

초제안이 되도록 하였다. 

제 3 절 연구내용 

저출산，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세대인 초·중등학생의 결 

혼， 출산， 가족 성평등， 생식보건 등에 대한 가치와 장래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가족의 형성인 결혼과 자녀출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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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 우선 저출산 주요원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장래 출산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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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초·중등학생 가치관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현재 결혼과 자녀 

에 대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연구를수행하였다. 

이상에서 수집한 초·중등학생의 가치현황과 그 원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 

떻게 접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중의 하 

나로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결혼과 자녀 친화적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교육 

방행현행 교과서 보완내용의 예시 포함)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교육과정 개 

편의 일정에 맞추어 가치교육의 단계적 반영 방향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접 

근 단계(교사교육 포함)에 대한 제안을 하여 다음 후속연구(교과서 내용보완， 

교사교육 및 교재개발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청소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청소년의 가치관의 의미를 

논의하였으며， 국내외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리하였으며，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실제 교육내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초， 중등학생들에 대한 양적 조사자 

료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의 정 

도를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하고， 학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학생들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방안을 논 

의하였다. 여기에서 가치관의 정립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의 확립방안을 모색하였다. 학교교육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문화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끝으 

로 제5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 

서 필요한 학교교육의 기본방향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 

법을논의하였다. 



제 2장 청소년의 결혼·가족·출산가치관 실태 

제 1 절 청소년의 결혼·가족·출산7}치관의 의미 

역사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미래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였다. 

예전에는 과도한 출산으로 인한 인구 팽창이 문제로 지적되었다면， 오늘날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미래 인구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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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명운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결 

혼관과 출산관을 갖도록 사회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와 같은 ‘다급한’ 주장과 달리 많은 청소년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섬각 

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인구 구조의 변동을 이끌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 기 

반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소극적인 결혼관과 출산에 

대한 태도는 쉽게 변화될 것 같지 않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시급하고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별도리 

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청소년 

들의 결혼·가족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 혹은 소극적 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의 약화가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여성의 열악한 생식 보건 수준이 중 

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사회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담당할 세대로서 

이들이 결혼과 가족 및 출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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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회 존립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예 

전에 비하여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관 조사에 따르면 20-44세 미혼 남녀의 

경우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혼남성은 29.4%, 미혼여성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디{김승권 외， 2005). 

인간이 살0까는 동안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생물학적 과정인 고령화와 달리 

저출산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특정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 노력이 의미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것이다. 

1. 가치관의 의미 

가치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것， 적절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 등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을 말한대남궁달화， 21뼈: 262). 주지 

하는 바와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개인이나 집단은 구체적인 

선택이 자신에게 미치게 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결혼 적령기에 달한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할 것인가 

혹은 독신으로 살 것인7}，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취업할 것인7}， 결혼한 

다면 자녀는 낳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등과 같은 선택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개인들 간에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개인 혹은 집단 간에 발견되는 선택의 차이는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개 

인마다 무엇을 판단하거나 행동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일정한 준거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 준거와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생각과 행 

동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나 집단은 무엇을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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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과정에서 준거로 활용하는 일련의 ‘가치체계’끼a1ue syste찌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치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가치관이라고 한대남궁달화， 

2002:263). 정리하면 가치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을 판단 

할 때 정의적 및 인지적 요소를 종합하는 평가적 신념"(ev떠uative belief)을 말한 

다 따라서 가치는 옳고 그름， 긍정과 부정， 선과 악， 바람직함과 그렇지 못함 등 

에 관한 기본 신념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평가적 신념으로서 가치를 기준 

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가치’@떠u히를 ‘어떤 한 상태보다 다른 상태 

를 선호하는 포괄적인 경향성’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떠빼려e， 1995:31) 결혼· 가족· 출산가치관도 결국 청소년이 각각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적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Schwartz와 B빼(1987:551)는 가 

치의 특징을 특정 집단이 객관적으로 공유핸 규범(nonns) 체계， 특정한 상황을 

초월하는 문화적 이상(c띠tur떠 id뼈)， 행동이나 일에 대한 선택과 평가를 이끄는 

도덕적 판단， 즉 행동의 평개$짧nents of action),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바람 

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념(belief)， 바람직스러운 것 또는 그렇지 않은 것 

으로 간주되는 대상(때ects)， 인간이 마주하는 환경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유형 

화되고 규칙적으로 반응하도록 뿌리깊이 상정화되어 있는 가치지행v떠ue 

orientations )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가치는 행위 또는 상태에 대한 인간의 선택 

이나 판단의 기준 또는 표준과 관련된 신념， 아이디어 또는 태도 둥을 의미하는 

것이대양종회， 1999:5이. 

그런데， 가치는 인간에 따라 그리고 사회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개 

인적 가치관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특정한 문화적 환경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에 기초하여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교 나아가 사회제도를 정당화하게 된다 따라서 가치에 주목하게 되면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개인의 행위와 사회구조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들의 삶과 행동의 배변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나 

아가 이를 통하여 미래 사회를 전망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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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가치관 정립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의존， 불안정， 미성숙 등을 주된 특정으로 하는 아동기 

에서 독립， 안정， 그리고 성숙을 특정으로 하는 성인기로 옮아가는 이행 

(뼈nsi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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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치의 다양성이다. 가치는 개인의 경험적 산물이대남궁달화， 

2002:26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가치 판단의 근거 

가 되는 가치관은 매우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모든 상황에 

서 가치 판단의 준거가 모순되지 않게 일목요연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갈 

등하고 경쟁하는 가치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치관은 

개인 혹은 집단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가치 판단 

을 존중하는 것은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요건이다. 청소 

년기가 이와 같이 선택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구체적 

인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가치 정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어떠 

한 삶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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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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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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때버n & pilia뻐 2뼈:365). 이 말은 가치관이 한번 형성되면 전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가 

치관은 새로운 문화의 출현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따라 

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청소년 가치관 

의 특징은 성인 세대에 비하여 비교적 유동적이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교사와 부모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유의미한 타자의 

영향이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조소연과 오윤자의 연구(2001:12) 

에 따르면 미혼 청소년의 가족 가치관은 어머니의 가족가치관으로부터 많은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아버지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누구와 상호작용하고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어떠한 7}.치관 

을 형성하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일생 동안 어떤 가치 판단을 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셋째는 가치의 책무성이다. 가치는 책무성(accountab퍼ty)과 갈등회피 

(willingness to concede CQ뼈icts) 등 선택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결과에 영향 

을 받는다때tlin & Pilia뼈， 21뼈:365).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갈둥하지 않고 

한결같이 일관되게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행위자들은 대부분 경쟁하는 

가치들 중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가치에 주목하게 되고， 그 

러한 가치에 따라 선택 행위를 하게 된다. 이때 개인은 그러한 선택 행위로 인 

하여 자신이 지게 될 책무성을 고려하게 되고 동시에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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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될 갈등을 최소화하파 한다. 개인이 사회적 및 경제적 동기를 고려하여 선 

택을 결정하는 까닭에 7김l 판단은 상황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 

기도 한다. 그런데 청소년의 가치관은 성인의 가치관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특 

정한 문제에 대하여 보수적 혹은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심지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택 행위 

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성인 세대와 달리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은 개인적， 가족， 그리 

고 친구 동의 압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의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한다 

3. 청소년 가치관 형성 요인 

Hi버n과 Piliavin(2004)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정리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가치관은 생물학， 가족 특성， 인종과 성， 사회구조(사회계급 교 

육· 직업)， 이민 혹은 이주(←경험， 연령 집단， 종교， 국가 및 인구학적 특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생물학적 입장에서 사람이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가치관이라는 것이 사회적 적응성을 높이는 진화 과정 

의 일부로 파악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생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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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뻐nd와 Thomson(1999)은 청소년의 가치관이 성(gender)， 거 

주지(l없tion)， 그리고 사회계핍soci떠 c1ass)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 

다. 이러한 가치관 형성 요인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부모를 비롯한 성인 세대의 가치관 

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치관의 세대 간 전수는 부모 

즉 성인에서 자녀， 즉 청소년으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형태로 인식되었다. 기족 내 

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가치사회해v때ue s띠때빼on) 모델은 자녀가 부모의 

태도나 기대를 내면화뺨 것을 가정하였다꺼nquart & Si1bere없 때4:83). 전통 

적으로 자녀는 부모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러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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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청소년의 핵심 가치들이 가정 내에서 학습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이들인다 

고 본다. 조소연·오윤재2001)의 연구에 따르면 미혼 성인 자녀의 가족주의 가치 

관에 어머니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ohn(1983)은 이러한 관점이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 

판한다. 대신에 자녀들이 지니는 가치는 생각보다 부모들의 가치와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부분이 더욱 

크다고 주장한다. 부모에서 자식으로의 가치 전수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가정할 때 부모의 통제 

나 지식을 벗어난 요인들이 자녀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 

로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7}.치관이 가족 내에 

서 부모의 가치관을 상당 부분 전수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가치들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로 정치적 입장， 종교적 신념 

그리고 생활방식 둥과 같은 것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Kohn， 1983:3). 

다음으로 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별적 형성이다. 청소년의 가치관에 있어서 

성차는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HO빠d와 ’Thom뼈1(1999)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이 남성에 비하여 약물 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혼， 혼외 

성관계， 동성애 등 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정명숙·김 

혜리(2005)의 연구에서도 가족가치괜가족주의， 성역할， 결혼， 효도)에 있어서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족가치관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남성 

이 여성보다 접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김경신(1998)도 청소년기에는 남성이 여 

성보다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 

년의 가치관이 성에 따라 분화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또한 성에 따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연구결 

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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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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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약물 등에 대하 

여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심 빈민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보였다. 또한 출산율은 계급 및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첫 아 

이를 더욱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자 

녀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 기회비& 그리고 피임효과 등과 같은 요인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은 출산율 

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이가 출산규모와 시기를 설명 

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득수준과 가치관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수의 자식을 갖는 것 

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낮을수 

록 자식을 갖는 것이 삶에도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경우， 취업 등과 같은 대안적 선택이 부 

재한 상황에서 자식을 갖는 것은 투자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때문에 많은 자식을 

갖는다는 것에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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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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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2003)은 교사가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이혼에 대하여 부 

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한 부모 가족의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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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인식은 직 · 간접적으로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영 

향을미치는 것이다. 

4. 청소년의 결흔·가족 및 출산가치관 실태 

청소년의 가치관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매우 많다. 다음에서는 청소년의 결 

혼·가족·출산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성인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를정리한다. 

가. 청소년 가치관의 특징 

청소년의 가치관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볼 경우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미성숙한 청 

소년에 대하여 계몽적 태도를 갖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성인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 

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의 가치관을 물질만능， 안일주의， 이기주의적 가치관의 

팽배로 규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대체로 한상철 등(1998)， 권이종 등(1998， 2뼈) 

에 의한 청소년 연구들은 그러한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권이종 등(1998)은 청소 

년이 경험하고 있는 가치관 갈등의 성격을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이탈로 인 

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의 갈등，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차이와 혼돈 

으로 인한 아노미 현상 발생， 서구 중심의 가치관에 대한 극단적 추구의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치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그것이 성인세대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여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대정명숙· 김혜리， 2005: 132). 청소년 

의 가치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한다 

성인들과 달리 청소년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특 

정한 사안에 대한 태도도 비교적 쉽게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청소년을 하나의 동일하고 등질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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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청소년들 또한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 

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세대는 다양한 층위로 구별된다. 정명숙· 김혜리(200，히 

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대학생 중에서 고등학생이 다른 두 청소년 집단과 특 

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가족중심 가치관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 

치관도 중학생이 가정화목인 반면에 고등학생은 자아실현으로 다르게 나타났 

다. 이러한 사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별하여 가치관 정립 관련 프로그램 

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정태연· 한광희(2001:11)의 연구에 따르면 20대 청소년들은 청소년 세대가 특 

정한 가치관에서 성인 세대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특 

히， 청소년 세대가 서양문화의 부정적 측면에 성인 세대에 비하여 노출되기 쉽 

기 때문에 퇴폐적이고 감각적이며 이기적이고 소외된 가치관과 행동을 보인다 

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나. 청소년의 결흔가치관 

결혼가치관(marriage valu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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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riag리이란 두 사람의 성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접촉이 사회적으로 공 

인된 결합체라고 할 수 있대Giddens， 1992:349) 결혼을 통하여 가족이 형성되 

며， 두 사람에게는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다양한 친족관계가 생겨나게 되며， 자 

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모와 자식관계도 형성된다. 결혼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재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 

적 규범이다. 청소년의 결혼관은 가족 및 자녀 출산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제도로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러 가지 점에서 예전과 많은 차이가 있다 출산율의 감소와 자발적으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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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청소 

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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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는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대유혜숙· 정현숙， 2002:4이. 

부모 세대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부부 모두 건강하고 행복 

한 자녀를 두는 것에 비하여 청소년들은 사랑을 결혼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으 

며， 대신에 과거와 같이 자녀 출산만을 목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다.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이러한 결혼가치관은 가족가치관과도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족 

가치관(family v빼않)이란 7}족에 대한 행동의 일반적 경향성이나 그와 같은 행 

동에 내재된 신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족7}.치관은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 

구성과 관련된 기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가치관은 다양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옥선화(198씨는 가족가치관을 배우자 선택과 결혼관， 가족관 

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구분하였으며， 김경신(1998)은 7}족가치관의 하위영역을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 및 부양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으로 가족(E때il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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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ily)과 한 개 인이 성 인으로 소속되는 가족 

으로서 자녀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되는 생식 가족(procreation f:때패으 

로 구분된다(Giddens， 1992:352). 뿐만 아니라 가족은 경제적 생산조직， 재산의 

배분， 노동의 사회적 분업， 문화의 전수와 아동의 사회화 둥과 같은 기능을 담 

당하였다(Turner， 2005: 136). 그러나 이와 같이 생물학적 관계에 기초한 가족 개 



62 

념은 다양한 변화에 직변해 있다. 

무엇보다도 예전과 달리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가족의 중요성과 기능 

이 약화되었으며， 가족 형성의 방법과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 왔던 경제적 생산이나 정서적 안정 등과 같은 기 

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 유형 

이 출현하고 있다 결혼을 통하여 형성된 가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에 동거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홍승직(1969)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 

족제도를 “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고…가문을 존중하며…자녀의 효도심을 강 

조하고 가계를 존중하는 수단으로 조상숭배의 사상을 제사를 통해 반영하는” 

제도로 규정하였대양종회， 1999:76에서 재인용) 그러나 유계숙· 유영주'(200지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족형태는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 

녀로 구성된 핵가족， 편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3세대 이상 확대가족， 정 

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자녀를 키우는 미흔모， 무자녀 별거부부 등이었다. 반면 

에 ‘가족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형태를 살펴보면， 재혼을 앞둔 편부모가족， 사 

별한 처의 전혼 자녀를 키우는 계부와 그의 동거녀로 구성된 관계， 공동체 가 

족， 동성얘 커플과 그들 각자가 낳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사촌 이상의 친척 

관계로 구성된 확대기족， 친지나 애완동물과 동거하는 단독 노인 가구， 전인척 

관계였던 두 가족， 자신의 조상， 독신자 가구 등이었대유계숙·유영주， 2002:85). 

라. 청소년의 출산과 자녀 양육 가치관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도 청소년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빼빼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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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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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지만 입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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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배않sness) 선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장진경(2뼈)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출산·자녀관과 출산정책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밝히고 있다 

〈표 2-1) 출산 및 자녀관에 대한 일반적 경향 
출산및자녀관 일반적인 인지수준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4 12.7 
대체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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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꼭 필요 26 3.5 
딸은꼭필요 32 4.3 
업양을 해서라도 자녀 필요 17 2.3 
기타 29 3.9 

자녀를가질 생각 
여l 694 94.0 
아니오 44 6.0 
배우자와의 사랑 485 72.1 
나를닮은핏줄이 204 30.3 
노후에 경제적 부양 28 4.2 

자녀가필요한 이유 
외로움해소 144 21.4 
결혼생활에 도웅 161 23.9 
가계계숭 44 6.5 
부모가되보고 싶어서 230 34.2 
기타 28 4.2 

자료: 장진경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J ， 2oo5. 

5. 청소년과 성인 가치관의 유사성과 차이점 

개인이 선택 상황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은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치관이 다양하다는 것은 공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는 연령집단 

에 따른 구분을 의미한다 개인에 따라 서로 생각따 바가 다르다는 것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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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만， 동일한 연령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 비교적 유 

사한 사회적·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비교적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령집단에 의한 가 

치관의 차이를 세대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명숙· 김혜리， 2005:11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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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갈둥의 소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세대 간 차이로 인한 갈 

등은 겉으로 드러난 갈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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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대Ashford & Timms, 1992). 

그러나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세대 간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대나은영， 2005).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세대차이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대정태연·한광희， 2001:11). 실제로 한국인의 가 

치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녀 간의 성별 차이는 줄어드는 반면에 연령에 

따른 세대 차이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1979년과 1잃8년 사이의 가치관 변화 

(단위%， 명) 
떠받들어야 할 것 윗사람이 틀렬 때 함께 행복하려면 

구분 나라 자신과가족 모른척 지적 인내 시정 요구 

1979 1998 1979 1998 1979 1998 1979 1998 1979 1998 1979 1998 
남자 fiJ.7 28.3 33.3 71.7 13.0 9.4 87.0 90.6 19.0 34.2 81.0 65.8 

서O벼i 여자 50.7 27.9 49.3 71.8 39.0 16.4 61.0 83.3 52.0 33.6 48.0 fiJ.4 
20-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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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세 fi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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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깅4.0 -28 .1 

자료: 나은영청소년의 결혼·출산·양성평동 관련 가치관 실태조사J ， 2뼈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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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영 등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성언에 비하여 1970년대 말에 비하여 국 

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세대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세대 

차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명언·김의철·박영신(2000)은 

청소년과 성인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흥미롭게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성인보다 가치관이나 역할행동에 있어서 보다 진보적이 

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과 같이 

인기 있는 직업을 더욱 부러워하였다 이에 비하여 성인은 성역할이나 부모자녀 

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어서 전통지향적인 보수성이 강하교 자기효능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대김병언 외， 

2뼈:199). 7l족 및 결혼에 대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정명숙과 김혜리의 연구(2005)에 따르면 가족주의와 관련하여 노인이 성인 

및 중고등학생 보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흥미로운 것은 고둥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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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학생’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이나 결혼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결혼가치관에 있어서 세대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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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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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대김명언 외， 2000:197-198). 

김경신(1998)은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의 가족가치관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표 2-3)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및 세대별 차이 

구분 
노년 중년 청소년 

F 
M so M so 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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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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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괜부양및 효도괜 3.39 0.55 3.01 0.51 2.8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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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평균의 경우 3점이 중간점이다. 
자료: 김경신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J ， 1998. 

연구결과 청소년 세대의 경우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제외하고 다른 가치관 

에서 모두 중간점(3점) 이하를 보여 노년 및 중년 세대와 비교하여 전통적 가 

치관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외국 청소년의 가치와 가치교육 

1. 일본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출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의식을 개선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젊은 세대의 불안감의 원언 

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자화(少子씨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엔젤계획’(파19e1 Plan, 1994년)과 ‘신엔젤계 

획’이ew Ang러 Plan, 1999년)， 2004년에는 ‘新新엔젤계획’(New New Ange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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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자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자화 

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만혼화(敵햄ψ의 진행으로 인하여 미혼율이 증가하게 

된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일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 

서 일본에서는 소자화 대책의 기본 방향을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에 대한 부담 

감과 자녀 양육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O끓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가정과 자녀 양육에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두고 있대文聯揮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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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발(29.6%)은 비교적 요구 정도가 낮았대文홉附學省， 2006). 

〈표 2-4) 일본 소자화 사회 대책의 관점과 주요 과제(때5) 

3대 관접 4대 중점 과제 

1. 자립에 대한 희망과 힘 1. 청소년의 자립과 씩씩한 아동의 육생 

2. 불안과장벽의 제거 2.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운영개선 

3. 새로운 양육지원과 연대 3.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해 

4. 새로운 양육지원과 연대 

자료: 文임쩍學省， 2006. 

일본에서는 청소년의 육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내각부 소속 공 

생사회(共生社會) 정책총괄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관에 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일본에서도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결혼 

관， 이혼관， 자식관 그리고 부부관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내각부Q뼈)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는 청소년의 결혼관과 자녀관을 조사하고 있다 2뼈년 15-30세까지의 청소년 

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희망을 묻는 질문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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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12.7%)를 제외하고， 미혼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지금은 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할 것이다’라는 사람이 54.1%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좋은 상대가 

있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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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결흔에 대한 희망(성·연령별)(때4) 

구분 사례수 기흔 @ @ @ @ @ @ 

총계 4,091 12.7 2.1 4.7 54.1 16.8 4.4 5.3 

성·연령별 

남성(계) 1,917 8.4 1.8 4.2 56.2 16.1 5.7 7.7 
15-17세 433 0 0 2.8 59.8 15.0 6.9 15.5 
18-20세 475 0.8 0 3.4 63.4 19.8 5.3 7.4 
21-23세 34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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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O 14.8 4.7 3.8 

여생(계) 2,174 16.4 2.3 5.2 52.2 17.4 3.3 3.1 
15-l7세 441 0 0.2 3.6 65.3 20.2 4.8 5.9 
18‘20세 447 2.5 0 6.5 65 .1 19.0 4.0 2.9 
21-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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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 곧 결혼할 예정이다，@빨리하고 싶다，@지금은 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할 것이다，@좋은 상대가 
있으면 하고 싶지만，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결혼할 마음이 없다，@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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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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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육아관(2004) 

그렇지 전혀 그렇지 
그렇다 

구분 총계 그렇다 」 않은 그렇지 모르겠다 않다 
편이다 (계) 

편이다 않다 (계) 
부모는 자식의 일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4078 30.1 34.1 27.9 7.3 0.5 64.3 35.2 
자식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고방식이나 때78 46.9 40.3 10.4 1.7 0.7 87.2 12.2 
가치가있다 
자식은 부와 생각히는 대로 되지 않는다 4078 60 31.3 6.5 1.8 0.4 91.3 8.4 
자식은 관심 을 두지 않아도 자란다 4078 7.3 23.3 41.4 27.3 0.7 30.6 68 .7 
자식의 말을 기능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때78 72.6 24.8 1.6 0.8 0.2 97.5 2.3 

자료: 內開府좁少年σ펴슐的엽立f:: 關TQ意識調흉結果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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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附學省， 2006). 또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DS교육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 AIDS 교육 

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초·중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 관련자들에게 제공하 

고 있다(htφ:flwww.hoke뼈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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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立)과 ‘공조’(共助)의 정신에 기초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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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ww8.cao.go.jp.쩌ou빼index.html). 이처럼 일 

본에서의 청소년 가치관 정립은 소자화 대책， 고령화 대책， 장애자 대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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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 인구조사국(pop띠ation Reference Blw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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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다. 

〈표 2-7) 가족， 일， 공동체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12학년을 중심으로(1뾰) 

(단위: %) 

성별 인종 
부모의교육 
수준(1998) 

구분 전체 
고졸 고졸 

남자 여자 백인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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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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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고통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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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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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년 동안(1985년 74.3%, 1990년 77.7%, 1995년 78.1%)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Brown B., 2(01). 

미국 청소년의 경우 가난한 가족 출신의 청소년이 한부모 가족 실업자인 부 

모， 장애， 조기 중퇴，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10대 (i배e teens)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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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M. Mather & D. AI때ns， 때6). 2005년 

의 경우 16-19세 청소년 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의 규모는 약 8% 

정도로 나타났다에ätiona1 Institute of Child H않lth and Hun때1 Development, 

2006). 가정이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사 

회적， 경제적， 신체적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양친 부모와 함 

께 생활하는 청소년(0-17세)은 전체 인구의 67%로 나타났다에ationa1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IIDlall Development, 21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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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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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 10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대AmeriStat staff, 2003). 

[그림 2-1] 미국 10대의 출산율 추01 (19!xr200 1) 

Blrths ‘per 1.000 tèêns agQS 15 l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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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meriStat staff, Declining Fenility Among Teenager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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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At-밍sk-Youth)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사회적 자본을 키 

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빼뼈19 αm때ons와 같은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 

년들에게서는 돌봄， 평등， 사회정의， 통합， 정직， 책임감 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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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에ation떠 Suπey of Y Olmg Aus따li없， 

2뼈). 예전에 비하여 7}족이나 친구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005년 73.3%에서 2뼈년 72.3%), 반면에 취업은 다소 높아졌다 

때5년 17.6%에서 2뼈년 20.3%). 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모두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남성은 취업이나 재정적 안정 

동 현실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차이 

도 발견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족관계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았다. 

나이가 어릴수록 친구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 

심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 호주 청소년들의 가치의 우선 순우1(2C뼈) 

구분 전체 
성 연령 

'iJ↓λ 。} 여성 lH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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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ng Australians, 2006. 



청소년의 결혼· 가족· 출산가치관 실태 73 

호주는 가치관 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호 

주 정부는 21세기 학교교육을 위한 국7}목표를 설정하교 그 목표 중의 하나로 

가치관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치관 교육의 목 

적은 비단 결혼이나 가족에 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 

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 

ψ}는데 필요한 기술과 성향을 개발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호주에서는 모 

든 학교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가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Commonw않lth of A뻐빼a， 2005). 가치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의 사명과 에토스를 

명확히 설정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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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고， 나아가 가치교육의 실제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대COmmonWI않lth of Aus뼈ia， 때6:3). 

호주 학교에서의 가치교육은 교육， 고용， 훈련， 청소년 위원회(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Mfaits, MCE맘YA)가 주관하여 실시 

하고 있으며， 2뼈년에는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과정기업(Curric띠um Cc聊lration)에서 7}.치교육 

조사를 실시하였다 MCEEπA는 가치교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직 

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2006년 MCE맘YA는 호주 학교에서 가치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National Framewcπk for Values Education in Australian Schools, 2006)을 발표하였 

대Aus뼈an Govemment de뼈rtment of Education, 2α)θ. 호주 정부는 2004년에 

서 2008년까지 4년에 걸쳐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 

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1단계인 2006-2006년에는 교육과정과 

전문적 학습 자원을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가치교육의 통합 

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며， 2단계(2006-2007)에는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의 행동과 사회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통합하여 학교에서 가트칠 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2007-200에는 학교가 다문화적 그리고 세계 

화 시대의 가치를 탐색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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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가르쳐져야 하는 핵심 가치로 돌봄(때려과 연민( compassion), 최션을 다 

하는 것， 공정(f:빠 go: 공동선의 추구와 보호)， 자유(fr，않dom)， 정 직과 신뢰， 통합 

(integrity), 존경(respect)， 책임감， 이해， 관용， 포용(타자와 타자의 문화를 인정하 

고 민주사회에서 다양성을 기르며， 타자를 포용하는 능력)의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αmmonwealth of Australia, 2005: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가족·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교육도 이러한 국가계획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모든 핵심 학습 영역(Key Le뻐뻐g Areas, KLA)에서 가치관 교육에 관련된 

학습자료를 DVD와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제 3절 일본의 교육사례 

청소년의 결혼과 자너에 대한 가치관은 그 사회의 전통과 사상의 영향을 직 

접 받는다. 한국인의 가족가치관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유교 

사상은 인간은 자식을 통해 영행을 누리며 자녀는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었다 

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가계를 계승해야 하며， 조상에 대한 제사를 

책임져야 하며 부모의 노후를 보살펴야 한다 이러한 사상에 따라 확대가족을 

가족의 이상으로 여겼으며， 장남을 중심으로 가계와 가산이 상속되는 직계가족 

의 형태가 흔하게 된대김태한 이윤석， 200이.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관은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한다. 부부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거 

나 한 명으로 만족하기도 한대김태헌， 2005 참조). 그 결과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심화된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교육하고， 친 사회적인 가치관 

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학교교육을 교과 

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청소년의 가치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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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출산력 변화와 인구정책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은 1960년대까지 높았으나 그 후 빠르게 감소하는 공 

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화가 빨랐던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출산 

수준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1.6명 

이 붕괴도면서 저출산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그 후 

출산수준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계속 낮아져서 2005년에 

는 1.25명 에 이르렀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국가들에 

서 저출산현상을 야기하는 공통적인 요인들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가정 양 

립에 대한 사회 환경의 미비， 높은 교육비 부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층과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부족으로 구직이 곤란하고， 취업여성의 경우에도 

출산 후 시장으로의 복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결혼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것이 출산수준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그 동안 출산수준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 저출산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1990년부터 시 

작되었다. 그 후 1995년에 적용된 엔젤플랜에서부터 일·가정의 양립지원， 지녀 

양육 강화， 양질의 주거제공， 자녀발달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나 출산수준은 계속 낮아졌대대한민국정부， 2006 참조.). 

그래서 2뼈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인 소자화대책인 뉴엔젤플랜을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보육접근성강화， 고용환경의 개선， 성역할 변화， 교육환경개선지원， 교 

육비부담경감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지 15년이 넘었으나 출산수준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는 다음과 같은 문 

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자녀 O품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소액이나 

마 현금지원은 서민층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중산층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이 없 

다. 정부목표에 비해 예산의 확보가 미비하다. 신엔젤플랜에 투입된 재원은 

2002년의 경우 GDP의 0.07%에 불과하다. 결굴 기업에 대한 계몽과 권고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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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예산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다음은 노동에 대한 양성간의 전통적인 

역할규범이 변하지 않고 있다. 가사와 양육에 대한 남편의 분담이 매우 낮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 보육시설부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부재 등 육아 

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미비하다. 취업여성의 70%가 결혼 

또는 첫아이 출산시 퇴직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2.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난 인구교육 내용 

가. 분석대상교과서 

초중고둥학교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족과 자녀관과 관련되는 사항 

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과목은 사회와 윤리 및 가정이다. 체육보건 교과서에서 

도 일부 다루기는 하지만 이것은 성교육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교 

과서는 과목별로 매우 다양하다. 중학교 교과서의 공민을 예로 보면， 2빠년도 

에 8종이 교과서로 채택되었으며， 수학과 영어는 각각 7종의 교과서가 있다 

(2뼈년도 문부성 자료).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학교급별 대표적인 교과서를 선 

택하여 그 내용에 포함된 기족과 자녀관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그 특정을 정리 

하였다. 여기에 사용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 IJ學 社會 3.4 (上) 敎育出版， 2뼈. 

- IJ學 社會 5 (上) 敎育出版， 2006.

- IJ學 社會 6 (上) 敎育出版， 2006.

〈중학교〉 

- 西部 遭 외때1) <새로운 公民輪파書〉 技홍社. 

- 지k秀次 외(2005) <새로운 公民辦書〉 技짧社. 

- 中間美妙子 외(2006) <技術·家處 家底分野〉 開隆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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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依佑木殺 외(2006) <現代社會〉 東京書籍.

- 伊東光購 외(2006) <高校現代社會〉 實敎出版.

- 式部 久 외(2006) <高等學校 f購〉 第-學習社.

나. 초등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로 敎育出版에서 2006년(平成 18年)에 발간한， IJ學 社會 3. 

4(上)， IJ學 社會 5(上) 및 4學 J단會 어上j에는 가족과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제3.4학년 교과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안전， 건강， 마을을 익히고，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장인물은 주로 4명의 어린이로서 철 

저하게 남녀 동수를 지키고 있다. 때로는 2명 또는 6명이 동장하기도 하지만 

이 때에도 남녀 동수를 등장시키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는 지역주민이나 

편의시설의 근무자도 남녀 동수φ.39， p.40, p.50 등)이거나 남녀가 교대φ.13 및 

p.15)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힘든 일φ55 물품관리)이나 매장 지배인φ.55)， 

역장φ.26)의 경우는 주로 남자가 하고， 상품판매(p.55)나 교사{p.32， p.33, p.58)는 

여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실제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성을 중심으로 등장인물 

을 선정한 계획적인 구상을 엿볼 수 있다. 

제5학년 교과서의 수록내용은 주로 식량생산과 공업생산을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보를 익히고， 주거환경을 공부하도록 짜여져 

있다. 이 교과서에서도 등장인물은 주로 4명의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 

동수인 것은 3.4학년 교과서의 구성과 동일하다. 그 외의 숫자일 경우 동수이거 

나 서로 교차하면서 남녀의 수를 맞추고 있는 것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직업에 

따라 남녀의 숫자가 달라지는 곳이 많았다. 즉， 농사부터 쌀 출하까지의 일은 

주로 남자(pp.18-1어가 하고， 연구도 남재p.21)의 등장이 뚜렷하였다. 그러나 쇼 

핑φ.26)， 야채(p.29)나 과일(p.30) 수확은 여자가 맡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 

한， 자동차 공장에서의 일φp.63-79)이나 책임자회의φ67， p.80)는 남자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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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품 확인이나 부품을 취급하는 일φ.6η， 포장동F는 일φ71)을 여자가 담 

당하고 있다 이것도 남녀 성평등을 전제로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 특정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주로 남자일 경우와 여자일 경우에는 

그 성에 해당하는 등장인물을 사용함으로써 현실을 감안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에서 성평등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발견되었 

다. 환경 좋은 식당을 소개(p.68)하였으나 식사 중인 사람은 모두 남자이므로 

공장에서의 일은 주로 남자가 담당한다는 사실을 은영 중에 설명하고 있다. 

가족 단위의 등장은 총 4회이며， 모자φ.26)， 모녀(p.47， p.82) 및 부모와 외동 

딸(p.81)로 모두 한 자녀만 등장하고 었다. 일본의 출산수준이 대체수준 밑으로 

낮아진 것은 1970년대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한 자녀 가정 

이 늘어나면서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위의 가족단위에서 한 자녀 

만 등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출산수준 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가치 

관이 설정되지 못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 자녀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6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주로 국가의 설립부터 근대까지의 역 

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치와 세계를 이해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저출산 관련 가치관(역사관 제외)과 관 

계가 없다. 다만， 할머니가 등장하여 어린이들에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표지 뒷면과 p.96)과 한 여성 학재교사7)가 볍씨 사료를 설명핸 장면(표 

지 뒷면)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을 본문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중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중에서 가족과 자녀와 관련된 가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 

는 교과서는 공민과 기술·가정의 가정분야가 된다. 여기에서 참고한 교과서는 

공민(사회)교과서로 技藥社에서 2001년(平成 13年)에 발간(西部 遭 외， 2001)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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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平成 17年)에 개정(八木秀次 외， 2005)한 “새로운 公民辦파홈’와 開隆堂에 

서 2006년(平成 18年)에 발간한 “技術· 家展”의 家處分野 교과서(中間美헤子 외， 

2α삐에 있는 가족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선 공민(사회) 교과서는 5년 사이에 개정판이 발간되었으므로 그 간의 내 

용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2001년 초판에서는 ‘제 1절 가족생활의 변화’(pp. 

174-18이에 ‘1 가족의 변화’， ‘2. 가족과 사회’， ‘3. 가족의 기원’으로 되어 있으 

며， 여기에는 경제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 가족의 축소， 결속력의 약화， 가족의 

역할， 가족과 개인， 가족의 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과 가족관계가 변한다는 것과 헌법 제24조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칼럼으로 “까}는 무상의 노동 

력”이라는 주제로 1997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총생산의 약 20%를 점한다고 하 

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7μ}는 가족생활의 일부로서 가족 모두 감사하고 협력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통계나 사진자료로 이용한 것 중에 ‘만족감 

을 느끼게 해 주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족이라는 것(p.l79)을 보여주 

고 있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밝은 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 부 

부의 원만한 관계 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이것은 가족， 부부， 자녀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정판에서는 가족관련 단원을 “ l 조부모와 부모가 살았던 시대를 살 

펴보자"와 “2 가족의 의의를 생각해 보자씌 두 절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절 

에는 가족의 태어난 시대， 살림의 변화와 사회의 변동 등을 수록하고 있다 여 

기에서 가족의 생활사를 시대별로 주요사건과 함께 비교함으로써 세대의 차이 

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시대별 배경과 당시의 생활도구의 차이가 세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 

족관계에서도 이해력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절에는 가족의 역할， 

가족의 축소， 가족과 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초판과 같이 7싸의 

중요성，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동 

안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으므로 만화(그림 2-2 참 

조)를 통하여 각자 부부관계와 가족생활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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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그림 2깅]는 네 가지 유형의 가족을 극단적으로 그려놓고， 그림을 보고 어느 

가족유형이 이상적인지 논의해 보라는 내용이다 네 가지의 유형은 (1) 남편이 

출근하고， 부인이 7μ}를 돌보는 경우， (잉 부인이 출근하고 남편이 개}를 돌 

보는 경우， (3) 부부가 함께 출근하는 경우， 그리고 (4) 부부가 함께 출근을 하 

고， 조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경우의 네 가지이다. 서로 다른 유형의 가족관계를 

토론의 거쳐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장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것이다 

개정판의 특징은 초판에 없던 “소자고령화문제”의 소단원을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2뼈， 2025 및 2050년의 인구피라미드를 비교하고，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서 일본의 출 

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이유 

를 총리부의 통계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녀의 교육비가 많이 

든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이 어렵다’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이어서 ‘결혼연령이 높다.’， 와 ‘육아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크다’이다. 이러한 이유를 지원하여 주는 소자화대책(저출산대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현재 일본사회가 맞고 있는 저출산고 

령사회문제를 제기하여 학생들이 사회를 이해하도록 하는 정도의 내용을 수록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2-2J 가족의 형 태 

;효~~Gl!Z>，*훌즉 -을 
a57'Cζ :T.:::=.;I'::-J'‘ ￡훌용i~ξ￡ ‘:!=::.~굉S 쪼~ξ륭를를‘깅; 
-ε=.": ;f1.. -r::t=.-~르S 능능-1'":;:'Gr">--1i‘- →~.:::::ζ >
:ε ... """ι-ξ:::'-~ L，...- 슨료 τ::>~-~ ‘ð-=. ""5 """ 

자료· 八木秀次 외새로운 公民敎科書J ， 技훗社， 2005, p.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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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볼 때 공민교과서에서 가족과 가족관계， 양성평등에 대한 내 

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정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 

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중학생의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형성과 태도 

를 기르기 위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현재 일본사회의 당 

면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대책의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를 골고루 수록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변화와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 

도록하고 있다 

가정교과서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가정분야의 교과서 

에서 “1 우리의 성장과 가족 등 주변의 사람들”과 “2 가정의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에 나와 가족의 관계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도 가족의 일원이라 

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태도형성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을 통하여 서로 논의하면서 이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2-3]은 네 개의 그렴과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어나고， 

걷고， 보육원이나 유치원시절， 그리고 병이 났을 때를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 과정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을 하고， 정성을 보 

태주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태어날 때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나를 아빠 

가 차메라를 들고 아주 기쁜 표정으로 들여다 보는 장면은 나의 출생은 부모 

에게 더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할 것이다. 다음은 처음으로 결을 때 

엄마와 아빠의 기쁨을 만화로 보여주고 있다 나와 함께 함을 동일하게 느끼는 

분위기이다.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우리를 돌봐주는 선생님들과 어른들 

에 대한 인식， 내가 병이 났을 때 누나와 할머니가 간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 

는 모습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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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J 나의 성장과 주변사람틀 

가. 새 생명(기술· 가정 가정분oþ) 

나. 첫걸음(기술·가정 가정분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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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이 들었을 때(기술·가정 가정분01=) 

라. 보육원과 유치원을 다니면서(기술·가정 가정분얘 

자료: 中間美妙子技術·家底 家鷹分野J ， 開隆堂， 2006, pp.14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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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아이다 미츠오의 “행복은 언제나”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 

“자신의 차례”를 수록한 것이다 이 시는 조상으로부터 내가 있기까지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내 생명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위대한 생명의 연결고리의 한 부분으로 다음 고리를 이어갈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갖게 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앞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 

들과 사랑으로 연결되는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J 자신의 입쟁기술·가정 가정분야) 

자료· 中間美妙子技術·家흉 家展分野J ， 開隆堂， 2006, p.!쟁， 

[그림 2-5]는 중학교 2학년(14세)인 A군의 하루생활을 만화로 그런 것이다.A 

군은 부모， 할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만화를 보고 각자 자 

신의 생활을 생각해 보고， 가정에서의 활동을 나열해 보도록 하고 있다 간단히 

소개하면， 아침 6시 20분에 아침식사를 마치고， 쓰레기를 내놓고， 운동하러 간 

다. 12시 때분에 친구들과 즐겁게 얘기하면서 점심을 먹는다. 오후 4시 5분전에 

서둘러 욕실을 청소하고 학원에 가기 전 4시에 할머니께서 준비하신 간식을 동 

생과 함께 먹는다. 9시 10분에 학원을 마치면 가족은 저녁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9시 반에 혼자 저녁을 먹고， 11시 40분에 이부자리에 든다. 

친구와통화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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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J A군의 하루 

수 ~1l윷싸~";!;i\i짜앉혔.iÇI엇혔뚫뤘했혔웠찢혔쨌뽕& 햇R획쳤윗!ß;톰I!!!~꽁:‘짱싫없繼싫양협 

자료: 中間美妙子技術·家慶 家慶分野J ， 開隆쏠， 2006, p.l갱. 

이상 A군 생활의 만화에서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발 

견할 수 있다. 우선 나는 쓰레기를 버리고， 욕실 청소를 하면서 가사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저녁식사 후에 뒷정리는 온 가족의 몫이다. 아빠는 

설거지， 엄마는 그릇 치우기， 동생은 식탁 닦기 등. 또한， A군이 늦은 저녁식사 

를 할 때 아빠는 가족의 옷 정리를 하시교 엄마는 여동생의 가방을 챙겨주신 

다. 할머니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책을 보신다. 여기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개}를 분담하고， 양성평동을 실천하는 일련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자료가된다 

라. 고등학교 교과서 

고퉁학교 교과서 중에서 가족관련 내용이 수록된 현대사회(사회문화) 두 권 

과 윤리 한 권을 택하여 가족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고둥학교 교과서의 공통 

사항은 인구구조의 변화， 즉 고령화와 소자화를 복지문제와 연계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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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사회와 윤리 모두 공통사항이다 현대사회(雖木殺 외， 2006)에서는 

“소자·고령사회를 맞다，"에서 인구구성의 변화， 고령사회의 도래， 소자사회 등 

을 수록하고 있다. 고령사회로 복지부담이 급증하므로 법령(고령사회대책기본 

법， 개보험법 동)의 제정이나 시행으로 증가하는 복지부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강조하고 있다. 주요선진국의 고령화속도를 그래프로 

비교함으로써 일본의 고령화의 진행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는가를 직감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소자화에 대한 내용에서는 현 실태를 소개하고， 원인을 설명하고， 대책을 제 

시하면서 특히 ‘남녀공동참여사회’의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자화의 영향 

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고령화의 진전으로 현세대의 부담이 증대’， 

‘노동력인구의 감소’， ‘과소화와 고령화로 지역사회의 변화’， 그리고 ‘노동력인 

구의 연령구조 변화’가 가장 중요한 소자화의 영향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현 세대의 부담이 증대한다는 것을 전체의 80%가 느낀다고 하였다. 이 

통계표를 통하여 소자화의 성격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교현대사회(伊東光購 외， 2α)θ에서는 고령사회를 복지에 직접 결부하여 고 

령화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두 개의 소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1. 고령사회와 개호문제”와 “2. 소자고령화사회”로 되어 있다. 첫 절에 

는 고령사회의 도래， 개호의 문제， 북구라파에서 배우다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는 가족제도의 변형， 핵가족의 문제， 소자화의 문제， 인구의 고령화， 

고령사회의 문제， 가족과 지역사회의 과제 등으로 소자화와 고령화의 의미와 

영향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통적인 내용은 사회문제는 고령 

화에서 연유하고， 고령화는 소자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자화는 가 

족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가족제도가 핵가 

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핵가족에서 자녀의 

양육이 어렵고， 과잉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 

자화가 발생하고， 소자화는 인구의 고령화로 나타나고， 고령사회의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문제의 시발이 되는 출산율의 감소와 출생아수의 추이를 [그림 2-어 

과 같이 제시하고， 출산율과 출생아수의 변동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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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이후 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1970년대 초반의 제2차 베이비붐이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어면서 

출산율을 빠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 

은 만혼과 비혼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고령화 

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2-6J 연도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의 변화 

자료: 伊東光團高校現代社會J ， 實敎出版， 2006,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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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윤리 교과서(式部 久 등， 2006)에서는 “소자고령사회와 가족·지역사 

회의 변화”라는 소단원에서 소자화， 가족， 고령화를 다루고 있다. 윤리교과서에 

서도 사회와 동일하게 노인의 복지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제기하고 그 원언을 

가족의 변화와 소자화에서 찾고 있다. 소자화가 지속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감 

소가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 

양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그림 2꺼과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실제 젊은 

이들이 노인을 부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느끼도록 하고 있다. 2003년에 

는 젊은 남녀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25년에는 2명의 젊은이가 노인 

한 명을 보살핀다는 사실을 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가 젊은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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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느끼도록 함으로써 오늘의 

사회문제를 이해하교 인구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형성을 기대딴E 것이다. 

[그림 2-7J 일본의 인구피라미드와 고령자 1 인당 생산연령인구의 변화 

자료: 式部 久 등高等學校 倫理J ， 第-學習社， 2α>6， p.179. 

마.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과 자녀 가치관의 체계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고령화문제， 즉 노인복지부담의 급증에 따른 사 

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문제와 소자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 까지 단계적으로 교과서에 반 

영하고 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남녀평등의 가치관이 전 교과서에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다. 인위적일지라도 등장하는 인물을 성별로 균형을 맞 

추고 있다는 것은 남녀의 가치를 균형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했다. 다음으로 중 

학교 교과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설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은 가족관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원간의 동등한 역할분담 등은 가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양성불평등의 요인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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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거하기위한 시도가 있었다 끝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복지부담을 고령화와 저출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사회문제가 무엇 

인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해야할 일을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초등학교의 양성평등， 중학교 교과서에서 ‘가족’ 및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복지문제에 초점을 맞추 

고，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저출산과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를 갖추게 될 것이 

다. 서술식으로 이론과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프나 사진， 또는 만화를 

통하여 학생이 친가족， 친자녀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게기를 마련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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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 절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960년 6.0명에서 1970년 4.5명 그리고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까지 낮아졌다. 그 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합계출 

산율은 1.6~ 1.7명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한국사회에서 저 

출산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출산율은 다 

시 감소하여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최 

근의 저출산 현상은 가족관， 결혼·이혼·재혼관， 자녀관 등의 가치관과 관계 깊 

은 것으로 규명되고 있대이삼식 외， 2(05). 또한 결혼，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 

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구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의식적 측면에 있 

어서도 신구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 

며，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몰론 가 

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응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기피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차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초·중등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측면에서 결혼과 가족과 관련한 친가족적인 가치 

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준비과정 

으로서 결혼과 출산， 자녀，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인식을 형성을 위해 보 

다 구체적인 초·중등 학생들의 가치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 

을함양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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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규모 및 대상 

가.조사규모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 

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과 조사기간이 한정된 현실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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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한 기초 자료는 2005년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고 표본추출 단위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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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대상 및 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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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를 위하여 이 연령에 속한 학령의 재학생에 한하였다. 본 조사가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에 재학하지 않거나 시설에 보호되는 청소년도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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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사항이며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으로 전국의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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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으로 하는 전국의 지역별 학교수는 〈표 3-1>과 같다. 

〈표 3-1) 전국의 지역별 학교수 

학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 1,513 1,460 3,233 6,206 
중학교 919 769 1,307 2,995 
고등학교 인문계 535 뼈8 360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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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W2oo5년 교육통계연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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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 추출 방법 

가. 표본 학교 및 학급의 추출 

최종 조사단위인 학생을 표본추출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령의 학생에 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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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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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다단계집락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즉 1단계로 학교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학급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국의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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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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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의 각 층별 배분은 층의 학급수에 비례하되 상대적으로 학급수가 많은 초동 

교는 0.8의 가중치를 주었고 학급수가 적은 실업계고등학교는 1.2의 가중치로 

학교수를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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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분류한 후 학교의 학급수에 확률 비례한 계통추출로 표본 학교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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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표 3-2> 전국 지역별 학급수 

구분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교(5，6학년) 18,519 18,693 4,089 
중교(J-3학년) 25,749 25,145 5,078 
인문고교(J-3학년) 18,518 16,072 2,398 
실업고교(1‘3학년) 6,577 7,570 2,467 

계 69,363 67,480 14,03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w2005년 교육통계연보~， 2005.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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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역별 표본 학교수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교(5， 6학년) 14 12 5 31 
중교(!-3학년) 22 20 5 47 
인문고교(H학년) 19 15 4 38 

실업고교(1‘3학년) 6 6 4 16 
계 61 53 18 132 

나. 표본추출 결과 

표본추출 결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둥학교 10，690개 학교에서 1.6%에 

해당하는 132개 학교를 추출하였고 학년 당 1개 학급을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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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되었다(표 3-4 참조). 

〈표 3-4) 학령별 표본 학급수 및 학생수 

학생수 학교수 1.6%표본 
추정 

구분 학급수 학생수 
(천명，%) (개) 학교수(개) 

(학년당 l학급) (학급당 평균 35명 기준) 
초교(5， 6학년) 1 ，38어26.8) 5,642 31 62 2,170 
중교(1-3학년) 2ρ10(39.0) 2,935 47 141 4,935 
고교(l-3학년) 1,763(34.2) 2,113 54 162 5,670 

계 5,153(100) 10,690 132 365 12,775 

4. 조사결과 및 자료처리 

가. 조사결과(부록의 조사표 참조) 

1327ij 학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학교에서 조사 거부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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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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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되었다{표 3-5 참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게 조사되었고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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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인 학급에서 10명의 성별 미상이 발생하였다{표 3-6 참조.). 

〈표 3-5) 지역별 조사결과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교(5， 6학년) 761 808 328 1,897 

중교(1-3학년) 2,146 1,837 519 4,502 
인문교(1-3학년) 1,722 1,679 528 3,929 
실업교(1-3학년) 439 405 78 922 

계 5,068 4,729 1,453 11,250 

〈표 3-6) 성별 조사결과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무응답 

초교(5， 6학년) 1,005 889 3 1,897 

중교(1-3학년) 2,394 2,104 4 4,502 
인문교(1‘3학년) 2,020 1,907 2 3,929 
실업교(1-3학년) 447 474 922 

계 5,866 5,374 10 11,250 

나. 추정방법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은 표본추출 확률， 조사무응답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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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학생수에 대한 학령， 지역， 성별로 신뢰도 높은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층화추출로 조사되었음으로 가중표본합계치(wei방1ted sample tot따)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를 사용한다. 또한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결과에 나타난 총학생 

수를 가중표본합계치와 일치되도록 하였다. 가중표본합계치(Wei양1t，해 Sample 

Total)와 표본오차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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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학생 총수 추정용 승수 공식(1)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N~ A~" 
아 

1V1.hí 김[ 륙; 
” ” / , . , ‘ 

이 공식에서 

짜tÍ 학생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3,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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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y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학생수를 추정하였다. 

R =F?우 4 (2) 

@ 조사완료학생수를 집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B= FF우 Bhíj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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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2)의 총학생수 추정치를 떠)의 조사완료 학생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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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i -따i (흙) (4) 

@ 공식 (에의 승수를 조사완료 학생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 

표본합계치를 산출하였다. 

y=훤$우따i 감.ij 

추정치의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층 h에서의 추정치 감 의 분산은 

Var( 감 ) = 훤 댐(짧nh!...)證 

1 싸 (ε νhij ) 2 

여기서 sgi = 많난 (짧zJ - j 7lfl1 ) 

뀐) 

(이 

@ 표본오차 SE( 휩) = [Var ( 감)]1;2끼 

r;:- \ SE( 감) 
@ 상대표본오차 RSE( ~~ ) = 

~~ 

~'; n I • 100 (8) " ' 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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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답자 특성 

조사대상 학생의 지역적 특성은 대도시 43.9%, 중소도시 44.0%, 농촌(군지역) 

12.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녀공학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여.2%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남학교 16.7%, 여학교 19.0%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 

교 학생 모두는 남녀공학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의 비 

율은 중학생 66.4%, 인문계 고등학생 42.6%, 실업계 고등학생 64.9%이었다. 중 

학생의 경우 남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많으나， 고등 

학생(인문계， 실업계)의 경우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전체 초등학생의 비율은 16.9%, 중학생 42.2% 그리고 고둥학생 40.8%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가 52.1%로 여자 47.8%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고， 무응답 학생의 경우도 0.1%로 나타났다. 

〈표 3구〉 조사대상 학생의 학교구분별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동학교 중학교 
고둥학교 

인문계 실업계 

지역 

대도시(광역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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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구분 

초교5년 9.1 53.6 
초교6년 7.8 46.4 

중교1년 13.8 32.8 
중교2년 14.3 33.8 
중교3년 14.1 33.4 
고교1년 13.9 35.0 30.5 

고교2년 14.2 33.6 39.3 

고교3년 12.7 31.4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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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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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구분 전체 초둥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학생의 주 양육형태 

어머니와아버지가 함께 73.1 73.9 74.0 72.6 68 .3 

어머니 13.9 12.9 12.8 15.2 15.8 
아버지 1.7 2.4 1.7 1.3 2.1 
친할머니(외할머니) 9.2 8.8 9.3 9.0 10.3 

친할아버 지(외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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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0.3 0.1 0.3 0.4 0.1 

기타 1.0 0.8 1.0 0.9 1.8 
무응답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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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없음 40.3 29.3 38.3 46.6 47.7 
무응답 0.1 0.1 0.1 0.1 
부모 생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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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또는부모사망 4.3 3.5 4.0 4.0 9.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뼈. 

조사대상 학생의 주 양육형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양육하는 경우가 

7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 13.9%, 친할머니(외할머니) 9.2%, 

아버지 1.7%, 그 외의 양육형태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조사학생들의 희망 

교육수준은 93.6%가 대학교 이상을 희망하였으나， 중학교 이하의 희망도 0.6% 

나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개신교(기독교)가 31.1%로 가장 많았고， 불교 18.0%, 

천주교 8.5%로 나타났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학생도 40.3%나 되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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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모 모두 생존하고 있는 학생이 95.7%로 가장 많았고 모만 생존 2.6%, 부 

만 생존 1.2%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학생도 8.6%, 한 

부모 또는 부모가 사망한 학생도 4.3%나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9.0%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이상이 32.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은 고등학교 졸업이 48.7%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이상이 22.8%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학생이 3.1%, 어머니가 안 계시는 학생이 1.7%로 나타났 

다. 조부모와는 17.7%만이 동거를 하고 나머지는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계속 (조사대상 학생의 학교구분별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퉁학교 

인문계 실업계 

아버지 학력 

학교를 안다녔다 0.2 0.2 0.2 0.1 0.5 
:i% 웃펴r피 ñl 3.0 1.2 2.4 3.5 7.5 

중학교 5.9 2.0 5.6 7.4 10.0 
긴퉁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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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14.8 35.8 14.6 4.8 11.9 

.!f-%~ 0.2 0.5 0.2 0.1 0.3 

아버지가 안계신다 3.1 2.3 2.6 3.1 7.7 

어머니 학력 

학교를 안다녔다 0.3 0.1 0.3 0.2 0.9 
소~% 응펙r피 ñl 3.2 1.0 2.4 4.0 8.6 
중학교 7.2 2.7 5.8 9.6 13.8 
J!.τ Er 슴"f’끄 ñ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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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15.6 35.5 15.7 5.6 13.9 
무응답 0.5 0.3 0.7 0.2 0.6 
어머니가안계신다 1.7 1.9 1.9 1.3 2.0 
조부모동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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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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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JI%응~ji[ 

인문계 실업계 
부모 취업상태 

부모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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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응답 0.4 0.9 0.3 0.2 0.5 

부모사망 0.5 0.8 0.5 0.4 0.7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잘사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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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못사는편 1.5 0.4 1.5 1.6 2.8 
모르겠다 3.9 5.8 4.4 2.4 2.9 
무응답 0.1 0.2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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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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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32.7 43.1 34.9 27.4 21.3 

좋은편 34.5 29.9 33.5 38.8 32.3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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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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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00.이11 ，25이 100어1，뼈1) 100.어4，750) 100.0(3,630) 100.이9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양생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조사 대상학생의 62.0%가 부모가 취업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부만 취업한 경 

우는 30.1%, 모만 취업한 경우는 4.5%, 부모 모두 취업하지 않는 상태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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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제 상태는 64.2%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 

고， 매우 못사는 편이다 1.5%, 매우 잘사는 편이다 1.9%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과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다 38.8%로 가장 많았고， 좋은 편이다 

38.2%, 나쁜 편이대매우 나쁨+나쁨)도 2.3%나 나타났다. 부모간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34.5%, 매우 좋은 편이다 32.7%, 나쁜 편이대매우 나쁨+나쁨)도 6.0%나 

나타났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학생도 4.3%나 나타났다. 

제 2절 초·중등학생의 결혼관련 의식 및 태도 

초·중동학생들이 결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에 

서는 모두 5문항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하였는데 첫 번째 하위요인으로는 결혼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하위요인은 결혼의 시기 및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의식을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결혼과 관련된 일반적 태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 

하였다. 먼저 초·중등학생들의 결혼과 관련된 일반적 의식을 측정한 문항들을 

살펴보자. 

1. 결흔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초·중등학생들의 생각을 

표로 정리하면 〈표 3-8>과 같다.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 16.8%가 ‘반드 

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2년도 15세 이상의 인구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25.6%보다 많이 줄어든 결과이다. 초등학 

생이 14.2%, 중학생이 15;8%, 고등학생이 18.9%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농촌의 학생이(18.6%) 도시 학생보대16.5%) 결혼의 필요성 

을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여학생과 남학생간에 차이인 

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두 배 더 많은 학생들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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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다 또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응 

답한 학생이 남학생이 21.5%에 비해 여학생은 41.3%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여학생이 19.8%포인트나 높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과 기회비용 손실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여학생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69.4%, 중학생 

65.9% 그리고 고등학생이 67.2%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결흔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하는 편이 해도좋고 하지 하지않는 

모르겠다 계 (응답자수) 
해야한다 좋다 않아도좋다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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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대도시 16.8 49.4 29.9 1.8 2.2 100.0 ( 4,935) 
중소도시 16.3 49.8 29.5 1.6 2.8 100.0 ( 4,945) 

농촌 18.6 50.2 27.0 1.4 2.8 100.0 ( 1,356) 
성별*** 

남자 22.8 52.7 20.4 1.1 3.1 100.0 ( 5，85이 

여자 10.4 46.4 39.1 2.2 1.9 100.0 ( 5,377) 
학교급*** 16.8 49.7 29.3 1.6 2.5 100.0 (11 ，22끼 

초등학교 14.2 52.2 26.7 1.4 5.5 100.0 ( 1,896) 
중학교 15.8 50.1 30.4 1.4 2.3 100.0 ( 4,749) 
고풍학교 18.9 48.3 29.4 2.0 1.5 100.0 (4,592) 

주: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2. 결흔 시기에 대한 태도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 

에 대한 초·중둥학생의 응답평균은 남자의 경우 27.4세， 여자의 경우 26.0세로 

나타났다. 20-44세의 미혼 남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 연령의 경우 남 

자는 평균 30.6세， 여자 28.9세에 비하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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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결흔 연령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남학생들은 평균 27.4세 여학생들은 평균 28.6세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성의 결혼연령을 더 빨리 염 

두 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 두드러진 특징은 초 

등학생은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 연령을 25세 이하에서 34.7%, 고등학생은 

10.8%로 23.9%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 

였다. 이는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미혼 남녀의 경우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 

록 결혼연령을 높게 생각하는 것과 같게 나타났대표 3~9 참조). 

〈표 3-9) 학생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의 결흔 연령 
(단위: %, 명， 세)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 

계 (응답자수) 평균연령 구분 
25세 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전체 21.7 22.9 33.1 16.6 4.7 1.0 100.0 (10，01이 27.9 
성별*** 

남자 27 .4 24.8 29.9 14.0 3.3 0.6 100.0 ( 5,780) 27.4 
여자 13.9 20.2 37.5 20.2 6.7 1.5 100.0 ( 4,222) 28.6 

학교급*** 

초등학교 34.7 27 .4 27.0 8.4 2.1 0.5 100.0 ( 1,745) 27.0 
중학교 26.7 25.6 31.5 12.3 3.3 0.7 100.0 ( 4,269) 27.5 
J!.% 웃~:iï! 10.8 17.9 37.6 24.8 7.4 1.5 100.0 ( 3,,995) 28 .3 

주: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나. 이상적。로 생각하는 여성의 결흔 연령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남학생들은 평균 25.8세 여학생들은 평균 27.2세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성이 더 늦게 결혼하는 것 

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 

라갈수록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높게 잡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그 차이 

는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사회진출， 육아 부담， 결혼에 대한 부 

담을 여학생이 그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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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표 3-10 참조.).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이상적으로 생 

각하는 결혼 연령은 낮게 나타난다. 

〈표 3-10) 학생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의 결흔 연렁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 

계 (응답자수) 평균연령 25세 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 상 

전체 38.2 32.9 21.1 6.3 1.2 0.3 100.0 (띠112) 26.4 
성별*** 

남자 50.4 29.2 15.2 4.5 0.6 0.1 100.0 ( 4,779) 25.8 
여자 27.3 36.3 26.4 7.9 1.8 0.4 100.0 ( 5,324) 27.2 

학교급.*** 

초동학교 53.1 29.5 12.9 3.6 0.7 0.1 100.0 ( 1,736) 25.8 

중학교 44.0 32.3 17.5 4.9 1.0 0.2 100.0 ( 4,280) 26.2 

.ïl%~피 ill 25.8 35.0 28.2 8.9 1.7 0.4 100.0 (4;αη) 26.8 

주: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동 가치관 조사J ， 2뼈. 

3. 결혼 의사에 대한 태도 

가. 성별 학교급별 결혼 의사 

학생본인의 결혼의사를 개인적·가족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결혼의사에서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교~}분석을 하였다<표 

3-14>를 보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 전체 92.3%로 대부분의 학생이 결혼 의 

향을 갖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94.9%, 여자는 89.4%로 남자의 경우가 
5.5%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서 보았듯이 결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경향이 높은데 이는 여학생이 남 

학생의 결혼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과 동일한 맥으로 볼 수 있다. 

학생 본인의 결혼 의사는 학교급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결혼 의사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의 차이가 학교급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 

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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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학생의 성별·학교급별 결흔 의사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생각이 없다 계(응답자수) 

전체 92.3 7.7 100.0 (8,899) 
성별*** 

남자 94.9 5.1 100.0 (4,744) 
여자 89.4 10.6 100.0 (4， 15이 

학교급 
~%~낭fjjl 90.6 9.4 100.0 (1,291) 
중학교 92.5 7.5 100.0 (3,692) 

.J1.%“낭‘tjjl 92.7 7.3 100.0 (3,915) 

주;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나. 가구 경제 상태별 결흔 의사 

가구 경제 상태에 따른 학생의 결혼의사를 분석해본 결과， 경제적 수준이 낮 

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결혼할 생각이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잘 사는 편이다’라고 의식하는 학생이 93.0%로 나타났고， ‘매 

우 못사는 편이다’라고 의식하는 경우는 89.8%로 3.2%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경제적 요인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표 3-12 참조). 

〈표 3-12) 가구 경제 상태별 학생의 결흔의사 

구분 결혼할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계 92.3 7.7 

매우잘사는편이다 91.5 8.5 
잘사는편이다 93.0 7.0 
보통이다 92.8 7.2 
못사는편이다 90.0 10.0 
매우못사는면이다 89.8 10.2 
모르겠다 90.6 9.4 

주; x2=16.1, df=5, p <0.α% 

(단위: %, 명) 
계 (웅답자수) 

100.0 (8,891) 
100.0 ( 177) 
100.0 (1,194) 
100.0 (5,760) 
100.0 (1,345) 
100.0 ( 12끼 
100.0 (2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동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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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 및 부모와의 관계별 결혼의사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가족 요인이다. 일반 

적으로 청소년은 부모를 비롯한 성인 세대의 가치관을 전수받는다 전통적으로 

자녀는 부모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실제 가족 내에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가족 내에서 학생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부 

모 사이의 관계가 학생들의 결혼 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자. 

부모간의 관계에 따라 학생들의 결혼의사가 달라지는가를 알아본 결과가 

〈표 3-13>에 제시되었다. 결과를 보면 부모의 사이가 좋을수록 학생자신도 결 

혼을 하겠디는 의시를 가지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결혼생활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는 기존의 

가설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학생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가 결혼에 대한 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결과(표 3-14 참조)를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결 

혼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인식 

하는 학생일수록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3%이상인 반면에， 부 

모와의 관계가 매우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의 경우 77.8%로 매우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 밖의 결과로 흔히 부부간의 관계， 즉 학 

생들의 부와 모사이의 관계가 학생들의 결혼관에 영향을 주리라고만 생각하였 

는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학생들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세상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향성이 결 

혼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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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부모의 관계에 따른 학생들의 결흔의사 
(단위: %, 명) 

구분 결흔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생각이 없다 계 (응답자수) 

계 92.2 7.8 100.0 (8375) 
매우좋은 편이다 93.5 6.5 100.0 (2976) 
좋은편이다 93.1 6‘9 100.0 (3103) 
보통이다 89.7 10.3 100.0 (l5l3) 
나쁜편이다 89.0 11.0 100.0 (354) 
매우 나쁜 편이다 86.6 13.4 100.0 (164)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90.2 9.8 100.0 (265) 

주 x2=37.6， df=5,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7때관 조사J ， 2006. 

〈표 3-14) 부모와의 관계별 학생의 결흔의사 
(단위%， 명) 

구분 결흔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계 (응답자수) 

계 92 .3 7.7 100.0 (8,803) 
매우좋은편이다 93.0 7.0 100.0 (3,505) 
좋은편이다 93.2 6.8 100.0 (3,422) 
보통이다 91.0 9.0 100.0 (1,414) 
나쁜편이다 85.0 15.0 100.0 ( 187) 
매우나쁜 편이다 77.8 22.2 100.0 ( 3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84.5 15.5 100.0 (239) 

주 x2=55.2， df=4,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조사J ， 2006. 

4. 배우자의 조건 

학생이 ‘결혼할 사람’의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세 가 

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를 〈표 3-15>, <표 3-16>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믿음과 사랑’이 29.4%로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2순위는 ‘성격 '(18 .1 %)이， 3순 

위는 ‘외모 등 신체적 조건'(16.4%)이 선정되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조건에 영향을 주리라고 예측되는 요인을 학생 

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적 특성으로 나누어 개인적 특성으로는 출신지역， 성별， 

학교 급별로 분석하였고， 가족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학력， 학생의 부모와의 관 

계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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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적 특성별 배우자 조건 

먼저 학생들이 선정한 배우자의 조건 l순위가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가 〈표 3-15>에 제시하였다. 먼저 출신지역에 

따른 배우자의 조건이 유의미하게 달랐는데， 흥미로운 점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은 ‘믿음과 사랑’， ‘성격’， ‘외모’ 등의 순서로 나타난데 비해 농촌 학생들 

은 이 순위가 바뀌어 외모가 2순위이고 성격이 3순위로 나타났다. 또 여전히 1 

순위로 나타나긴 했으나 ‘믿음과 사랑’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도시보다 

낮다 반변 경제력에 대한 비중은 농촌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 학생별로는 남학생은 ‘믿음과 사랑’， ‘외모’， ‘성격’의 순위로 나타난 반 

면， 여학생들은 ‘믿음과 사랑’， ‘성격’， ‘경제력’의 순서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격’과 ‘경제력’ 간에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격’과 ‘경제력’이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은 ‘믿음과 사랑’， ‘건강’， ‘외모’의 순으 

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믿음과 사랑’， ‘외모’， ‘성격’의 순서이다. 고등학생의 경 

우 ‘믿음과 사랑’， ‘성격’， ‘경제력’ 순으로 나타났으나 4순위인 ‘외모’가 ‘경제 

력’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배우자 조건(1 순위) 

(단위%， 명) 

구분 
배우자 조건(1순위)δ 

CD (2) @@ @@(v @ @@@@@) 계 (응답자수) 
전체 16.4 11.4 3.4 12.2 0.7 0.7 18.1 29.4 3.4 0.1 2.7 1.2 0.2 100.0 ( 8,182) 
지역** 

대도시 15.7 10.6 3.4 12.8 0.6 0.7 18.8 29.9 3.4 0.1 2.4 1.4 0.2 100.0 ( 3,627) 
중소도시 16.6 11.9 3.5 11.0 0.8 0.7 18.2 30.0 3.0 0.1 3.1 1.0 0.2 100.0 ( 3,559) 
농촌 18.0 12.9 3.3 14.5 0.6 0.5 15.3 25.4 5.2 0.2 2.9 1.0 0.1 100.0 ( 999) 

성별*** 

남자 21.9 13.4 2.0 8.0 0.8 0.8 17.8 28 .1 2.9 0.1 2.6 1.3 0.3 100.0 ( 4,488) 
여자 9.7 9.1 5.1 17.3 0.6 0.6 18.4 30.9 4.2 0.1 3.0 1.0 0.1 100.0 ( 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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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계속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조건(1순위)0 

(1) (2) @@ @@('D @ @ @)@@@ 계 (응답자수) 
학교급*** 

초둥학교 18.7 21.6 2.4 7.0 0.6 0.9 11.6 26.4 5.4 0.1 3.8 1.3 0.3 100.0 ( 1 ， 16끼 

중학교 19.6 12.5 3.3 10.9 0.9 1.0 15.9 28.6 2.8 0.0 2.9 1.5 0.1 100.0 ( 3，짜4) 
고둥학교 12.6 7.2 3.8 15.1 0.5 0.3 22.3 31.0 3.5 0.1 2.3 0.1 0.2 100.0 (3，61밍 

* p <0.05, ** p <0.01, *** p <0.001 
주:(1) 외모 등 신체적 조건，(2) 건강，@직업(직종 및 직위)，@ 경제력(소득， 재산 동)，@ 연령，@ 학 

력， 학벌(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 cv 성격，@ 믿음과 사랑，@ 종교，@) 형제순위(장남， 장녀 풍)，@ 
가정환경(부모님， 형제 및 친척관계， 성장배경，@ 기타조건(궁합， 출신지역)，@ 조건 없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뺑평둥 가치관 조λh ， 獅，

나.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배우자 조건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배우자 조건을 정리한 것이 〈표 3-16>이다 먼저 부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였는데， 대체로는 ‘믿음과 사랑’， ‘성격’이 1, 2순 

위를 차지한 반면 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외모’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경 

향성을보였다. 

부모와의 관계와 배우자 조건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순위에는 크 

게 차이가 없으나 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학생들일수록 2순위인 ‘성격’이 중요 

하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나쁘다 

고 응답한 학생들은 ‘외모’가 아닌 ‘경제력’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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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배우자 조건(1 순우1) 

구분 

(단위 : %, 명) 
배우자 조건(1순위)1) 

CD@@@ (5)@(Î)@@@)@@@ 계명 
부의 학력*** 

학교를 안다녔다 
초동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르겠다 

모의 학력*** 

학교를안다녔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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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2,775) 
100.0 ( 2，~81) 

100.0 ( 1,354) 
100.0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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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5, **, P <0.01, *** P <0.001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2) CD 외모 등 신체적 조건，@ 건강，@직업(직종 및 직위)，@ 경제력(소득， 재산 퉁)， (5) 연령，@ 
학력， 학별(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 (Î) 성격，@ 믿음과 사랑，@ 종교，@ 형제순위(장남， 장녀 
등)，@ 가정환경(부모님， 형제 및 친척관계， 성장배경，@ 기타조건(궁합， 출신지역)，@ 조건 없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동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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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흔에 관한 일반적인 의식 및 태도 

초·증둥학생의 결혼관련 의식 및 태도를 크게 결혼에 있어 개인과 가족간 

관계， 이혼， 독신， 혼전 성관계， 경제적 상태 등의 내용으로 127>>의 문항을 만들 

어 조사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종합하여 〈표 3-17>로 정 

리하였다. 학생들의 결혼관을 보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74.3%,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69.1%가 찬성 의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전통적 결합 방법 및 다양한 가족 또는 이혼에 대한 가치 

성향을 해석할 시 유의할 사항은 비전통적 가족 형태에 대한 관용도가 증가했 

다고 해서 개인의 가치 성향이 반드시 비전통적인 가족형태에 대한 선호로 연 

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사회적 규범과 개인 성향 간에는 명확한 차 

이가 있기 때문이대Grimmins， Easterlin and S외to， 1991). 

다음 127>>의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제1요인으로 

는 기， 3), 5), 6), 7) 문항이， 제2요인으로는 10), 11), 1기 문항이 제3요인으로는 

1), 4), 8), 9) 문항이 묶였다. 

따라서 각각의 문항을 제 1요인 (결혼이 필수가 아닌 상황에 따른 선택이라고 

인식)， 제2요인 (결혼과 성에 대한 진보적인 태도)， 제3요인 (결혼에 대한 전통 

적이며 보수적인 태도) 등으로 묶어 학생의 성별， 학교급별로 결혼에 대한 일 

반적인 가치성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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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결흔에 관한 학생의 태도(종합)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계 (응답자수) 평균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접수 

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4.0 23 .1 48.9 24.0 100.0 (11,234) 2.93 
생각해야한다 

지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4.9 21.5 50.0 23.6 100.0 (11 ,231) 2.92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 직장을 구하지 못하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 5.0 21.9 52.1 21.0 100.0 (11 ,219) 2.89 
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업이 충분 5.7 25.4 47.1 21.7 100.0 (11 ，2따) 2.85 
해야짧을할수 있다고 생각힌다 

잉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우빼결 8.4 27.1 42.2 22.3 100.0 (11,213) 2.78 
혼을안 할수표 3번λ햄다 

이 독신(혼자 사는 것)의 삶의 즐기기 위해 14.7 24.7 38.4 22.2 100.0 (11 ,214) 2.68 
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η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9.6 24.9 45.3 20.3 100.0 (11 ,223) 2.76 
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8) 결혼은 보통 사람틀이 결혼하는 나이에 19.8 41.4 29.7 9.1 100.0 (11,231) 2.28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귀는 사람이 있으연 결혼은 그 사람 20.2 44.1 27.4 8.3 100.0 (11,234) 2.24 
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1이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 34.5 34.6 22.5 8.4 100.0 (11 ,218) 2.05 
다고 생각한다 

11)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연 이 28 .4 40.2 23.6 7.7 100.0 (1 1,227) 2.11 
흔 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1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0 37.3 20.5 5.2 100.0 (11 ,233) 1.9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가. 저11 요인 (결혼이 필수가 아닌 상황에 따른 선택이라고 인식) 

먼저 1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상황 

에 따른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는 문항 

(표 3-18 참조)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73.6%의 학생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응답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매우 

찬성’하는 비율에서 여학생이 30.3%, 남학생이 17.3%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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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가까이 높았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찬성하는 학생이 대체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흔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23.6 50.0 21.5 4.9 100.0 (11,229) 
성별*** 

남자 17.3 48.9 27.0 6.8 100.0 ( 5 ，84끼 

여자 30.3 51.2 15.6 3.0 100.0 ( 5,374) 
학교급*** 

&%응낭f피ill 22.7 41.1 27.9 8.4 100.0 ( 1,895) 
중학교 22.2 50.6 22.1 5.1 100.0 ( 4,748) 
고둥학교 25.4 53.1 18.2 3.4 100.0 ( 4，58끼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동 가치관 조사J ， 2006.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는 문항(표 3-19 참조)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73.1%의 

학생이 찬성하고 있으며 이 문항에 대해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찬성하는 비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 56.9%, 중학생 매.0%， 고등학생 

8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장이 없거나 안정되지 

않으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는 학생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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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흔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21.0 52.1 21.9 5.0 100.0 (11,219) 
성별*** 

남자 19.2 52.3 23.0 5.5 100.0 ( 5 ，8때) 

여자 23.0 51.9 20.6 4.5 100.0 ( 5,369) 
학교급*** 

초등학교 16.4 때.5 32.1 11.0 100.0 ( 1,888) 
중학교 18.4 51.6 24.4 5.5 100.0 ( 4,745) 

고퉁학교 25.6 57.4 15.0 2.0 100.0 ( 4,585)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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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 

다 ”는 문항(표 3-20 참조)에 대해 전체 학생의 64.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에서 특히， ‘매우 찬성’하는 비율은 여학생 29.2%, 남학생 

15.9%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 

신의 공부나 일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찬성하는 학생이 대 

체로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독신(혼자 사는 것)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 

각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60.6%의 학생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매우 찬성’하는 비율에서 여학생 29.5%, 남학생 15.5%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독신의 삶에 있어 여학생이 72.1%로 남학생에 비해 매우 

높은 찬성하고 있다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결혼에 대한 부담과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인식이 여학생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표 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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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내가 하고 싶은 곰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흔을 안 할 수도 있다 

고 생각 한다”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짜) 
찬성함 창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22.3 42.2 27.1 8.4 100.0 (11 ,203) 
성별*** 

남자 15.9 39.0 33.3 11.8 100.0 ( 5，83끼 

여자 29.2 45.6 20.5 4.8 100.0 ( 5,367) 
학교급*** 

3:%~피 Jíl 20.5 37.4 29.8 12.3 100.0 ( 1,881) 
중학교 23.1 42.4 25.7 8.8 100.0 ( 4,744) 
고퉁학교 22.2 43.9 27.4 6.5 100.0 ( 4,587)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표 3-21) “독신(흔자 사는 것)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흔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에 대한 결흔의 태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22.2 38.4 24.7 14.7 100.0 (11,203) 
성별*** 

남자 15.5 34.5 29.3 20.6 100.0 ( 5,836) 
여자 29.5 42.6 19.6 8.3 100.0 ( 5,367) 

학교급*** 

소~%~피 Jíl 20.6 33.0 27.4 19.0 100.0 ( 1 ，88이 

중학교 23.2 39.2 23.6 14.0 100.0 ( 4,742) 
jlτ %~.ill 21.9 39.7 24.7 13.8 100.0 ( 4,581)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75.8%의 학생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 

성’한다고 응답에서 여학생 26.4%, 남학생 14.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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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문항에 찬성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표 3-22 참조.). 

〈표 3-22) “결흔 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흔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에 대한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20.3 45 .3 24.9 9.6 100.0 (11,214) 
성별*** 

남자 14.6 41.9 29.8 13.7 100.0 ( 5,842) 
여자 26.4 48.9 19.5 5.1 100.0 ( 5,371) 

학교급*** 

초둥학교 18.8 39.1 28.8 13.3 100.0 ( 1,889) 
중학교 20.3 45.7 24.7 9.2 100.0 ( 4,746) 
고등학교 20.8 47 .3 23.4 8.4 100.0 ( 4,587)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이렇게 1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즉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 

는 4개의 문항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서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나. 저12요인 (결흔이나 성과 관련된 진보적인 태도) 

제2요인에 해당하는 3개의 문항들은 결혼이나 성과 관련된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살 

펴보면(표 3-23 참조.)， 전체 응답자 중 6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전체적인 비율은 높지만 이 항목에 대해 ‘매우 찬성함’과 ‘대체로 찬성함’ 

을 합한 응답이 초등학생 17.6%, 중학생 15.0%, 고등학생 42.0%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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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 간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는데， 성과 관 

련된 문제에서 남학생 40.7%, 여학생 20.2%가 찬성하고 있다. 즉， 남학생에 비 

해 여학생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전히 법률혼이 규범 

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결혼과 관계없는 성관계는 적어 

도 여성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수 있다. 

〈표 3-23) “결흔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태도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8.3 22.5 34.6 34.5 
성별*** 

남자 
여자 

학교급*** 

초동학교 

13.5 

2.8 

4.0 
중학교 7.4 

· 고동학교 11.2 
* p (0.05, ** p (0.01, *** P (0.001 

27.2 
17.4 

13.6 
17.6 
31.3 

35.5 

33.6 

38.7 

36.2 
31.3 

23.8 
46.2 

43.7 
38.8 
26.2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단위: %, 명) 

계 (웅답자수) 

100.0 (11,206) 

100.0 ( 5，83어 

100.0 ( 5,368) 

100.0 ( 1,889) 
100.0 ( 4,744) 
100.0 ( 4,5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둥 가치관 조사J ， 2006.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 한다”는 문항 

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24>에 정리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찬성 

31.3%, 반대 68.6%로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함’과 ‘대체로 찬성함’을 합한 응답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저하게 

증가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남녀 간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는데， 이혼과 관련된 

문제에서 여학생 35.6%, 남학생 26.6%로 남학생이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 

를 견지하는 반면에，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25>에 정리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찬성25.7%， 반대 74.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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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매우 찬성함’과 ‘대체로 찬성함’을 합한 응 

답이 초등학생 20.6%, 중학생 22.8%, 고등학생 3 1.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 

가함을 보여주고 었다 남녀 간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는데， 자녀와 상관없이 이 

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흔하는 게 낫다고 생각 한 

다”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찬 매성우함 찬 대체성로함 찬성 별로안함 찬성 전혀안함 계 (응답자수) 

전체 7.7 23.6 때.2 28 .4 100.0 (11,215) 
성별*** 

남자 6.9 19.7 41.4 31.9 100.0 ( 5,846) 
여자 8.7 27.9 38.8 24.6 100.0 ( 5,372) 

학교급*** 

초동학교 5.1 14.5 39.7 40.6 100.0 ( 1,892) 

중학교 6.8 20.5 때.9 31.8 100.0 ( 4，75이 

고등학교 9.8 30.7 39.7 19.8 100.0 ( 4,585)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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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5) “자녀가 있어도 이흔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찬 u~성n-T。함- 대찬체성로함 별로 찬성 전혀안함 계 (응답짜) 찬성안함 

전체 5.2 20.5 37.3 37.0 100.0 (11，22잉 
성별*** 

남자 5.1 16.7 35.8 42.4 100.0 ( 5，85이 

여자 5.3 24.6 39.0 31.1 100.0 ( 5,372) 
학교급*** 

초퉁학교 5.8 14.8 32.5 46.9 100.0 ( 1,895) 

중학교 4.9 17.9 37.8 39.3 100.0 ( 4，75이 

고풍학교 5.3 25 .4 38.8 30.5 100.0 ( 4,588)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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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관련된 2요인 즉， 이혼과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묻는 문항들에 대 

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방적이며 

진보적 태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성문제와 관련된 태도를 제외하고는 여 

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진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제3요인 (결흔에 대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태도) 

제3요인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들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태도 

를측정하고 있다.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관계를 더 먼저 생각 한다”는 견해에 대한 의식 및 태 

도를 살펴보면(표 3-26 참조) 전체적으로 72.9%가 찬성하고 있다. 남학생의 경 

우 74.6%, 여학생 깨.9%로 모두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결혼에 대한 가족주 

의적 태도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 

생의 경우 결혼을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전통적 가치관이 더 강하게 나 

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83.4%가 찬성하는 것 

으로 보아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 

록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 성장할수록 평 

등의식과 자아의식 등과 같은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 

로보인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 

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친〉에 정리하였다. 결과를 보면 찬성 

68.8%, 반대 31.1%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매우 찬성함’과 

‘대체로 찬성함’을 합한 응답이 초등학생 59.4%, 중학생 63.7%, 고등학생 78.5% 

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제적 수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 

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더 결혼과 관련된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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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결흔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a
τ
 
-

구
 
-
체
 

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24.0 48.9 23.1 4.0 100.0 (11 ,222) 

27.9 46.7 21.2 4.2 100.0 ( 5，8찌 

19.7 51.2 25.2 3.9 100.0 ( 5,371) 

35.6 47.8 13.5 3.1 100.0 ( 1,895) 

23.2 50.2 22.5 4.1 100.0 ( 4，75이 

20.0 47.9 27.8 4.3 100.0 ( 4，58끼 

성별*** 

남자 

여자 
학교급*** 

초둥학교 

중학교 
까퉁학교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동 가치관 조사J ， 2006. 

〈표 3-27) “결흔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총분해야 결흔을 할 수 있다 

고 생각 한다”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웅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21.7 47.1 25.4 5.7 100.0 (11 ,202) 
성별*** 

남자 20.9 45.8 26.5 6.8 100.0 ( 5,833) 
여자 22.6 48 .5 24.3 4.6 100.0 ( 5,358) 
학교급*** 

초등학교 19.7 39.7 31.0 9.7 100.0 ( 1,883) 
중학교 18.8 44.9 29.4 6.9 100.0 ( 4,735) 
고풍학교 25.6 52.3 19.1 2.9 100.0 ( 4,585)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양성평동 가치관 조사J ， 2뼈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28>에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찬성 38.7%, 반대 

61.2%로 반대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매 

우 찬성함’과 ‘대체로 찬성함’을 합한 응답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옮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결혼에는 적령기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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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예측， 즉 여성들이 더 결혼과 관련하여 적령 

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여서 주목할 만하다 

〈표 3-28) “결흔은 보통 사람들이 결흔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에 관한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짜)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창성안함 

전체 9.0 29.7 41.4 19.8 100.0 (11 ,224) 
성별*** 

남자 10.8 325 38.3 18.4 100.0 ( 5,848) 
여자 7.1 26.8 44.8 21.3 100.0 ( 5,373) 
학교급*** 

초퉁학교 15.1 30.9 35.2 18.8 100.0 ( 1,890) 
중학교 9.0 28 .7 42.3 20.0 100.0 ( 4,753) 
고풍학교 6.7 30.3 43.0 20.0 100.0 ( 4,589)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양성명동 가치관 조사J ， 2006.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깅9>에 정리하였다. 결과를 보면 찬성β5.7%)보다는 오 

히려 반대(64.3%)가 많다. 대체로 ‘매우 찬성함’과 ‘대체로 찬성함’을 합한 응답 

이 초동학생 38.4%, 중학생 33.7%, 고둥학생 38.7% 로 나타나 중학교에서 감소 

하다 고둥학교에선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이 사귀는 사람과 결혼해야한다는 생각을 여 

학생보다 두 배 가까이 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앞의 문 

항과 마찬가지로 결혼과 관련하여 여학생들이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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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흔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에 

대한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8.3 27.4 44.1 20.2 100.0 (11 ，22씨 

성별*** 

남자 11.7 33.7 때'.4 14.2 100.0 ( 5,849) 

여자 4.5 20.7 48.1 26.7 100.0 ( 5,374) 
학교급*** 

초둥학교 10.1 28.3 41.6 20.0 100.0 ( 1,894) 

중학교 7.6 26.1 45.2 21.1 100.0 ( 4,751) 

고등학교 8.3 28 .4 43.9 19.4 100.0 ( 4,589)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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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관련한 보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제3요인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남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더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수적인 태도가 줄어드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제 3절 초·중등학생의 자녀에 대한 태도 

1.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가. 개인적 특성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가 〈표 3-30>, <표 3-31>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8.2%로 가 

장 많다.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응답을 

합하면 75% 이상의 학생들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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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적 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별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농촌의 경우가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 

(30.2%)로 대도시(26.8%)나 중소도시(26.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도시 

(18.2%)나 중소도시(17.1%) 경우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비율이 농촌(14.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꼭 있어야 한 

다’는 응답에서는 남학생(30.8%)이 여학생(23.0%)보다 높았고， ‘없어도 상관없 

다’는 견해에서는 여학생띠1.8%)이 남학생(13.2%)보다 높게 나타나 자녀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성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자녀 필요성 인 

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자녀가 ‘꼭 있어 

야 한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늘어남을 볼 수 있다 

〈표 3-30)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꼭 있어야 
있는 것이 

없어도 
구분 없는것보다 모르겠다 

한다 
나을것이다 

상관없다 

전체 27.0 48.2 17.3 7.5 
지역** 

대도시 26.8 48.0 18.2 7.0 
중소도시 26.5 48.5 17.1 7.9 
농촌 30.2 47.2 14.5 8.0 
성별*** 

남자 30.8 47.4 13.2 8.6 
여자 23.0 48.8 21.8 6.3 

학교급*** 

초등학교 29.8 45.9 11.5 12.8 
중학교 25 .4 49.0 16.9 8.6 
고퉁학교 27.7 48 .1 20.0 4.2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단위: %, 명) 

계 (응답X냐) 

100.0 (11,230) 

100.0 ( 4，93끼 

100.0 (4，94끼 

lα).0 ( 1 ，35이 

100.0 (5,852) 
100.0 ( 5,378) 

100.0 ( 1,898) 
100.0 ( 4,752) 

100.0 ( 4,59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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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적 특성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의 학력이 무 

학(37.5)， 초등학교(30.1 %), 중학교(28.4%)， 고등학교(28.6%)， 대학교(25.3%)， 대학 

원(23.2%)으로 높아질수록 ‘꼭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학생의 비율이 

직선적으로 적어지는 반면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무 

학(12.5%)， 초등학교(1 1.9%)， 중학교(15.3%)， 고등학교(17.4%)， 대학교(19.1 %), 대 

학원띠1.5%)으로 갈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의 학력도 

비슷한 경향성이 있었다. 모의 학력이 증가할수록 ‘없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자 

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대체로 줄어들고 있다 

가족 경제 상태에 따른 자녀관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양상 

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매우 못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34.5%)을 

제외하고는 ‘못사는 편이다'(24.4%)， ‘보통이다’(26.7%)， ‘잘 사는 편이다’β0.5%)， 

‘매우 잘사는 편이다’μ3.5%)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매우 잘 사는 편이다’라 

고 응답한 학생들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다. 반 

면‘없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자는 ‘매우 잘 사는 편이다’ 13.4%, ‘잘 사는 편이 

다’ 16.9%, ‘보통이다’ 17.1 %, ‘못 사는 편이다’ 19.0%, ‘매우 못 사는 편이다’ 

20.6%로 나타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일직선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 

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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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있는 것이 
구분목 있어야 없τ 」 것보다 없어도 모르겠다 계 (응답자수) 

한다나을 것이다 상관 없다 
부의 학력*** 

학교를 안다녔다 37.5 37.5 12.5 12.5 100.0 ( 24) 
초동학교 30.1 51.9 11.9 6.0 100.0 ( 335) 
중학교 28.4 49.9 15.3 6.4 100.0 ( 668) 
고등학교 28.6 48 .4 17.4 5.5 100.0 ( 4,379) 
대학교 25.3 48.9 19.1 6.7 100.0 ( 3,139) 
대학원 23.2 50.8 21.5 4.5 100.0 ( 65이 
모르겠다 27.1 42.7 14.6 15.5 100.0 ( 1 ，66이 

모의 학력*** 

학교를 안다녔다 35.5 38.7 25.8 100.0 ( 31) 
초풍학교 29.9 52.9 13.0 4.2 100.0 ( 361) 
증학교 30.7 49.0 16.1 4.2 100.0 ( 808) 
고둥학교 27.2 49.0 17.7 61 100.0 ( 5 ，47어 
대학교 25 .3 49.3 19.6 5.7 100.0 ( 2,265) 
대학원 27.2 46.3 18.4 8.2 100.0 ( 29씨 
모르겠다 26.8 43.4 14.7 15.1 100.0 ( 1 ，75끼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펀이다 43 .5 33.8 13.4 9.3 100.0 ( 21이 
잘 사는 편이다 30.5 45.6 16.9 7.0 100.0 ( 1 ，53이 
보통이다 26.7 49.2 17.1 7.0 100.0 ( 7,223) 
못 사는 편이다 24.4 50.2 19.0 6.5 100.0 ( 1,655) 
매우 못사는 편이다 34.5 38.8 20.6 6.1 100.0 ( 165) 
모르겠다 21.7 42.6 l4.7 21.000.o ( 434)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초사J ， 2뼈. 

2. 자녀 출산 의향 

가. 성별 학교급별 자녀 출산 의향 

“장래에 자녀를 둘 생각이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 〈표 3-32>와 〈표 3-33>이다. 앞의 질문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녀의 필 

요성을 묻는 것이었다면 이 질문은 본인의 구체적인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것 

으로 미래의 성인으로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할 초·중등학생들의 자녀관 

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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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학생의 성별 학교급별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명) 

반드시 가능하면 별로 전혀 

구분 자녀를 가지고 가지고 싶지 가지고 싶지 모르겠다 계 (응답자수) 
가지고싶다 싶다 않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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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33.1 47.9 8.6 1.2 9.1 100.0 ( 5,378) 

학교급*** 

초등학교 26.0 54.3 6.3 1.1 12.3 100.0 ( 1,898) 
중학교 31.1 50.6 6.1 1.0 11.3 100.0 ( 4,754) 
J1.τ %~끄 Ji1. 39.8 45.3 7.5 1.1 6.3 100.0 ( 4,591)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전체적으로 보면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 33.8%,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 

49.1%로， 83%의 학생들이 자녀를 갖고 싶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2005년도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미혼 

남성 93.1%, 미혼 여성 88.7%)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수치이다 오히려 성인보 

다 학생들이 자녀를 갖겠다는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은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 

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녀출산의향에 있어서는 남녀별로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에서는 남:Al-<50.1 %)가 여재47.9%)보다，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에서는 여 

학생의 비율(8.6%)이 남학생μ.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 26.0%, 중학교 31.1%, 인 

문계 고등학교 39.5%, 실업계 고등학교 41.0% 등으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응답이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등학생들이 아직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세대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인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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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적 특성별 자녀 출산 의향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자녀 출산 의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과 가구의 경 

제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33 참조). 

〈표 3-33)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자녀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바드시 가능하면별로 가지고 전혀 

계 (웅답짜) 자녀를 가지고싶지 않다 가지고 모르겠다 
가지고 싶다 싶다 싶지 않다 

모의학력*** 

학교를 안다녔다 32.3 48.4 12.9 6.5 100.0 ( 31) 
3:%응낭}Ji1 때.6 48 .3 4.7 1.4 5.0 100.0 ( 362) 
중학교 40.9 46.0 5.3 0.9 6.8 100.0 ( 8。이 

고등학교 35.7 48.7 6.4 0.9 8.2 100.0 ( 5,479) 
대학교 32.1 50.5 7.5 1.0 8.9 100.0 ( 2,268) 
대학원 35.6 43.4 9.8 2.4 8.8 100.0 ( 29잉 

모르겠다 26.1 50.5 6.9 1.2 15.3 100.0 ( 1 ，75η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 편이다 45.1 37.7 4.7 1.4 11.2 100.0 ( 215) 

잘사는편이다 33.9 50.2 6.2 1.1 8.6 100.0 ( 1,538) 
보통이다 33.4 49.6 6.8 0.8 9.3 100.0 ( 7,225) 

못사는 면이다 35.6 47.7 7.5 1.9 7.2 100.0 ( 1,653) 
매우못사는 편이다 37.0 45.5 6.7 1.8 9.1 100.0 ( 1 6.잉 

모르겠다 25.9 47.3 4.4 0.7 21.7 100.0 ( 433)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부모의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모의 학력이 높아질수 

록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 ‘전혀 가지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학생의 비 

율이 경미하게 높아지고 있다. 즉， 모의 학력에 따른 부정적인 자녀 출산의향은 

초등학교 6.1%, 중학교 6.2%, 고등학교 7.3%, 대학교 8.5% 대학원 12.3%로 나 

타나 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직선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경제 상태별 자녀 출산 의향은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응답의 경우 경제상태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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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다'(33.4%)를 기준으로， 극단(매우 잘사는 편이다 45.1%, 매우 못사는 편이 

다， 37.0%)으로 갈수록 응답자 비율이 많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상태 

가 매우 잘사는 편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자녀의 출산 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3. 학생의 희망 자녀수 

일반적으로 출산력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자녀수에 관한 지표로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및 실제 자녀수를 이용한다 여기에서 이상자녀수는 자신의 기 출 

산 자녀나 향후 출산계획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가지는 것이 

적정한가를 질문하여 구하는 것으로 개념적인 성격이 강하다. 

가. 성별 학교급별 희망 자녀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 자녀수를 산출해보변 평균 2.04명을 희망하고 

있으며 전체의 57.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2명을， 18.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3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희망자녀수와 지역 간에도 관계가 있어서 근소한 차이지만 농촌 

의 학생들이 도시의 학생들보다 희망자녀수치가 높다. 성별의 차이도 유의미하 

여 남자가 여자보다 희망자녀수치가 높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희망자녀수가 

증가한다 

지역별 학생의 출산 의향 자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명 이하의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에서 농촌 지역 학생들보다 도시지역 학생들의 응답비율 

이 높았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에서 도시 지역의 학생들보다 

농촌 지역의 학생들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응답이 대도 

시와 중소 도시가 각각 9.2%, 9.1%로 나타난 반면 농촌은 7.5%로 나타났고 3명 

을 갖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대도시가 17.5% 중소 도시가 18.3%, 농촌이 

21.2%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1명 이하의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에 남학생의 경우 0명 6.7%, 1명 8.9%로 나타나 여학생 0명 11.3%,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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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2명 이상의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비율은 대체 

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녔다 학교급별에 있어서는 학력이 올라갈수 

록 4명이나 5명의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졌다. 

〈표 3-34) 학생의 성별 학교급별 희망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l명 2명 3명 4명 
5명 계 (웅답X뷰) 평균 
이상 자녀수 

전체 8.9 9.4 57.9 18.3 3.1 2.3 100.0 (9，73이 2.04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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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0) 1.99 
학교급*** 

초퉁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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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100.0β，999) 2.02 
jlτ t:r →닝'!-jjl 9.6 7.6 55.5 20.3 4.3 2.7 100.0 (4,148) 2.09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나. 부·모의 학력별 희망자녀수 

부의 학력에 따라 희망자녀수를 분석해본 결과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희망자녀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었다. 

모의 학력에 따라 희망자녀수를 분석해본 결과도 부의 학력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희망자녀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명 이하의 출산의향 자녀 

수에 대한 응답은 부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증가하였고 3명이나 4명의 

자녀수에 대한 응답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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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부의 학력에 따른 학생의 희망자녀수 
(단위%， 명) 

구분 0명 I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응답자수) 평균 
자녀 수 

부의 학력*** 

학교를 안다녔다 22.2 50.0 16.7 11.1 100.0 (18) 1.95 
초동학교 7.3 5.6 56.1 24.6 4.0 2.3 100.0 (301) 2.19 
중학교 7.2 7.5 60.2 19.8 3.5 1.8 100.0 (뻐) 2.11 
고등학교 8.0 8.0 58.4 19.4 3.8 2.5 100.0 (3,873) 2.11 
대학교 9.2 10.8 58.8 16.4 2.5 2.2 100.0 (2,729) 1.99 
대학원 13.4 10.7 50.1 19.7 3.0 3.2 100.0 (569) 1.98 
모르겠다 10.4 11.6 58.4 15.6 2.0 2.0 100.0 (1,321) 1.93 

모의 학력*** 

학교를 안다녔다 13.3 3.3 50.0 30.0 3.3 100.0 ( 30) 2.06 
초등학교 6.5 4.5 55.7 26.2 5.4 1.8 100.0 ( 33이 2.25 
중학교 6.9 5.1 59.7 21.4 5.1 1.8 100.0 ( 725) 2.18 
고풍학교 8.3 9.1 58.1 18.9 3.4 2.2 100.0 ( 4，83이 2.06 
대학교 9.7 11.0 57.0 17.0 2.5 2.8 100.0 ( 1,980) 2.00 
대학원 14.2 9.5 53.4 15.8 2.8 4.3 100.0 ( 253) 1.96 
모르겠다 10.2 11.2 59.3 15.4 1.6 2.3 100.0 ( 1,392) 1.94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다. 가구 경제상태벌 희망자녀수 

가구 경제 상태별 희망 자녀수는 ‘잘 사는 편이다’와 ‘보통이다’에 응답한 학 

생들이 각각 2.02명， 2.03명으로 나타났고 극단으로 갈수록 자녀수가 증가하였 

다. 즉， 매우 못사는 편이다 2.17명， 매우 잘 사는 편이다 2.30명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상태별 희망 자녀수가 2명 이하일 경우엔 극단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3명 이상일 경우엔 극단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른 희망자녀수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형편이 

매우 잘사는 학생과 반대로 매우 못사는 학생의 희망자녀수가 가장 많고 다른 

조건이 상대적으로 희망자녀수가 적은 V자 형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 

의 경제상태별 희망 자녀수가 2명 이하일 경우엔 극단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 

향을 보이고 3명 이상일 경우엔 극단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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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가구의 경제 상태별 학생의 희망자녀수 
(단위%，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계 며o 
평균 
자녀수 

가구의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편이다 7.7 9.3 50.8 19.7 3.8 8.7 100.0 ( 183) 2.30 
잘사는 편이다 8.2 10.6 58.5 18.2 2.4 2.1 100.0 (1,349) 2.02 
보통이다 8.8 9.5 58.9 17.8 3.0 2.1 100.0 (6，28이 2.03 
못사는 편이다 10.6 7.3 55.3 20.4 3.8 2.5 100.0 (1,468) 2.07 

매우못사는편이다 9.7 12.4 44.1 22.8 6.2 4.8 100.0 ( 145) 2.17 
모르겠다. 7.3 9.9 58.9 16.9 4.0 3.0 100.0 ( 302) 2.09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라. 부모 및 부모와의 관계별 희망자녀수 

부모사이의 관계가 학생의 희망자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사이가 ‘매우 좋거나’ 반대로 ‘매우 나쁜’ 경우 희망 자녀수가 가장 많다. 부모 

사이가 ‘보통이다’를 기점으로 V자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사이가 좋 

은 경우는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가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운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사이가 매우 나쁜 경우 희망자녀 

수가 많은 이유는 추후 연구를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대표 3킨 참조).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사이가 

좋은 정도에 비례하여 희망자녀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와의 관계가 학생으로 하여금 미래의 자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긍 

정적 예견을 갖게 하여 자녀를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별 희망 자녀수는 1명이하일 경우엔 관계가 나 

뿔수록 백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명일 경우엔 관계가 좋을수록 증 

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명일 경우엔 ‘보통이다’에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극단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표 3-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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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부모의 관계별 따른 학생의 희망자녀수 
(단위: %, 명) 

자녀관- 희망자녀수 
구분 

0명 l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 (응답자수) 펴 。규 ι 
자녀수 

매우좋은편이다. 7.0 9.4 57.7 20.1 3.3 2.6 100.0 (3,259) 2.11 
좋은편이다 8.4 9.6 59.4 17.6 3.1 2.0 100.0 (3，37이 2.03 
보통이다 12.8 9.4 56.9 16.0 2.7 2.2 100.0 (1,686) 1.93 
나쁜편이다 10.9 7.5 56.0 19.2 2.8 3.6 100.0 ( 38이 2.06 

매우나쁜편이다 12.0 7.3 52.6 19.3 5.7 3.1 100.0 ( 192) 2.09 
좋은지나쁜지모르겠다. 10.4 9.7 60.1 15.5 2.9 1.4 100.0 ( 278) 1.95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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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8) 부모와의 관계 별 학생의 희 망자녀수 
(단위: %, 명) 

자녀관 - 희망자녀수**까 
구분 

0명 I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 며。 
평균 
자녀수 

매우좋은편이다. 7.1 8.4 59.6 19.4 3.1 2.4 100.0 (3,860) 2.10 
좋은편이다 8.2 9.6 58.3 18.8 3.1 2.0 100.0 (3,738) 2.05 
보통이다 12.4 10.6 55.7 15.1 3.5 2.6 100.0 (1,561) 1.95 

나쁜편이다 18.2 8.9 49.0 17.2 3.1 3.6 100.0 ( 192) 1.89 

매우나쁜편이다 25.6 20.5 28.2 23.1 2.6 100.0 ( 39) 1.59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17.3 11.7 50.0 15.7 2.0 3.2 100.0 ( 248) 1.82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양성평둥 가치관 조사J ， 2006. 

마. 일반적 가치별 희망자녀수 

학생들은 여러 가치 유형 가운데 어떤 가치 유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1개의 가치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가치에 대해 ‘매우 중 

요함’， ‘대체로 중요함’， ‘별로 중요안함’， ‘전혀 중요안함’의 네 가지 중에 자신 

의 태도를 나타내게 하였다 학생들이 117뼈 가치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의 

평균 접수가 〈표 3-39>에 제시되었다. 점수가 낮을수록 그 유형의 가치를 중요 

하다고 생각함을 나타낸다. 학생들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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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할 수 있는 힘’과 같은 권력 지향적 가치이며， ‘자유로운 생활’이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과 같은 자기 지도 및 성취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 

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3-39) 일반적 가치에 대한 학생의 태도(종합)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명 
평균 

중요함 중요함 중요 안함 찬성안함 점수 

편안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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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삶 55.2 39.3 4.7 0.8 100.0 (11 ,212) 3.49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53.6 37.7 7.4 1.4 100.0 (11，2 1이 3.43 
자유로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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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1씨 3.54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것 50.5 37.4 10.7 1.4 100.0 (11 ,212) 3.37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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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2이 3.69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다음은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학생들의 희망자녀수가 차이 

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가치별로 ‘매우 중요함’과 ‘대체로 중요함께 응답 

한 것을 ‘중요함’으로 묶교 ‘별로 중요하지 않음’과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묶어 

‘중요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희망자녀수의 구성비를 산출하였다 결과 

는 ‘편안한 생활’ ‘더불어 시는 삶’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인간에 대한 사 

랑’ ‘회목한 가정’ ‘여가 생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 

는 것’ 등의 가치에서 이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사이에 희망허는 자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3-1], [그림 3낌에서 보듯이 편안한 생활을 중요시 하는 경우 다자녀(4명이 

샘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 회목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가장 희망하는 

자녀수는 4명으로 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134 

[그림 3-1] 편안한 생활의 중요도별 희망자녀수 

5 명 이 상 

4 명 

3 명 썼總繼성繼짧 

2 명 體뿔뿔합뿔뿔輪 

1 명 

o 명 E 

0% 20% 40% 60% 80% 

lIIIiI편안한 생활 중요함 .편안한 생활 중요하지않음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그림 3-2J 화목한 가정의 중요도별 희 망자녀수 

5 명 이 상 

4 명 

3 명 

2 명 

1 명 

o 염 “ 

0% 20% 

흐공 

40 % 60 % 80% 100% 

I 짧화 옥 한 가 정 중 요 합 .화 목 한 가 정 중 요 하 지 않 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4. 자녀 가치(효용)에 관한 태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진술에 대해 학생들은 92.0% 

가 찬성하지 않으며， “자녀를 낳으면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진다고 생각 한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이 외롭지 않다” 등의 진술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의 

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대한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 

다”의 진술에 대해서도 별로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가치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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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가치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40 참조). 

최근의 초·중등학생들은 자녀의 존재가 부모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정 

서적인 측변에서의 가치가 약화되고 있으며， 자녀가 부모 노후에 경제적 도움 

을 준다든가 가문을 계승한다든개 사회를 위해 의무를 한다든가 등의 도구적 

인 측면에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는 진술에 대해 57.9%가 찬성하고 

있는 것은 자녀의 도구적 가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 효용 

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가문의 계승， 노후의 보장 등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2005 

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나타난 미혼남녀， 유배우 여성들의 가치 

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성세대와 달리 학생들의 경우 소자녀보다는 

다자녀를 선호하는 자녀관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각 항목에 대하여 성별 학교급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초·중등학생들의 자녀관 변화를 예측해보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자녀의 

가치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먼저 자녀의 전통적 가치에 관 

한 태도， 둘째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관한 태도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서적 가 

치에 관한 태도를 보겠다 전통적 가치에는 가문의 계승， 출산의 사회적 의무， 

자녀의 노후 보장， 정서적 가치로는 인생의 의미로써 자녀， 부부 사이의 굳건함 

강화，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도구적 가치로는 사회적 인정， 자녀를 통한 

부모의 이상 성취， 자녀보다는 부부의 생활 중시로 분류하여 보겠다 

이러한 분류를 통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관만이 저출산을 해 

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혹자는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자녀 

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이 

라고 주장한다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구성원들 간의 결함에 기초한 가족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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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때〉 자녀관에 관한 학생의 태도(종합) 

(단위: %, 명)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평균 

구분 계 (응답짜)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접수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7에 있는 일이라 46.2 45.8 6.8 1.2 100.0 (11 ，2때 3.37 

고생각한다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5.6 24.6 54.4 15.4 100.0 (11 ，23히 2.20 
다고생각한다 

자.1..~7r 었으면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진다고 생 20.4 55.0 20.9 3.7 100.0 (11,224) 2.92 
각한다 
자녀가 있는 사꿇은 노년에 럴 외롭다고 생 27.0 51.3 17.2 4.5 100.0 (11,232) 3.01 
각한다 
지녀가 있으면 늙어서{노햄0 경제적으로 도웅 14.9 48.7 29.7 6.8 100.0 (11,222) 2.η 
을받을수있다고생각한다 
지녀를 통해 부옆1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 11.9 28.3 37.9 22.0 100.0 (11,224) 2.30 
해고생각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 13.2 36.5 35.2 15.1 100.0 (11,228) 2.48 
하다고생각한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 12.4 때.5 34.7 12.5 100.0 (11 ，22이 2.53 
다고생각한다 

자녀의 O끓도 중요책1만 부모의 생휠이 더 13.5 46.5 34.2 5.8 100.0 (11,228) 2.68 
중요해고생각한다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 39.4 45.4 12.4 2.9 100.0 (11，23끼 3.21 
고생각한다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가. 자녀의 전통적 가치에 관한 태도 

자녀 효용에 있어 전통적 가치를 〈표 3-41>에서 보면， “집안의 대를 잇기 위 

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술에 대해 여학생 37.3%가 찬성승}는 것에 

비해 남학생은 71.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64.9%, 중학생 52.8% 그리고 고등학생 때.1%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저학년일수록 자녀의 효용에 있어 전통적인 가치를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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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집요띤| 대를 잇기 우때 지녀를 두는 것은 5변하디고 생각 효다’에 곤반 태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13.2 36.5 35.2 15.1 100.0 (11 ，22이 

성별*** 

남자 18.6 42.4 29.2 9.8 100.0 ( 5,843) 
여자 7.3 30.0 41.7 20.9 100.0 ( 5,375) 
학교구분*** 

초동학교 26.2 38.7 27.2 7.9 100.0 ( 1,895) 

중학교 13.2 39.6 34.6 12.6 100.0 ( 4,742) 
고퉁학교 7.8 32.3 39.2 20.7 100.0 (4,591) 

* p (0.05, ** p (0.01 ,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표 3-42)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 효때’에 곤펜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웅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12.4 40.5 34.7 12.5 100.0 (11,229) 
성별*** 

남자 14.9 41.4 33.1 10.6 100.0 ( 5，84"까 

여자 9.6 39.7 36.3 14.5 100.0 ( 5，3끼) 

학교구분*** 

초동학교 19.7 44.0 27.1 9.2 100.0 ( 1,892) 
중학교 13.4 41.2 34.4 11.1 100.0 ( 4，7얘) 

고퉁학교 8.3 38.4 38.1 15.2 100.0 (4,591)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자녀 출산에 있어 사회적 의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52.4%가 찬성하며， 

남학생 56.9%, 여학생은 46.3%로 나타났대표 342 참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 

생， 중학생에 비해 고둥학생의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여학생과 학년이 높을 

수록 출산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가치관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로 인한 노후 보장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전체 63.6%가 찬성하 

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찬성 66.9%)이 여학생(찬성 59.9%)보다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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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표 3-43 참조).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76.6%가 자녀가 있으면 노후 

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녀 효에 대한 가치를 보면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그리고 고등학생보다는 초 

등학생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3) “자녀가 있으면 늙어서(노함1I)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효fcV’에 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14.9 48 .7 29.7 6.7 100.0 (11,220) 
성별*** 

남자 18.0 48.9 26.4 6.7 100.0 ( 5,839) 
여자 11.4 48.5 33.4 6.7 100.0 ( 5,372) 
학교구분.*** 

초동학교 26.0 50.6 19.1 4.3 100.0 ( 1 ，89지 

중학교 14.4 49.6 28.9 7.1 100.0 ( 4,744) 
고동학교 10.7 46.9 34.9 7.4 100.0 (4,585)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나.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관한 태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라는 견해에 전 

체 92.0%가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 견해에 대해 성별이나 학교급에 대해 큰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중등학생들의 자녀의 효용 가치에 있어 정서적 가치 

를 중시하는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미래 우리나라 출산력 회복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 기족 가치관 교육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펼요하다고 본다{표 3-44 참조) 

“자녀가 있으면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 한다”라는 진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5.4%가 찬성하고 있다. 자녀로 인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견해 

에 대해 남녀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표 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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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효fc~’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뺨
 總
-
짜
 

대체로 별로 전혀 

찬성항 찬성안함 찬성안함 

45.8 6.8 1.2 

계 (응답자수) 

100.0 (11,240) 전체 
성별*** 

남자 

여자 
학교구분* 

48.3 
44.0 

44.2 

47.6 
6.1 

7.6 
1.5 
0.9 

100.0 ( 5,848) 
100.0 ( 5,381) 

초둥학교 48.6 
중학교 45.3 
고등학교 46.1 

* p <0.따 ** p <0.이，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양성평둥 가치관 조사J ， 2006. 

43.0 7.0 1.5 

6.4 
1.4 
0.8 

100.0 ( 1,899) 
100.0 ( 4,751) 
100.0 (4,592) 

46.1 

46.6 
7.2 

〈표 3-45) “자녀가 있。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 한다’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20.4 55.0 20.9 3.7 100.0 (11,225) 
성별*** 

남자 24.0 54.5 18.3 3.2 100.0 ( 5,843) 
여자 16.4 55.7 23.7 4.2 100.0 ( 5,373) 
학교구분*** 

초등학교 31.6 48 .3 17.0 3.2 100.0 ( 1,893) 
중학교 20.4 56.0 19.9 3.6 100.0 ( 4,742) 
고등학교 15.8 56.8 23.5 3.9 100.0 (4,589)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둥 가치관 조사J ， 2006 ‘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럴 외롭다고 생각 한다”는 진술에 대해 초·중 

등학생 전체 78.4%가 찬성하고 있으며， 남학생 78.0%, 여학생 78.7%가 찬성 견 

해를 갖고 있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 83.3%, 중학생 76.9%, 고등학생 

77.8%가 찬성을 하고 있다 노후 생활에 있어 정서적으로 자녀에 대한 효용 가 

치를 초·중등학생들은 중시하는 경향을 띤다. 2005년 미혼 남녀의 실태 조사 

결과보다는 중시하는 경향이 낮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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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표 3-46 참조).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는 견해에 대해 84.8% 

가 찬성하고 있다 성별로는 큰 써가 없으나 고둥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의 경우가 자 

녀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깅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웹니라 

의 높은 교육열이 초·중등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대표 3-47 참죄. 

자녀의 교웹1 대한 강한 책임 의식은 자칫 자녀 출산 기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뭔1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성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환경의 조성이 필요히다고 본다. 

〈표 3-46)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고 생각 한cr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생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27.1 51.3 17.2 4.5 100.0 (11 ，23이 
성별** 

남자 28.2 49.8 17.2 4.8 100.0 ( 5，없4) 
여자 25.8 52.9 17.2 4.1 100.0 ( 5，37끼 
학교구분.*** 

초등학교 36.3 47.0 12.1 4.6 100.0 ( 1,895) 
중학교 25.4 51.5 18.4 4.7 100.0 ( 4,749) 
고동학교 24.9 52.9 17.9 4.2 100.0 (4,588)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1α%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표 3-:-47)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己}도 끝까l 시커야 효!CI고 생각 효때’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생안함 

전체 39.4 45 .4 12.4 2.9 100.0 (11 ，23끼 

서。벼 E** 

남자 40.6 43.9 12.2 3.3 100.0 ( 5,848) 

여자 38.1 47.0 12.5 2.5 100.0 ( 5，38이 

학교구분*** 

초등학교 53.5 33.8 9.8 2.9 100.0 ( 1,898) 

중학교 38.8 45 .2 13.3 2.7 100.0 ( 4，75이 

고등학교 34.2 50.3 12.5 3.1 100.0 (4,591) 

* P (0.05, ** P (0.이，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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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관한 태도 

자녀 출산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69.8%가 반대하고 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반 

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사회적 필요성 강조 

내지는 출산의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 출산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 부정적이므로 출산 정 

책에 있어 이러한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표 3-48 참조)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고 있다. 과거 부모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대리 만족의 

현상이 요즈음의 학생들에게는 멀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찬성이 

47.2%, 중학생 29.3%, 고등학생 24.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3-49 참조). 

〈표 3-때〉 “자녀를 놓빼반 부부]~ 챔|적으로 인정받는따 생각 핸때|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5.6 24.6 54.4 15.4 100.0 (11 ,240) 
성별*** 

남자 7.7 29.2 49.9 13.2 100.0 ( 5，84끼 

여자 3.2 19.7 59.3 17.8 100.0 ( 5，38이 

학교구분*** 

초동학교 9.9 37.3 41.1 11.7 100.0 ( 1,899) 
중학교 5.2 24.1 55.6 15.1 100.0 ( 4，74끼 

고등학교 4.2 2αo 58.6 17.2 100.0 (4,590) 

* P (0.05, ** P (0.01 ,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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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때〉 “^~녀를 통해 부모으| 꿈을 이루는 것은 님|림직따}고 생각 효다’에 곤반 Eij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짜)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11.9 28 .3 37.9 22.0 100.0 (1 1 ，22끼 

성별*** 

남자 14.6 31.2 35.9 18.3 100.0 ( 5,843) 
여자 9.0 25 .1 때.0 26.0 100.0 ( 5，37이 

학교구분*** 

초동학교 22.0 35.1 30.0 12.9 100.0 ( 1,893) 
중학교 11.9 30.9 39.3 17.9 100.0 ( 4,745) 
고동학교 7.7 22.8 39.6 30.0 100.0 ( 4,588)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얼치하지 않을 수 있읍.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둥 가치관 조사J ， 2006.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는 진술에 

서는 전체 ro.O%가 찬성하고 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찬성 비율이 약간 높교 

략년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양육보다는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강하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과 자녀로 

인한 부모의 자유를 제약 받고 싶지 않다는 견해로 해석할 수 있디{표 3-50 참조) 

〈표 3-밍〉 “X뼈| 꿇도중효F만부모E.I 생헬| 더 중요따|고 생각 효다’에 관한 Eij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응답자수) 
찬성함 찬성함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13.5 46.5 34.2 5.8 100.0 (11 ，22이 

성별*** 

남자 15.5 46.8 32.0 5.7 100.0 ( 5，없4) 
여자 11.3 46.3 36.5 5.8 100.0 ( 5,373) 
학교구분*** 

초등학교 12.2 35.1 때.3 12.3 100.0 ( 1,895) 
중학교 12.1 43.2 38.4 6.2 100.0 ( 4,746) 
고등학교 15.4 54.6 27.4 2.6 100.0 (4,588)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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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중등학생의 결흔 및 자녀관 조사결과분석 143 

제 4절 초·중등학생의 가족 관련 의식 및 태도 

학생들이 가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4가지 요인을 측 

정하였다. 첫째 가족과 관련한 일반적인 태도 둘째， 가족형태에 대한 태도 셋 

째， 조부모와의 동거(확대가족)에 대한 태도 넷째，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 

도의 네 가지 요인이었다. 

먼저 가족과 관련된 일반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6개의 문항에 대 

한 학생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정리하였다{그림 3-3 참조). 6개의 문항은 대체로 

가족과 관련하여 진보적 인식과 태도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1. 가족에 대한 일반적 태도 

6개의 문항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접수는 대체로 2점에서 3점 사이에 있다.2점 

에 가까울수록 질문에 ‘대체로 찬성한다’에 가깝고， 3점에 가까울수록 ‘별로 찬성 

안함’에 가까운 태도를 나타낸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 

를 가질 수 있다”라는 진술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로서， 평균 1.83으로 ‘대체로 찬 

성함’의 의견에 근접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랑한다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진술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함’의 의견에 가깝다 

[그림 3-3J 가족에 관한 학생의 태도(종합) 
기즉에 관한 일반혀 태도 

6 ff=눴걷잃꿇뚫 .... _---_ .. _----_._--_._ ... -... -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_._-_.__ ._-_.- .. _--"") 

5 딴쭉繼짧뿔뿔쩔變響 

4 驚繼뿔뿔빼 I 

3 體繼짧 I 

r 뿔뿔뿔뿔했옳뿔뿔뿔二=구그 
0% 20% 40% 60% 80% 100% 

가 즉 관 

I""꾀 진 성 잉 - 대파 진 성 밍 口 혈 ]긍 징 성 안 힘 i나 잔 성 짙 

주: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4)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 
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5)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 
다 6)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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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나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도 학생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과 결혼해 

도 상관없다” 나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와 같은 생각에는 ‘별로 찬성안함’ 에 가까운 태도를 나 

타내고 있다. 이는 혈연 중심의 사고가 아직도 학생들에게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2. 가족 형태에 대한 태도 

학생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으로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42.1%가 ‘다양한 가족 형태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고둥학생의 경우에는 

행복과 불행은 가족의 형태와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38.6%로 나타났다 ‘일반 

적인 기족이 아닌 경우 불행할 것이다’라는 응답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둥학생 

이 28.7%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 

(29.2%)보다는 여학생(34.2%)이 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가정이 아닌 경우 불행할 것이다’라는 견해는 

가구 경제 상태별로 보면 ‘매우 못사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29.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적 자세는 가구의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띠고 있대표 3-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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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학생의 다g딴 가족형태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생각1) 

@ @ @ @ 계 (응답자쉬 

전체 31.6 23.3 28 .3 16.8 100.0 (11 ,213) 
지역*** 

대도시 30.9 23.7 30.6 14.8 100.0 ( 4,928) 
중소도시 31.7 23.2 26.6 18.6 100.0 ( 4,931) 
농촌 33.8 22.7 26.1 17.4 100.0 ( 1 ，35씨 

성별*** 

남자 29.2 24.8 26.5 19.5 100.0 ( 5，83끼 

여자 34.2 21.8 30.2 13.8 100.0 ( 5,363) 
학교급*** 

초퉁학교 36.3 28.7 13.5 21.5 100.0 ( 1,896) 

중학교 34.7 22.4 24.2 18.7 100.0 ( 4,728) 
고둥학교 26.5 22.0 38.6 12.9 100.0 ( 4,588) 

가구 경제상태*** 

매우찰사는편이다 42.1 18.5 16.2 23 .1 100.0 ( 21이 

잘사는 편이다 35.2 27.0 23.2 14.6 100.0 ( 1,532) 
보통이다 32.1 23.0 28.6 16.3 100.0 ( 7，20이 
못사는편이다 27.0 23.5 34.7 14.7 100.0 ( 1,649) 
매우못사는편이다 20.1 29.3 31.7 18.9 100.0 ( 164) 
모르겠다 27.7 14.2 21.2 37.0 100.0 ( 43이 

* p (0.05, ** p (0.01,*** P (0.00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2) CD 다양한 가족형태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 
지 못할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다，@ 모르겠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3.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태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가 〈표 3-52>에 제시되었다. ‘매우 좋을 것 

같다’ 와 ‘좋을 것 같다’의 응답을 합한 비율이 62.5%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조 

부모 동거문제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조부모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많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 

부모와 동거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줄어옮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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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조부모 동거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매우좋을 좋을것 싫을것 매우싫을 

모르겠다 계 (응답자수) 
것 같다 같다 같다 것같다 

전체 14.9 47.6 16.4 3.4 17.7 100.0 (11 ，23이 

지역** 

대도시 14.0 47.6 16.7 3.7 18.0 100.0 ( 4，93지 

중소도시 15.0 47.2 16.7 3.1 18.0 100.0 ( 4，94끼 

농촌 18.1 49.2 14.1 3.5 15.0 100.0 ( 1 ，35끼 

성별*** 

남자 15.8 48.0 14.1 3.4 18.8 100.0 ( 5,849) 
여자 14.0 47.2 18.9 3.4 16.4 100.0 ( 5,378) 
학교급***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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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11.7 47.7 20.4 3.8 16.4 100.0 ( 4,592)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동 가치관 조사J ， 2006. 

4.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학생의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주로 누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7" 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정리한 결과가 〈표 3-53>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이 돌봐야 한다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대84.2%). 지역별로 

는 ‘사회나 국가가 돌봐야한다’는 응답이 농촌에 비해서 대도시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응답은 농촌학생 

들이 가장 비율이 높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가 

족이 돌봐야한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한다’와 ‘사회나 

국가가 돌봐야한다’는 응답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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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 부양 의식 

(단위: %, 명) 

구분 부해모결님해야 λ 한A로다 돌봐 가야족이 한다 사 돌회봐나야 국 한가다가 모르겠다 계 (응답자수) 

전체 4.1 84.2 ‘; Q 6.0 100.0 (11 ，23끼 

지역* 

대도시 3.9 84.7 6.1 5.3 100.0 ( 4,931) 
중소도시 4.2 83.8 5.7 6.3 100.0 ( 4,948) 

농촌 4.3 83.6 4.8 7.4 100.0 ( 1,358) 
성별*** 

남자 4.3 83.0 5.2 7.4 100.0 ( 5,850) 

여자 3.8 85.4 6.3 4.4 100.0 ( 5，37이 

학교급*** 

&%~피 .ñ!. 2.7 87.3 1.7 8.3 100.0 ( 1,897) 
중학교 3.8 85.1 4.3 6.8 100.0 ( 4,748) 
.ï!.%"9f피 .ñ!. 4.9 82.0 8.9 4.2 100.0 ( 4,591) 

* P (0.05, ** P (0.01 ,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조부모와의 동거 선호도에 따른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보면， 전체적으로 

는 조부모와의 동거 선호도와 관계없이 부모는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84.2%로 지배적이나，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생 

은 부모님의 노후는 부모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10.5%로 상대적으로 

을 더 높게 나타났다{표 3-54 참조). 

〈표 3-54) 조부모 돔거 선호도에 따른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단위: %, 명)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 ( x2 =97 1.3**꺼 
구분 부해모결님해야 스스 한로다 가족이 한다 돌봐야 사 돌회봐나야 국 한7다까 모르겠다 계 

매우좋을것 같다 5.3 89.1 2.9 2.7 100.0 
좋을것 같다 2.9 89.9 4.5 2.7 100.0 
싫을것 같다 5.8 78.8 10.8 4.6 100.0 
매우 싫을 것 같다 10.5 62.6 15.4 11.5 100.0 
모르겠다 3.2 73.8 4.9 18.0 100.0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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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과 관 

련한 태도를 묻는 6개의 문항들은 주로 가족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묻는 문항 

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학생들은 여전히 조부 

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각도 생겨나고 있다. 특이한 것 

은 농촌의 학생들일수록 부모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 

타난 것이다. 농촌이 도시보다 더 가족 중심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예측과 다른 결과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이는 농촌의 학생들 

이 부모에 대한 봉양의식의 부재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만한 경제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농촌 학생들의 경우 더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하는 것일 수 있다 



제 4장 초·중등학생의 결혼과 자녀가치관 정립 방안 

제 1 절 초· 중등학생 가치관 정럽의 방향 

초·중동학생의 가치관 정립이란 넓은 의미에서 가치관 교육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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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26이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라는 것이 

개개인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초·중둥학생의 가치관 정립이란 구체적인 ‘가치’를 

정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초·중둥학생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혼에 대하여 친화 

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특정 가 

치관을 초·중둥학생들이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에 초·중동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원하 

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초·중둥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 

적인 가치관 정립의 원칙과 그 방향은 〈표 4-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남궁달회{2002:262)는 가치관이 가치에 대한 관점 또는 견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치교육과 
가치관교육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도 두 용어를 같은 의미 
로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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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학생의 결흔·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원칙 

〈표 4-1)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핵심 가치와 관련된 가치들 

핵심 가치 

건강과자연과의 조화 
진리와지혜 
사랑과열정 

창의성과미적 감각 
평화와정의 
지속가능한 인간발달 

국가적 통합과 지구적 연대 

절진군감경쇠 

관련된 가치들 

총체적 건강， 생명외의 외경， 육체적 건강， 환경보호 
비판적인 사고， 통합적 사고， 계몽， 통찰력， 미래 지향， 과학적 인본주의 
자아가치， 자기 확신， 자아 실현， 정직과 성실， 자기 훈련， 감정이입， 
보살핍과나눔 

상상， 직관적인 느낌， 예술적 표현， 감수성 
인권 존중， 사회적 책임， 관용， 평동， 협동， 적극적 비폭력 
경제적 정의와 형평성， 생산성과 능력， 자원 관리， 직업윤리， 근면성， 
소박함 
애국심， 상호협력， 민주주의， 국제적인 이해，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시 
민의식， 세계 평화， 다양항 속의 통일성 
믿음， 종교적 관용， 내적 평화， 통합과 긴밀함 

자료: UNESCO, rLearr뼈 to be: A hJlistic aOO iI빼뼈 때rooch 10 때æs 뼈x:atioo foc 뼈뼈1 ævel때MJ， 2002. 

초·중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정립의 목표는 초·중등학생들을 정신 

적·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초·중등학 

생들이 결혼·가족·출산의 소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이러한 

가치관이 초·중등학생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받well-being)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초·중등 

학생이 친사회적(prosoci때) 가치를 습득하고，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 

립을 통하여 사회적 책무를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초·중동학생의 결혼·가족· 

출산 가치관은 다음과 같은 인간 존엄성의 핵심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초· 중등학생의 결혼과 자녀가치관 정립 방안 151 

2. 초·중등학생의 결흔·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랍의 방향 

가. 초·중등학생의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인구 구조의 변동과 관련하여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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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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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생의 결혼·가족· 

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도 국가적으로 특정한 내용을 선정하고 그것을 일방적 

으로 초·중등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를 지양하여야 한다. 성인 혹은 교사 중 

심， 내용 중심에서 초·중등학생과 학습자 중심 그리고 과정과 문제해결 중심의 

가치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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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치관 교육에 대한 통합적(H이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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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뼈)는 않r의 

구분을 중심으로 가치관 교육을 〈표 4깅〉와 같이 8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표 4-2) 가치관 교육의 주요 모형(Oser) 

저자 

1. 뻐W밍L 뼈nar & Cohen(1985) 
2. Bre깅따a(198이 

3. Kirschenbamn(I972) 

4 많은 연구자 

5 뻐11(1979’ 
6. KQ삐%탱(1985) 

7. Puka(I99이 
8. Oser(2001) 

출처: N. H얘nann， 37-45, 2(α. 

기본 개념， 가치교육이한. 

학교교육의 일부로 도덕교육은 가능하지 않다 
공적인 가치 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 
가치명료화이다. 

선，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가치명료화와 7r.치전달을 연결하는 가치분석이다. 

도덕발달이다. 
비범한 것으로부터의 학습이다. 

현실주의적 담론이다. 

개인의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 신념과 선호도는 오랜 기간에 걸 

쳐 누적된 개인적 경험과 학습의 결과이다. 초·중등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사회제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앞에 

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가치관의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검 

증되거나 우위가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치관 교육은 특정한 가치 

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학생이 중심이 되어 다OJ=;한 가치를 통합적으로 이 

해하교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치화 과정(va1띠ng prαess)을 중시 

하여야 한다; UN많m에서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holistic ar띠 inte맹t떼 가치관 교 

육을 강조하고 있다 가치관 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초· 중등학생들이 결혼· 가 

족·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의 특성과 의미 등을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 

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대UNESC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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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교육은 성인， 즉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육과 병행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의 가치관은 초·중동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의 가치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 

과 결혼에 대한 가치는 가족이나 학교 이웃， 종교 동을 통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된다. 출산억제정책과 7}족계획이 정당화되던 시절에 태어난 세대를 부모로 

삼고 있는 초·중동학생의 경우， 적극적인 출산 가치관을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가 

능성이 낮다.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가족7}.치관이나 이혼에 대하 

여 부정적인 가치관을 지닌 교사일수록 한 부모가족 초·중등학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대최명수·이인구， :2뼈).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교사들은 

남성 7}장을 중심으로 핸 핵햄을 정상7}족의 구조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의 가족가치관은 학생들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초·중동학 

생 가치관 교육은 부모 세대와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 초·중등학생의 가치관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초·중동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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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출산 관련 행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김명언 등(2뼈)의 연구에 따르면 초·중등학생은 

성인보다 회피양식이나 사회적 지원 추구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성인은 

초·중등학생보다 적극적인 해결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중등학생의 행동 특성은 가치갈등을 경험하거나 구체적인 선택 행 

위를 할 경우에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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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초·중등학생의 결혼'71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 뺑f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은 다음과 같은 여러 수준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1. 결혼·가족·출산의 가치에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형성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결혼·가족·출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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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이 초·중둥학생들로 하여금 결혼과 가족에 친 

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식개혁 운동이 추진될 필 

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를 막기 위하여 앞으로 정부가 추진 

하였으면 하고 생각하는 출산정책 중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출산정 

책은 공교육 정상돼51.9%)， 양성평등문화정착μ8.2%)， 그리고 가족문화 만들기 

(33.6%)의 순서 였다{표 4-3 참조). 

〈표 4-3) 출산정책 중 본인에게 자녀출산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 

요구되는출산정책 대안 빈도 백분율(%) 
실업문제 해결 194 26.3 

결혼문화만틀기 92 12.5 
사회적 가족가치교육 206 27.9 
가족문화만툴기 248 33.6 
사회의 양성평등문화 정착 356 48.2 

공교육정상화 383 51.9 

아동수당도입 239 32.4 
없음 50 6.8 

자료: 장진경， 21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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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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결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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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적 차원에서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의식개혁은 결혼· 

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사회의 제도적 관행 

을 해소하는 제도개혁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결혼·가족·출산의 사회 

적 의미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가정의 

재생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가정의 날’과 ‘가정 주간’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의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국민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 NGO 

등과 연대하여 결혼과 가족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의식전환 시민 운동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 

나.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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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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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fe에|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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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이 적을수록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나는 삶의 경험을 대물림해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인간미가 넘치며 행복해야 한다. 저출산 관련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집단은 여성이다. 여성을 가구주로 하는 한 부모 가족의 경 

우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적 

으로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fertility 뼈llÙty)을 경험하 

고 있다. 영국에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에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경우 약 1/3 정도의 여성이 출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직업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임 여성의 사회적 덕성에 기대어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신에 출산한 여성의 불이익을 극복을 위한 다양 

한 교육지원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출산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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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양성 평등과 여성에 대한 권한부여(empowerment)를 촉진함으로써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완하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으로 양성 평 

등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부여를 통하여 미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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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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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싸노동과 아동양육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공동 책 

임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가치관 정립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결흔·가족·출산에 관한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가치관 정립과 관련하여 학교의 역할은 이미 발달하기 시작한 초·중등학생의 

가치를 보충하는 것이다빼1st때 & Taylor, 200>). 학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 

련의 가치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화 역할을 담당하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가치들을 어떻게 다루고， 접근하며， 분석하고 평 

가할 것이냐 하는 점은 가치관 정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생명 

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교 결혼·가족·출산의 중요성에 관한 친화 

적 사회·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가.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다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 

과서를 개편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은 크게 형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상 

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업성취를 목표로 동F는 교과교 

육이 중심이지만， 동시에 학생의 가치와 행동에 관한 사회화 기능도 담당한다. 따 

라서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7}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과 풍토(ethos)가 이들 가치관에 보다 친화적인 윤리적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뻐ydon， 2뼈). 뻐ydon(2뼈)에 따르면 초· 중등학생들이 결혼과 출산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판단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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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개방성’(뼈less to in없다etation)이 7냥한 윤리적 환경을 제공동F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 출산억제정책에 관한 학습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 

문에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한 교육과 가치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나.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원(교재개발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한다. 

가치관 형성은 초·중동학생의 개인적 수준의 덕성에 기초하여 저절로 일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가치관 형 

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 

적 가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에는 가치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지평을 제공 

할 이론적 수준의 자원과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있도록 돕는 실천 

적 수준의 자원이 있다.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및 실천적 수준에서 활용할 교수·학습 자원을 개발 

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결혼·기족·출산에 관련된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 

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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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은 학습자를 사회화하거나 문화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재 

생산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담당할 것인가 하는 점에 집중하였다 이에 

비하여 생물학적 재생산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사회 

의 유지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재생산을 다루는 인구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 

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구교육은 적절한 교육내용의 개발， 체계적인 

교과서， 그리고 훈련받은 교시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구교육 TfF팀을 만들어 인구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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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편찬하며， 인구교육을 담당한 교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 

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교육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통하여 결혼 가족·출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초·중등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함으 

로써 자신들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라. 결흔·가족·출산 친화적 가치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생활기술(Life 

Skills)을 개 발한다. 

생활기술(Life s뻐ls)이란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나 믿고 있는 가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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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디어를 비판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규범의식의 함양， 4) 안전교육， 5) 봉사활동， 이 학 

교에서의 특별활동， 끼 체력의 향상， 8) 국제교류활동 등을 들고 있다{內開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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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은 초 

·중등학생의 특성에 다라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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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학생은 성， 연령， 사회적 배경 동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고， 가치관 형성 

과정도 다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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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초·중등학 

생의 특성을 무시한 통일되고 일반화된 프로그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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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적으로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 

치관 정립 노력은 다양한 상담 활동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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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력(재생산을 위한 건강" re뼈uctive h않lth)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 

가 있다 초·중등학생의 생물학적 건강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인하여 신체적 성숙과 그에 따른 월경이 빨라지교 성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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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지며， 결혼 연령은 늦어지는 퉁 초 중등학생의 생물학 

적 재생산관 관련된 건강 환경이 예전과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특히， 초·중동학 

생을 둘러싼 성적(seXl뻐1) 환경과 의식의 변화는 피임， 임신， 출산， 유산은 물론이 

고 후천성 면역결핍(HIV/AIDS) 등과 같이 건강을 위협핸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 

어 있다. 따라서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건강에 관 

한 정보뿐만 아니라 피임법， 임신과 출산 등 성과 관련된 활동에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성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10대의 임 

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 

면， 공립학교에서 임신 예방교육， IDV 예방교육， 안D교육， 10대를 위한 7똑계획 

서비스 피임교육， 피임상담， 학교기반 절제교육， 미디어 캠페인 등이 있다 

다. 새터민， 이민자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새롭게 편입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생 새터민 퉁과 같이 새롭게 우리 사회로 통합된 초·중등학생들의 

가치관 정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오래 동안 경험한 이들 초·중동학생들은 심각한 가치 혼돈과 

가치 갈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새터민 초·중등 

학생의 경우 건강한 가족7}.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관 벤토링， 경제적 지 

원， 교육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 

교육은 다문화 이해교육과 병행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라. 양성 평등의 사회와 가족문화를 함양하고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대다수의 초·중등학생들은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결혼을 선택하고 자녀를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중등학생들은 직업생활이나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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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 

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 때문에 사회활동이 제약받는다면 결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점에서 초·중동학생의 결혼가치관은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사회정책의 연결을 통하여 접근해야 한다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남성중심적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남성도 적극적으로 가사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남자는 경제 

적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은 7싸와 육이-를 담당한다는 성에 따른 역할 분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체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마. 세대 간 공존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세대 간 이해 프로그램 개발이다. 

미래 사회가 다세대 사회로 변화함으로써 ‘세대 간 공존’이 중요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수명의 연장과 그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개인적 수준에서는 

결혼， 출산， 부요 조부요 죽음， 이혼 등과 같은 생활 경험의 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부양비용의 증7}， 고령 인구의 사회적 활용과 세대갈등의 

문제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세대가 

연령 통합적 사고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세대 간 공존을 위한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다음으로 세대가 공존의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공 

간을 마련하고 삶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다 

4. 결흔·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지원 및 전달체제 구축 

가. 결혼·가족·출산 친호찍 가치관을 정랍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필요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한 정보체제를 구축한다. 

초·중동학생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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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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학생들이 가치 판단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속적 

으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변화에 관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연구를 실시하 

여 초·중등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과 

정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한다. 초·중등학생 가치관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정책수립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나. 초·중등학생 가치관 정립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초·중등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 

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와 학교 안과 밖에서 초·중등학생들의 결혼과 가족 그리고 출산 동 

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 

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가치관 정립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초·중등학생이 

가치 갈등이나 혼돈 상황에서 가치를 명료화하고， 가치 판단을 도우며， 궁극적 

으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이러한 역할 

을 담당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부 

모와 교사 그리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육 지도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 결흔·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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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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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담은 DVD, 비디오 등 교육매체를 제작하고 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 

넷을 통하여 초·중등학생들에게 제공할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콘텐츠 

를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둥 전달체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라.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더욱 확 

대해야 한다. 

HaydOll(2004)은 물리적 환경에 쏟는 관심처럼 윤리적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법률 제정 둥과 같은 제도적으로 가치관 교 

육에 접근하는 것을 지(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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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초·중등학생의 7}족 및 결혼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위한교육방안 

최근의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는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하여 할 여러 가 

지 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인구의 양적·질적 성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어 이러한 인구 

구조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둥 국가 전체의 모든 영역에 

획기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성에도 불구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다가올 저출산 사회의 결혼과 출산의 주역이 될 

학생들은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41.7%,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32.0%정도만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저출산의 파급효과 

구분 

전체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 (2) @ @ @ @ (j) 
5.8 41.7 2.1 32.0 1.8 9.9 6.7 

6.9 49.8 2.1 24.7 2.9 4.7 8.8 
6.1 44.0 1.9 30.8 1.5 8.5 7.2 

고동학교 5.35.9 2.3 36.3 1.6 13.5 5.2 

* p <0.05, ** p <0.01, *** P <0.001 

(단위: %, 명) 
계 (응답자수) 

100.0 (11 ,225) 

100.0 ( 1,898) 
100.0 ( 4,739) 
100.0 ( 4，58끼 

주:CD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거나 다툴 일이 줄어들 것이다" (2)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공해가 줄 
어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식량과 주택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우리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할 것이다，(j)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니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동 가치관 조사J ， 2006. 

게다가 현행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었 

던 시기에 고시되거나 집필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 

고 있지 못하고， 특히 과거 산업화·도시화 시대의 출산 억제와 관련한 밸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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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다양한 철학이 게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 시기는 현행 제7차 교육 

과정 개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이므로， 국가수준의 각 학교급(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및 보완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교과서 수정이 매 

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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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이 더욱 중요한 의 

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가정 통신문이나 자녀 교과지도를 통한 간 

접학습 등을 통해 부모들에 대해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 

로 학교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육의 효과는 학생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개별 가정 특히 학부모에 대한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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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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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절 초·중등학생 가치관 형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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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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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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실 

제적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실제적인 삶과 유리되기 쉽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학교 교육은 학생들 

로 하여금 인구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라 학생들이 살아갈 저출산 미래 사회를 예견하고 이해하도록 하여 이에 적절 

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초·중등학생들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의 본인에 대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16.8%)와 

‘하는 편이 낫다'(49.7%)라고 66.5%만이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 

록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낮고， ‘하는 편이 낫다’고 인 

식하고 있는 정도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대표 5깅 참조). 

〈표 5-2) 결흔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하는 편이 해도 하지 하지 않는 

모르겠음 계 (응답자수) 
해야함 좋음 않아도됨 게 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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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 

초교 5 13.5 52.1 25.6 1.9 6.7 100.0 ( 1,020) 
초교 6 15.1 52.2 27.6 0.9 4.2 100.0 ( 87끼 
중교 I 16.9 50.1 28.3 1.5 3.2 100.0 (1,552) 
중교 2 15.6 50.6 30.3 1.1 2.4 100.0 (1，뼈) 
중교 3 14.9 49.5 32.5 1.6 1.5 100.0 (1,589) 
고교 l 17.6 51.8 27.4 1.8 1.4 100.0 (1 ,561) 
고교 2 19.7 46.5 30.0 2.2 1.6 100.0 ((1,599) 
고교 3 19.6 46.3 30.7 2.0 1.3 100.0 (1,431) 

* p (0.05, ** p (0.이， *** P (0.001 
주: 무용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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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결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73.2%로 

나타났으며，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6.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 중 20.7%는 결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향후 결흔할 의향 
(단위%，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생각이 없다 모르켓음 계 (응답자수) 

전체 73.2 6.1 20.7 100.0 (11 ,222) 
학교급 

초교 5 60.1 6.8 33.1 100.0 ( 1 ，01끼 

초교 6 63.8 5.9 30.3 100.0 ( 87이 
중교 I 67.8 6.3 25.9 100.0 (1,554) 
중교 2 72.1 5.4 22.6 100.0 (1 ，60.잉 

중교 3 76.1 5.9 18.1 100.0 (1,583) 
고교 1 80.8 5.8 13.4 100.0 (1,556) 

고교 2 77.5 6.6 15.9 100.0 ((1，뼈) 
고교 3 79.0 6.4 14.6 100.0 (1,431)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조사J ， 2뼈. 

또한 다양한 가족에 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가치괜매우 찬성+찬성)은 “입 

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η1.1%)에 

대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61.3%)， “사별이나 이 

흔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58.7%)， “아버지나 어머니 

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33.7%)，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 

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33.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 

다’'(2 1.6%)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입양， 국제결혼， 재혼 등에 대한 학생 

의 태도는 긍정적인 경향이 우세하나， 한 부모 가정， 동거， 미혼모 등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표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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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가족 가치관 
(단위: %) 

구분 전체 초퉁학교(5，6학넨 중학교 고퉁학교 

긍정척 태도(창성%) 
한부모가정 1) 33.7 28 .5 33.0 36.7 
미흔모낀 21.6 14.6 19.4 26.7 
입함 71.1 65.1 73.5 71.2 
재혼4) 58.8 36.6 55.4 71.4 
동거5) 33.4 22.0 31.6 40.1 

국제결혼이 61.3 52.2 60.8 65.7 

주: 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기 
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4)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5) 남녀가 사랑한다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이외 
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양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이와 같이 초·중등학생들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규범화되었 

던 인구 억제정책이나 교육정책으로 형성되었던 가치관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 

다고할수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 가족의 의미， 아이의 소중함 등 친 

결혼관과 가족관이 비교적 뚜렷한 규범으로 존재하였으나， 국민소득의 증개 교 

육수준의 상승， 보건의료의 발달 동으로 사회 현상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로 사 

회 자체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 성인이나 사회가 초·중동학생들에 

게 강요할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치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요인이다. 

가치는 특히 의사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된다. 이렇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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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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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중등학생의 발달과정상 가치관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이며 사회성의 

발달로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 참여한다. 가치관은 이 시기의 중요 

한 발달과제로서 한 개인의 성격형성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 

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자기 자신의 결 

혼이나 가족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이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경험을 제시해 주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합리 

적으로 하기 위해 가치관을 명료하게 해주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나 가족관을 탐색하여 명료화하는 일은 미래의 삶 

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가치 명료회는 자신의 생활이나 행동양식을 통찰해 보게 되고 사고 

와 느낌의 조화 속에서 행동을 통합시키는 가치와의 기술을 발달시키며 일상생활 

에서 더 자신있는 선택과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초·중동학생 시기의 결혼관과 가족관을 형성하는 것과 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질수록 미래의 결혼이나 

출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결정하게 되어 보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2. 가치에 관한 이론적 배경 

가.가치분석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일을 결정하며 선택적 행 

동을 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곧 신념 체계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Rok않ch(1973)은 어떤 특정한 행위의 

모습 또는 존재의 목적 상태를 이와 반대되는 행위의 모습 또는 존재의 목적 

상태보다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더 좋아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치와의 관계 

를 잘 표현하고 있다. 가치 중심적 진로접근을 주장했던 Brown과 Lent(199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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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철， 설재풍， 2005:66-6꺼 역시 인간의 기능은 개인의 가치에 따라 상당한 영 

향을 받고 형성되며 가치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보았 

다. 개개인은 가치를 담은 정보에 동화되어 가치를 형성하고 이러한 가치는 개 

인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 형태를 만드는 핵심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개인은 자신의 선호와 신념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식구조를 

만들고 쉽게 변화되지 않은 사고체계를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개인이 지닌 사 

고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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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i 

가치와 관련하여 인지적 접근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은 가치 분 

석이론이다. 대표적인 가치분석 이론가α!fassi따as & Cox, 1966; Oliver & Shaver, 

1966; Hunt & Metcalf, 1968; Meux, 1971; B뻐ks， 197η들은 가치에 대한 인지， 

분석， 결과예측， 선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설정하고 가치의 합리적인 수용 

을 위하여 분석적 방법을 도입하였다 

1) 가치분석 모형 

가치분석 이론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 인 선행 연구자는 Hunt와 Metc뼈1968) 

로서 이들은 가치판단 구성요소들에 대한 타당성을 중시하였다. 이들과 기타 

대표적인 가치분석 모형들을 제시하면 아래 〈표 5-5>와 같대장선철·설재풍， 

2005: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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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가치분석 모형 

모형 인지 분석 결과예측 선택 특정 

빼치판단의 결과예측 
@어떤 가치를 

<1:J7t;<1판핸l 의한 행동결 
선택한 합리적 

파R 대한증거제시 혼돈되어 있는 
빼S의외as @반대되는 가치판단의 결 

이유의진술 
가치들에 대한 

와 
@ @가치판단과 반대되는 

과예측 
@7}정법을 이 

충분한 고려를 
Cox 

가치문제 가치의 제기 가능성 인 
@반대되는 가치판단의 행 

용한 가치와 
바탕으로 합리 

(196θ 
의 인식 식 

동결과에 대한증거제시 
반대되는 가치 

적인 가치판단 
@제3의 7에제시 

그리고 제3의 
과정을강조함 

@제3의 *1성취를 위한 
가치가간의 관 

도구의발견 
계진술 

@가치들을 업체적으로 
@적절한 입장으로 작업하 가치갈퉁 상황 

Oliv，하 @ 구조화하기 

와 일반적 @가치틀간에 갈둥인식 
에 대한 의도 

Shaver 가치들을 @갈둥 집단 인식 
@배후에 있는 사실적 전 적인 환경조성 

(1966) 추상화 @유사한 갈퉁상황 만 
제들을검증 과 논리적 검 

들기 
@진술들의 적합성 검토 증과정 중시 

Hunt @ @가치판단의 대상에 가치판단 구성 
와 가치문제 관한사실 수집 @잠정적인 가치판단 @최종적인 요소들에 대한 

Metcalf 의확인 @사실의 검사와 관련 @가치원리의 수용성검사 가치판단 타당성 검증을 
(1968) 및명료화 성 검사 중시 

@ @가치관련행동의 기술 @분석된 가치원천에 대한 @가치의 선호 
가치선호에 따 

Banks 가치문제 
@기술한 행동이 예증 가설수립 를표명 

른 의사결정 
하는 가치의 명령 @대안가치의 명령 @가치선호의 

(197끼 의 정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 @분석된 가치의 결과에 이유，원천，가능 

과정에 주안을 
인식 

치의 분석 대한가설수립 한결과의 진술 
% 

자료. 주도연(1994:49-50)과 남정열(1994:16-1끼， 장설철-설재원2뼈:69). 

〈표 5-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anks(l97끼의 모형은 가치의 선호에 따 

른 가치결정 과정을 9단계로 설정하고 갈등하는 가치에 대한 분석적인 의사결 

정을 중시한다. 가치판단의 과정이 평가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Banks의 모형은 가치문제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들의 갈등양상을 분석한 다음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를 선택하도록 하는 가치의 행동화 모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사실 일상생황에서 겪는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선적이며 매우 혼동 

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호하는 가치란 가치판단의 관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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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선시 하는 가치는 항상 양자택일의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빼ssi띠as와 Cox모형(1966)의 모형에서 말하고 있 

는 제3의 가치도 있을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가치갈등 상황은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타협점이 제3의 가치로 모아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빼ssi떠잃와 Cox모형에 제시되어 있는데 

제 10단계 여러 가치들의 관계에서 확실해진다. 

결국 가정되어 있는 가치와 반대적인 가치， 그리고 제3의 가치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며 그것의 행동화 가능성 

을 판단하게 되리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가치의 선택과 행 

동화 과정에서 Hunt와 Metcaf(1968)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리적인 검증방법 

과 타당한 분석방법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변 이들 모형들 

은 가치판단의 논리적 구성요소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정당한 가치 

판단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전형적인 가치분석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 

치갈등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가치문제를 분명히 하고 해결하는 데 

특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Oliver와 Shav뼈196이 모형에서 잘 

나타나 었다. 8단계로 구분된 이들 모형에서 가치갈등 상황은 의도적으로 조작 

되면서 Banks의 모형에서처럼 가치들의 갈둥은 증폭되고 선택을 위한 분석단계 

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모형에서는 Banks의 모형에서와 같이 가치의 선호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Hunt와 Metc떠f 모형과 같이 사실과 진술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 

당한 검증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때 Oliver와 Shaver 모형은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표 5-5>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분석 모형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가치분석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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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치 명료화 

1) 가치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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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1뻐19 Iπ￠않s)에 보다 초점을 두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 탐색， 존중， 행통화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가치명료화라고 한다.(Simon， 

Howe, & l\irshenbaum, 1991). 

가치화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명료화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도록 동}는데 있다 이러 

한 가치명료화는 오늘날 사회의 불확실성과 혼란， 갈둥， 도덕적 냉담성의 시대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치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문제들까 

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대 사회의 가치혼란 및 가치부재로 인하여 오늘날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하의 문화의 가치인식과 보다 큰 공통문화로의 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 

울러 초· 중등학생들의 가치규범(model)이 되어야 할 성인들의 가치관의 혼란과 

과거의 행동기준 자체의 변화로 인하여 초·중등학생들은 자체의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목적의식을 상실된 삶을 영위하기 쉽다 가치관의 부재나 불명 

료성은 흔히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이며， 자기 소외적이고， 욕구불만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행동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칸대Gi빼1 & :Mitchell, 

1981). 이와 같이 사회적 차원의 가치 혼란과 갈등의 상태로부터 가치명료화의 필 

요성은 우선적으로 도출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필요성은 지금까지 

의 전통적 방식에 의한 가치관 교육에의 접근이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을 뿐 아 

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관 확립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접근이라는 점에 

서부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가치명료화는 가치교육에 있어서 

가치발달을 위한 전통적 접근교육 방법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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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이다 

전통적 접근방식은 지금까지의 아동 및 초·중등학생들의 가치교육에 사용되 

어 왔으며 그들의 신념과 태도， 행동양식 형성에 지배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 

나 이들 전통적 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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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5-6>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5-6) 가치관 발달을 위한 두 가지 교육적 접근 방식의 비교 

전통적 접근 방식 

• 본보기의 제시 
• 설득과 확신시키기 
• 제한된 선택 

• 규칙과규제사용 
• 문화적， 전통적 독단 활용 
• 양심에의 강한 호소 

타율적 특성 

새로운 접근방식 

·자유로운선택 

• 선택할 대안의 제시 
• 각종 대안의 결과에 대한 고려 
.선택결과에 대한확신 

·선택한가치의 행동화 
• 반복적인 가치의 틀 형성 

자율적특성 

출처: 윤항순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인생목적，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J ， 부산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1991, p.13. 

새롭게 제시되는 가치명료화의 가치화 과정 단계로는 자유로운 선택， 충분한 대 

안들로부터의 선택， 각각의 대안들의 결과를 고려한 후의 선택， 선택한 가치를 소 

중히 여기고 여러 사람 앞에서의 공언， 선택에 따른 행동화， 행동의 반복 동을 포 

함하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디(Raths et 떠 , 1994). 

이들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가치체계 

나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 할 수도 있으며 타인과의 가치비교 기존의 규범화된 가 

치체계들 간의 비교를 통해 가치의 상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인 가치문제와 사회적인 가치문제에 있어 더욱더 심사숙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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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명료화 과정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자란다. 경험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지침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가치라고 부른다{Ratbs 하 떠.， 1994). 

따라서 가치는 생활의 구체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 생활의 연속선상에 

배열되어 있대남궁달화; 1맺). 

어떠한 삶의 가치는 확고부동한 신념이라기보다 어떤 특정한 환경 하에서 다듬 

어져 니온 결과로서 이루어진다 가치명료화 이론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가치보다 

그러한 가치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을 더 갖는다 그 이유는 사람들 각자의 

생활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갖 

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치나 생활양식이 

가장 적합한지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가치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가 

장 효과작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가치 명료회론~}들의 이 

러한 가정에 입각해 ‘가치화 과정’이 진행되면 그 과정의 결과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명료화된다 가치화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명료화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미리 정해진 일련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 

하는것과는아주다르다 

〈표 5-7) 가치화 과정 

선택하기 

존중하기 

행동하기 

(1) 자유로이 

(낀 여러 대안틀로부터 

(3) 각 대안의 결과를 심사숙고 한 후에 

(씨 선택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 

(잉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한 것을 공언하고 
(6) 선택에 따라 행등을 하고 

끼 반복 행동에 의해 생활양식으로 굳힌다. 

가치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두 

고실시한다 

• 학생들에게 많은 대안 중에서 선택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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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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 학생들에게 가치는 자신의 삶의 유형을 이루는 습관임을 깨닫게 한다. 

또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랭 적용에 있어서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학생들의 생각이나 태도 또는 신념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를수용해야한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태도를 그들에 

게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실시되는 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은 그 대상(범위)이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나누어진다 

• 준가치(잠재적 가치)이다: 목적， 포부， 태도， 관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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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인종 및 성 차별， 법과 

질서， 빈부의 격차 등 다소 사회적인 문제(내용)에 명료화 과정을 적용한다 

가치명료화 이론이 현대사회의 가치교육에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이론은 생활에 초점을 둔다. 즉， 생활의 여러 측면으로 주의를 집중시키 

는것이다. 

이 이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정직하고 서로에게 정직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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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론은 가치에 대해서 보다 더 심시숙고하고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가치문제를 더 감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의사 결정 

능력을 증진시 킨다{Raths et 떠 , 199쉬. 

3. 교과서와 가치관 

교과서는 그 나라와 당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인간구현을 최종적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과 궤를 같이 하면서 교육과정의 단계적 질서에 따라 올바른 인 

간형성을 위한 내용의 제시와 공감 그리고 행동으로 행하게 하는 교수-학습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대이종국， 1991). 교과서가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주된 교 

재로서 당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배양에 관한 것과 그 방법을 뒷받침해 주는 지 

식 내용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인간 육성을 꾀한다는 기능을 고려할 때 교과서 

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지도하 

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학습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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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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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하는 수단인 교과서는 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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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속에 이미 실현하도록 들어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교과의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승식， 1998:22-24). 

물론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이 지향해 온 가치관이 명시적으로 반영되기도 하 

고 묵시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의 가 

치관이 구체화된 교과서에 어떤 가치관이 함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가 

치관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의 제시를 위해 필요하다. 

그동안 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크게 가치관 교육방법에 대한 것(윤재 

득， 1986; 김용남， 1987; 김종근， 1992; 마시열， 1994; 정형진， 199이과 학생들의 

가치관을 분석한 것(나순채， 1980; 김경희， 1989; 김정택， 1993; 이인호， 1993) 그 

리고 교과나 교육과정에 관련된 가치 또는 가치관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 

다. 그 중에서 교과나 교육과정에 관련된 가치 또는 가치관을 분석하는 연구들 

로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가치 주제를 분석한 허형(1972)의 Kluckhohn의 가 

치관 모형에 따른 국어과 교과서의 가치주제 분석，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가치 

덕목을 분석한 김병완(1992)의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치덕목의 분 

/ 석， 교과서의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가치관을 

분석한 박광수(1992)의 문학작품 속에 등장핸 인물들의 한국 문화적 가치관 

에 관한 분석， 고승식(1998)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함의된 가치에 대한 아동， 학 

부모의 태도 분석 등이 있다. 

교육과정의 가치관은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과서를 통해 

교육과정의 가치관이 교육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대최대규， 19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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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pranger는 가치체계 

를 률， 善， 美， 聖， 權， 利， 愛， 健 의 8가지로 나누었다{김용기， 1964:54; 김정 택， 

1993: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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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가치 체계 

고전적 가치 

이론적 가치 

도덕적 가치 

예술적 가치 

종교적 가치 

권력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신체적 가치 

E. Spranger는 가치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뚫， 善， 美， 聖의 가치는 고적인 가 

치로서 유럽사회의 절대적 가치였으며， 權， 利， 愛， 健의 가치는 근대사회의 발 

달에 의한 근대적 가치라고 말하였고， F. R. Kluckhohn은 가치관을 부단히 계속 

되는 인간행동의 흐름에 대하여 질서와 행동을 제시해 주고 공통적인 인간 문 

제의 해결에 있어서 의견을 주는 것으로 분석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평가과정 

이며， 인지적인 것， 정의적인 것， 방향 제시 둥의 세 가지 요소가 완전히 상호 

작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복합적이고， 동시에 일정한 유형을 가진 원칙이라고 생 

각했다. 더욱이 그는 다음 세 가지의 가설을 전제로 하여 가치관을 분류하였다. 

첫째， 모든 인간애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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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와 같다{김정 택， 19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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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F. R. Kluckhohn의 가치 관 분류 
가치지향 

인간의본성 
인간과자연과의 관계 
시간관 

활동관 
인간과인간과의 관계 

악
 성
 
거
 
재
 
적
 

서
。
 소
「
 치
유
 초
」
 조
。
 

다양한 기본적 범위 

중성 

조화 
현재 

생성 속의 존재 

횡적 

성선 

정복 

미래 

실행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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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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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될 수 있다{남궁달화， 1994:12). 또한 그는 사람이 지니는 가치관은 바람직한 

행위와 바람직한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두 가지의 지속적 신념이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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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6). 또한 이 

규호는 가치관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첫째， 윤리적 가치-도덕의 영역， 둘째， 

심리적 가치-예술적 가치， 셋째， 효용적 가치-경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다음에 사회심리학적 입장을 알포트-배본(매lport & Vennon)은 E. Spranger가 

인간의 성격을 6가지 유형을 근거로 하여 가치 측정의 척도를 제작하였다. 여 

기에 포함된 가치 영역을 이론형， 경제형， 심미향 사회향 정치향 종교형의 가 

치영역이나 인간의 가치를 6가지 범주로 유형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범 

모는 가치관의 방향을 크게 전통과 발전이라는 두 방향에서서 고찰하면서 첫 

째， 자연에 대한 가치관을 혼돈관， 질서관 또는 불변관과 변화관으로， 둘째， 자 

연과 인간의 관계를 예속관， 조화관， 주체관으로 셋째， 시간적인 가치관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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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현재지향， 미래지향으로 넷째，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수양관， 쾌락관， 활 

동관으로， 다섯째，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종적， 횡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나 

누었으며 이러한 가치관들을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자연을 혼돈， 불변관으로 보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 예속관， 수양관을 갖게 될 

것이며，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활동 엽적 생산에 두는 사람은 사회도 능력주의 

업적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한 문제에 대한 가치관의 방향은 다른 문제에 대한 비슷한 가치관 

과 관련되어 하나의 연맥을 이룬다고 볼 수 있대정범모， 1984:33-75). 그리고 

홍승직은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연구에서 전통적 가치관， 결혼관， 정치관， 대외 

국관， 대인격 가치관， 행복· 불안관， 대전쟁관， 인생 · 세계관， 생활관으로 분류하 

였으며(홍승직， 1986:268) 초· 중등학생백서(문교부， 1984, 초· 중등학생대책위원 

회)에서는 전국 초·중등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상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가치관 

분류를 국가의식， 윤리의식， 가정생활과 의식， 학교생활과 의식， 노동 및 직장의 

식， 개인생활과 의식， 여가생활과 의식 등으로 분류하였다{김정택， 1993:8-9)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치관에 관한 문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매 

우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결혼과 가족관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고， 그 제시내용에 함의된 가치관이 무엇 

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결흔 및 가족관련 가치관 교과서 실태 분석 

교육 내용의 조정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되， 주된 수정 방안은 내용을 정선하여 구조화하는 방법과 학교별·학년 

별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학습 내용의 조정 

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단편적인 인구에 관한 지식을 피상적으로 접하게 되거 

나 실천할 수 없는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구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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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교교육의 근간이 되는 각급 학교의 교과서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 

대이삼식 외， 2005:77-11씨. 

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전 과목에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가족 

형성， 7t족형태 등에 관한 기초적인 교과내용은 사회교과목에서 가장 본격적으 

로 디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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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은 성진이네 삼촌이 결혼하는 날이다. 모두들 삼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러 오신다 

고 한다. 성진이는 왜 결혼을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지 궁금해 하였다. 삼촌이 결혼을 하면 한 

집안을 이끌어 가게 된단다 결혼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 성진이는 새로운 

가정을 가진 삼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삼촌이 만틀어갈 행복한 가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사회 4-2, p.63). 

결흔식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시다. 

오늘은 은영이 이모의 결혼식 날입니다. 신랑 신부는 주례와 여러 사람 앞에서 부부가 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모와 이모부의 모습은 아름답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가정을 이루는 의식이란다(3-2 사회， 00 

교과서， 54). 

가족규모에 대한 교과내용은 초등학교 교과목 전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자녀수 변화와 사회현상과의 관계를 직접 다루기보다， 관련 학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례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가족규모 및 자녀수 변 

동이 우리 사회에 함의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교과내용 중 가족 전체가 묘사된 경우를 선별하여 자녀수를 살펴보 

면， 대체적으로 1-2명 자녀를 둔 핵가족이 마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족유형 

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교과내용 중 가족규모는 대체적으로 2자녀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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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어， 소자녀관과 핵7l족 가치가 편파적φi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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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께서 인호에게 조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의 

산소이고， 저 건너편은 고조할아버지의 산소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 

았던 훌륭한 가문이란다. 인호도 열심히 공부해서 가문의 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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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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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가족이 많아지고 있는 까닭을 조사해 보았다. 부모님께서는 시골 생활이 좋다며 도 

시로 오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자주 옮져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었 

습니다. 나는 취직을 하기 위해 도시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영미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도시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초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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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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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교과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된 어느 한국인 소년이 서울의 잠실야구장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개막전 

에서 시구를 하였습니다. 이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희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붙은 채로 태어난 장애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보호기관 

에 넘겨진 소년은 미국의 어느 평범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대사회과탐구 4-2, p.57). 

“엄마， 누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달려오는 세현이를 보자 하연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 

머니의 품에 안겨 짧은 낱말을 서투르게 조잘대는 세현이는 장애인 시설에 사는 하연이의 새 통 

생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던 하연이 부모님은 세현이를 양아들로 삼으셨습 

니다(생활의 길잡이 5, p.42). 

반면，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사례를 통해， 한 부모 가족의 어려움 및 사회적 

편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 해소의 필요성과 같은 적극적인 가치교 

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걸음 더1 <아빠 좀 빌려 주세요〉 선생님께서 방학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는 “부자 

캠프”에 참가할 사람은 내일까지 신청서를 내라고 하셨다. 그러자 재욱이가 넌지시 말하였다. 

“종우야. 안됐다 ! 넌 아빠가 안계시니까 참가하고 싶어도 못하지?"(국어 5-2,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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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관련 학습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로 제시됨으로써 내재적인 가 

치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다뤄지고 있다 가족관련 교과내용 특징은 이야기 소 

재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형태라기 보다 부자， 부 

녀， 부부， 모자， 모녀， 형제， 심지어는 혼자인 경우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 

한， 초등학생이라는 연령적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부정적 기능이나 문제로서 

접근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가족의 순기능이나 이상적 

인 모습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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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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되 교과목의 경우， 효도， 

우애， 친족간 예절 등 가족생활에서 지켜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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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탐구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가족형태， 가족규모 등 일상생활에서의 가족모습이 사례로 제시되어， 내재적으 

로 관련 교과내용이 전달되고 있다. 

나.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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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리고 핵가족 외에도 노인 가족， 소년 소녀 가족 등의 새로운 가족형태를 

소개하고는 있으나，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가족’이라 지칭하는 

반면， 그 외의 가족 형태는 완전하지 못한 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올해 일흔 여닮의 한 할머니는 취로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흔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중 

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중2사회， 2001, 000, p.l50). 

또한 가족형성을 법률혼에 국한하여 접근함으로써， 동거부부， 한 부모 가정， 

입양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형성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교과내용도 부족하다 

결혼， 상속， 재산 처분 등의 권리는 개인적인 법률관계를 통해 인정되는 권리이다(중2 사회， 

2001 ， 00출판， pJ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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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결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중2 사회， 2001, 000. p.l74). 

성인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된 

다. 결혼을 하면 행동을 통하여 사랑의 결실인 새 생명의 탄생을 보게 된다{중1 체육， 2001， 0 

O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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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대 차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대중2 사회， 2002， 0 
00, p.l4지. 

가정 교과목의 경우， 1학년 과정에서는 가족 형태 및 규모가 그림자료로 많 

이 제시되어 있고， 세대간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 

형성(특히 결혼)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교과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족 

형태로는 전반적으로 확대가족에 비해 핵가족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수 

는 2자녀가 대부분이다 자녀수로 1자녀를 묘사하고 있는 경우도 1/3정도이나， 

3자녀가 등장한 교과내용은 거의 없다. 가족형성에 대해서는 성인남녀가 결혼 

하여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인식하게 하는 결혼 및 출산의 보편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세대간 관계에서는 초·중등학생기의 정서적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족간 갈동에 대해 설명하고 바람직한 가족간 의사소통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모와의 갈등 관계에서 갈등 및 대화의 상대자는 대 

부분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대화 상대자가 모두 어머니 

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초·중동학생들에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왜곡된 인 

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과 비중이 적절히 조화를 이 

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함께 읽고 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초·중등학생들에게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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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교육함으로써 화목한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갈등을 겪는다. 부모님과 함께 아래 내용을 원어 보 

고， 부모님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념길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생각해보자(부모가 할 수 있는 

일l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중1가정， 00출판사， 2001, p.38). 

2학년 과정의 경우의복마련과 관리」 및 「자원의 관리와 환경」의 대단원 

에서 가족에 대한 의식을 일부 교과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삽화나 참고자료 등의 비텍스트 영역에 분포하고 있다의복마련과 관리」 단 

원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 옷차림에 대한 예시로 결혼식과 폐백 장면을 그림으 

로 제시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초·중둥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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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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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인한 한 부모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가족의 형태는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확대 가족，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핵가족 중에는 자녀가 있는 부부가족，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 자녀가 있 

는 편부모 가족， 주말에 만나는 주말 가족 등이 있다(중3 가정， 00출판사， 2001, p.l68). 

교과내용으로는 가족형성， 가족규모， 가족형태， 세대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비 

교적 고르게 포함되어 있으나， 가족해체(이혼)와 관련된 교과내용은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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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2학년 과정에서는 가족형성(결혼)， 가족형태， 가족규모에 대한 교과내용이 

그렴 자료와 비텍스트에 일부 포함되고 있으며， 가족영역 중 가족해체와 세대 

관계에 관한 교과내용은 전혀 없다. 

3학년 가족영역으로는 주로 가족형성， 가족형태 및 가족규모가 교과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반면， 가족영역 중 세대간관계는 일부 그리고 가족해체(이흔)는 

교과내용으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과 내용은 가족형태， 가족의 구조와 기능， 가정의 해체현상， 결혼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족형태에 대한 교과내용으로는 핵가족이 현대사 

회의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대두되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농촌의 노인 단독 가구 문제를 중심으 

로 다루고 있으며， 무자녀 가정， 편부모 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 

고 있다 또한 입양， 공동체 가족， 사이버 가족 둥 대안적 형태도 제시되고 있 

다 그러나 노인 단독 가구를 제외한 1인 가구나 한 자녀 가족에 대한 깊이 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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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영한 것이기도 하나， 암묵적으로 소자녀관의 가치를 주입하여 다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희망하는 수만람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으로 제시되는 가족은 보다 다양한 자녀수 

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결혼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점을 제시 

하고 있으면서， 선택의 문제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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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사회에서 결혼은 가문의 계승과 유지를 위한 가족의 결합으로 중요했다. 그러므로 배우 

자를 선택할 때 개인의 선택권보다 가족의 결정이 우선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남녀간의 교제가 

자유로워지고 결혼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개인의 행복과 욕구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대기술 

· 가정， 000, pp.44-45). 

요즈음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의 고비용 구조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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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 함들이， 혼수， 청첩，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등 결혼 의식과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대기술가정， (주)000，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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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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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갚은 기술이 요청된다 

자녀가 출생하면 육아비 등의 지출이 차츰 커져서 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 (하략)(기 

술가정， 000,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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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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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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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가 많은 반면， 부모 역시 자녀를 존중하고 민주적으 

로 양육해야 한다는 덕목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효’에 대한 강조를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한디는 시각도 많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 

회에 노인요양을 맡기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거나 개인주의의 

결과로 접근한 부분이 눈에 띤다. 

개인주의 문화의 또 다른 폐해는 노부모 부양문제이다 ... (중략)- .. 서양의 노인들은 자식들과 

소원하여 양로원에서 홀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전통윤리， 000, p.59). 

이러한 단편적 해석보다는， 평균수명의 연장， 허약노인의 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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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병연장 

등 다양한 영향으로 표준적인 라이프 싸이클(life cyc1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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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표준적인 가족생활주기가 반드시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모든 가족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기술가정， 000, p.23).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3세대 가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핵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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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단점， 3세대 가구의 장단점 등이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다 한편， 주택개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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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가족의 경우에는 핵가족에 비해 주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보다 복잡해진대가술가정， (주) 

000， p.9이. 

핵가족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 여성 취업의 증가 등을 결손가정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정확하지 않은 기술도 있다 

핵가족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 여성 취업의 증가， 이혼 및 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결손 

상태에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사회， (주)000， p.306). 

가족관련 교과내용으로 이혼율 증가 등 가정의 해체 현상을 제시하고 있으 

나， 가족의 유대를 바탕으로 한 가정의 화목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점차 늘 

어나고 있는 이혼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포괄적인 해석을 제시하기 보다 

는， 이혼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선택인 것으로 규정짓는 경우가 많고， 이혼 

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숙명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 가족의 가장 큰 특정은 가족 내 개인주의이다. 이로 인하여 자녀를 갖지 않는 부 

부와 이혼하는 부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기술가정， (주)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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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와 관련한 사회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한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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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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초· 중등학생 결흔 및 가족관련 가치관 교육의 기본 방향 

가. 출산·가족관련 교사들의 인식 실태 

현행 출산· 가족 가치관 관련하여 교과서 제시된 내용과 관련한 교사들의 인 

식에서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학교교육 내용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현재의 “학교교육내용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개선해야 한다”라고 93.0%가 인식하고 있대표 5-10 참조). 

〈표 5-10) 학교 교육 내용 개선 
(단위: %, 명) 

껴
 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은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인식정도 32.7(371) 60.3(685) 5.3(60) 1.6(18) 0.2(기 100(1 ， 13이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동 가치관 조사J ， 2006. 

〈표 5-11) 출산·가족관련 가치관 교육의 강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은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인식정도 48.8(55씨 45.1 (512) 4.6(잉1.3(15) 0.2(2) 1 00( 1 ， 13이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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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산. 7r족관련 가치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93.9%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표 5-11 참조:). 

인구를 포함하여 출산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λ}들 중 47.0%(530명)는 교과 

서의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길러주는 데 적절하대매우 적절+적 

절)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23.5%(124명)， 기족관련 내용이 가족 친화적 가치관 

을 길러주는 데 적절하대매우 적적+적절)라고 41.5%어5명)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 

로 나타났대표 5-12 참죄. 

〈표 5-12) 출산·가족관련 가치관의 적절성 
(단위: %, 명) 

매우 적절한 적절하지 전혀 
보통이다 

적절하다 편이다 않은 편이다 적절하지 않다 
계 

출산 3.8(2이 19.7(104) 45.1(238) 29.0(15) 2.5(찌 

가족 5.여11) 36.1때 48.8(1삐 9.8(2이 0.0(0) 

주f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흔 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1때528) 

100(205) 

또한 교과서 제시된 인구를 포함한 출산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반영 

하고 있는 정도(충분히 반영+반영)는 19.3%(짧명)， 71족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충분히 반영+반영)는 28.6%δ8명)로 나타났대표 

5-13 참조:). 

〈표 5-13) 교과서 소재의 시대성 및 현실성 반영정도 
(단위%， 명) 

충분히 반영하고 반영하고 전혀 반영하고 

구분 반영하고 있는 보통이다 있지 않은 있지 않은 계 
있다 펀이다 편이다 편이다 

출산 19.3(102) 34.4(18기 42.이222) 4.때3) 100 어52이 

가족 0.5(1) 28 .1 (57) 36.5(74) 33.5(68) 1.5β100.0(2떠)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때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2뼈. 

교과서에 제시된 인구를 포함한 출산관련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를 달성핸 데 적 

절하대매우 적절+적절)라고 5.9%(31명)， 참관련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를 달성동뜯 

데 적절하대매우 적절+적절)라고 17.6%(42명)만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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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교육목표 달성정도 
(단위: %, 명) 

적절한 적절하지 않은 전혀 적절하지 
구분 매우적절하다 보통이다 Aι←1 

편이다 편이다 않다 

출산 5.9β1) 33.3(176) 55.5(293) 5.3(28) 100때528) 

가족 0.5(1) 20.1찌 46.6찌 3 1.4(여1.5β100.어2여) 

주: 무용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출산·가족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과 학습자 수준·흥미와의 적절성 여부에 있어 

서는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전반 

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별로는 사회， 도덕， 기술·가정 교과목은 다른 

국어나 과학， 기타의 교과목보다 교과서의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와 적 

절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타 

다른 교과목에 비해 사회， 도덕， 기술·가정 교괴목에 출산이나 기족관련 내용이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대표 5-15 참조). 

〈표 5-15) 교과서 내용과 학습자 수준·흥미와의 적절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적절한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은 전혀 적절하지 

계 
적절하다 편이다 편이다 않다 

계 
출산 0.8 12:2 43.3 39.4 4.4 100.0 (526) 
가족 1.2 15.8 51.4 30.3 1.4 100.0 (588) 

국어 
출산 20.0 40.0 20.0 20.0 100.0 ( 5) 
가족 30.0 때.0 30.0 100.0 (2이 

도덕 
출산 12.9 38.8 41.2 7.1 100.0 ( 5) 
가족 2.3 14.1 47.7 33.6 2.3 100.0 (128) 

사회 
출산 2.0 6.8 45.9 41.5 3.9 100.0 (205) 
가족 0.8 3.9 56.6 37.2 1.6 100.0 (129) 

과학 
출산 30.0 때.0 30.0 100.0 ( 1이 

가족 50.0 50.0 100.0 ( 2) 

기술가정 혈 19.2 44.6 35.4 0.8 100.0 (130) 
13.6 52.9 33.6 100.0 (1때) 

외국어 출산 100.0 100.0 ( 3) 
가족 28.6 42.9 2M 100.0 ( 끼 

기타 
출산 16.7 33.3 33.3 16.7 100.0 ( 12) 
가족 58.3 33.3 8.3 100.0 ( 1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동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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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 다룬 삽화， 사진， 도표가 ‘적절하대매우 적절+적절)’고 응답한 비 

율은 출산관련 부분에서는 10.9%, 가족관련 부분에서는 12.2%로 낮게 나타났 

고， 반면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출산관련 부분에서는 47.9%, 가족관련 

부분에서는 4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5-16 참조.). 

교과별로 보면 출산， 가족 관련 부분 대체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대적절하지 

않다+전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대매우 적절하다+적 

절한 편이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16) 교과서에서 다룬 삽호h 사진， 도표의 적절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적절한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은 전혀 적절하지 계 

적절하다 편이다 편이다 않다 

계 
출산 0.8 10.1 41.3 43.3 4.6 100.0 (526) 
가족 0.3 11.9 43.4 42.3 2.0 100.0 (588) 

국어 
출산 20.0 80.0 100.0 ( 5) 
가족 25.0 35.0 때.0 100.0 (2이 

도덕 
출산 10.5 때1.7 46.5 2.3 100.0 (8이 
가족 10.2 43.0 45.3 1.6 100.0 (128) 

사회 
출산 1.5 11.2 42.0 41.0 4.4 100.0 (205) 

가족 0.8 9.3 45.0 41.1 3.9 100.0 (129) 

과학 
출산 20.0 30.0 50.0 100.0 ( 1이 

가족 50.0 50.0 100.0 ( 2) 

기술 출산 10.9 38.0 45.7 5.4 100.0 (129) 
가정 가족 7.1 39.3 52.9 0.7 100.0 (1때) 

외국어츠 E사U 33.3 66.7 100.0 ( 3) 
가족 57.1 42.9 100.0 ( 까 

기타 
출산 41.7 41.7 16.7 100.0 ( 1기 
가족 8.3 33.3 50.0 8.3 100.0 ( 1기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또한 교사들이 출산관련 수업을 할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활용 

할 보조 지도자료가 부족하다”가 41.7%(219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홍꾀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가 34.5 %(181명)， “현실이나 교 

사의 가치관과 달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가 13.1 %(69명)로 나 

타났다. 반면에 가족 관련 수업을 할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진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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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가 42.5 %(85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 

고，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자료가 부족하다"(31.5%， 63명)， “현실이나 교사 

의 가치관과 달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17.0% ， 34명) 순으로 나타 

났다{표 5-17 참조). 

〈표 5-17) 수업할 때의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 ~ @ @ @ @ ~ 계 

출산 34.5(181) 41.7(219) 13.1(69) 5.1(2끼 1.7(9) 1.l(이 2.7(14) 100.어525) 

가족 42.5(8잉 31.5(63) 17.0(34) 3α이 1.어지 15(3) 3.5(끼 100.0(200) 
주: 1)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자료가 
부족하다 @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 내용 
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 기타 @ 모르겠다 @ 애로사항이 없다 
지무웅답 및 비해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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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출산과 가족과 관련한 교과서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저출산과 고령 

화의 내용이 시대성과 현실성이 떨어져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수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교과서에 제 

시되고 있는 삽화나 사진， 도표 등도 저출산파 고령화와 적절하지 않아 교육목 

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학교 교육 내용을 개선하여 출산·가족과 관련 

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교과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여 학교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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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대성과 현실성을 

반영하면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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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내용 개선시 고려할 점 
(단위: %, 명) 

구분 ~ ~ @ @ @ @ 계 
비율 5.2(59) 1 1.α125) 29.1(329) 54.이611) 0.4(5) 0.3(3) 100.0 (1,132) 

주:1)~ 교과간 내용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 특정 가치가 주입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 @ 기타 @ 모르겠다 

긴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둥 가치관 조사J ， 2服

또한 각 교과에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수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학습의 

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과의 성격이나 교과 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주변적 

인 내용을 과감하게 배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자녀관과 

가족관을 정립하여 다가올 저출산 사회의 주역들이 자녀와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래의 저출산 사회의 민주시민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치게 학문적인 내용을 가급적 배제한다. 출산， 가족 관련 

교과내용의 수준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하되， 대체적 

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해야 할 것이다 

〈표 5-19)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시기 
(단위: %, 명) 

초교 저학년 초교고학년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H학년 (4-6학년) 

출산 45.1(51이 38.6(43끼 13.0(14끼 3.3(37) 100.0 (1,131) 

가족 79.7(9(12) 17 .3(19이 2.5(28) 0.5(이 100.0 (1132) 

주: 무웅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또한 각 교과에 상응하는 특유의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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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교과내용 오류 수정 방향 
부적정 유형의 진술형태 적정화 이유 수정 방향 

〈사례〉 정00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사적 영역을 담당했던 여성이 공적 초둥직장인인 어머니가 자 

둔 어머니이자 직장인이다. 그녀는 바 분야에도 진출하며 여러 역할을 수 녀 교육에 신경을 쓰는 장 
쁘지만 아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 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나， 가정 연을 아버지와 함께 아이교 
그러나 그 외의 집안일에는 신경을 쓰 내의 자녀교육은 어머니만이 아닌 육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하 
지 않아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곤 한다 부모가 함께 고민하며 상의해 교육 는 장면으로 수정 

방향 등을 찾아가야 한다는 관점을 
엄마와 아이가 공부하는 삽화 

삽입할펼요가 있다. 
(중2사회， 00사.， p.153) 

다. 다가올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비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다가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가치관은 학습의 결과이며， 교육의 개념을 

‘바람직한 인간 성향의 계획적인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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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입이 매우 필요하 

다고 할수 있다 

여기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 

하는 흑백논리식의 교육으로 필요한 점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현재 독자로 자 

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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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을 정반대로 선호하거나， 형제가 많은 학생이 정반대로 단출한 가족을 선호하 

는 식의 의사결정이다. 어떠한 결정이던지 자신의 출생 가족의 경험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 가지 가치에 기반한 행통의 대부분이 가정에 

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개인이 자란 환경과 다른 다양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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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과 다른 가 

족에 대한 편견이나， 반대로 막연한 동경에서 나타난 무분별한 의사결정을 지 

양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한편 가족생활을 통하여 그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가치 

와 행동의 세대간 전이 현상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가족과 대비될 만 

큼 강력한 가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인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즉 

학교의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가족환경과 다른 다양한 가족환 

경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다양화 

하면서 가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부모세대와는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된다. 이상적인 7l족생활에 대한 사고， 가족 

생활에서의 역할분담에 대한 사고， 자녀에 대한 새로운 사고 등과 같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교육은 학생， 자신에게 익숙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경하고 새로운 선택과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따 

라서 학교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가치관 중심의 교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대왕석 

순， 전미경， 2006:49-50). 

가치 교육에서의 학교이 역할은 어떤 가치를 신봉하도록 훈련하는 일이 아니 

라， 가치에 관한 분석， 종합， 추리， 탐구， 의사결정 등을 포함하는 가치과정을 

교육하는 일이라는 것이대김종근， 1992:11-13). 가치의 영역을 지상가치뿐만 아 

니라 조건적 가치로서도 생각하며， 절대적 가치보다는 계속 탐구해 갈 대상으 

로서의 일반적 가치를 가정하고， 사회현실을 단일 가치 체제보다는 다가치 체 

계로 인식할 때 필연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 체제에 철두철미한 신봉자 

보다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적정한 가치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 

간과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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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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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대정범모， 198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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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면 다음 〈표 5깅1>과 같다 

〈표 5-21) 인식 차원의 비교 

구분 

내용차원 
인지결과 

목표와기능 

매7ß ;1J] 
인지방법 

인지내용 

미학적 

개체성 
이미지 

실제특성에의 통찰력 

예술 

제시 
설제 

인지적 
관련성 

아이디어 

이념에의 확대 
이론 

설명 
사실 

정의적 

중요성 
감정 

목적과의 관련성 

기술 

통제 
가치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학적 인식이란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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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지 중 더 집중적인 형태의 인식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중에서 

일상적인 경험은 인지적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대한명희， 1989:235).그러나 

개념화된 인지적 인식만으로는 사물의 구체적 실체나 본질을 놓치게 되므로 자 

아 속에서 살아있는 사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정의적， 미학적 인식이 필수 불 

가결한 요인이 된다{한명희， 1989:236) 

이상에서 학교교육은 부단한 가치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률적 입장에서 

가치에 대한 분석， 종합， 추리， 탐구，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가치과정으로서의 가 

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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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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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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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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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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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은 대체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상황(매우 

심각+심각， 93.3%)"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디{표 5-22 참조). 

〈표 5-22)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a 
τ
 

구
 

매 O 
"T 

심각하다 
46.2(525) 

심각한 
편이다 

47 .1(535) 

심각하지 
보통이다 

않은편이다 

5.6(64) 1.0(11) 

전혀 
심각하지 않다 

0.1(1) 

계 

l때1， 13이 인식정도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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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훌륭한 저출산 관련 학교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 

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풍부하게 개말 보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의 가치관의 

전환과 능력이 개발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는 교사의 계속 교육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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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기술 및 교육매체의 발달에 맞추어 학교 교육 

방법을 변화시키고， 학교 운영에 대한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가지는 일에 집중 

하지 않을수 없다.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전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현직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교사 교육2)은 크게 직전교육 즉 임용 전 교육과 현직교육으로 나누어진다. 교 

사의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중에서 종래에는 직전교육에 많은 관섬이 주어졌으 

나， 근래에 와서는 직전교육의 한계성과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지식의 폭 

발적인 증가로 직전교육만으로는 교사의 질적 향상을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하 

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적인 현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의 성 

패를 좌우하는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의 교사양성 프 

로그램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지만， 교사로 임용 

된 후에도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유지， 신장시키기 위해 현직연수가 체계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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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도 하계 연수부 

터 적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전에도 자격연수 표준교육 

과정이 제시되기 하였으나， 교장 등 일부에 국한되었으며， 교감， 1급 정교사에 

2) 일반적으로 교사 교육은 교원 연수라는 용어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하에서 교원연수 
로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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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인 표준교육과정이 제시된 경우는 없었대손경수 외， 2005:1끽. 

전국의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비롯한 각 시·교육 연수원에서는 교장， 교감，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연수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의 자율성과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장， 교감， 교사들에게 오 

늘날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라나는 초·중 

등학생들에게 저출산에 대한 올바른 인구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연 

수는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 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이 기초하고 교육과정에 저출산 관련 초· 

중둥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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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원 연수의 필요성 

교원 연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와트킨(R. Wat뼈JS)는 지식의 변화， 교수 기 

술의 변화， 사회의 변화， 교사의 변화， 학교의 변화 때문에 교사의 현직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R. Wa뼈JS， 1973:13-15; 손경수 외 2005:8), 홉킨 

스(D. Hop빼JS)도 전 교원들의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오늘날의 급속한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해서， 교원의 질적 수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사의 현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975년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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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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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원연수의 목적에 대해 김종철(1976:271-272; 손경수 외， 2005:9 재인용)은 

직전교육의 미비를 보충하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으 

며 백현71( 1963:209-211; 손경수 외， 2005:9 재인용)는 변천동}는 사회에 적응하 

고 틀에 박힌 직업생황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단체 활동을 

조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OECD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직교육 

의 목적을 계속교육의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적 요구 및 개인적 요구의 차원에 

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OECD가 제시한 교원에 대한 현직교육의 다섯 가지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대손경수 외， 2005:10) 

@ 학교 교직원 전체 또는 교직원 일부 집단의 직무수행 능력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의 연수 

@ 개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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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5가지 연수의 목적을 주로 학교의 조직적 요구 및 목표의 충족을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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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원 연수의 원리 

바벨로(L. C. Burrello)와 오르바우σ. Orb뻐힘1)는 교원연수의 실제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분석으로 통해서 효율적인 교원연수의 주요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원연수는 전체 학교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통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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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그리고 단 

위학교의 행정가에 의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 교원연 

수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체제는 내재적인 전문적 보상에 집중되어야 한다 

둘째，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협동적 프로그램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프로 

그램 계획， 전달 및 평가에 있어서 교사·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동기를 증 

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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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헌도는 학생에 대한 봉사에 있다 그러므로 @ 교원연수는 참여자의 관심과 요구 

에 부응해야 한다.(2) 문제해결 기능 개발도 교원연수의 한 부분이 되게 한다. 

넷째，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교원인사， 교육조건 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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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2) 참여의욕을 상실하게 할 

불편한 시간·장소 같은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 교원연수 활동은 참여자의 

정규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교원연수 활동은 일정기간마다 평가되어야 한다. 즉 교원연수는 전체 

학교 프로그램 속에 통합되도록 설계하되， 협동적이면서 참여자의 요구를 바탕 

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변화하는 요구에 수용적이어야 하며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마다 평가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α. c. 

Burrello & T. Orbaugh, 1982:385-388; 손경수 외， 2005: 13 재인용). 

교내 교원연수는 사회교육이며， 직업종사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자발학습， 자기학습， 상호학습， 생활적응， 능률성， 집합학습의 원리를 다라야 

한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자발학습의 원리: 교내 교원연수는 타의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학 

습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학습이다. 

따라서 교사의 학습요구， 부서별 단계나 생활조건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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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증 등의 자극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며， 학습의 기획 운영에 교사를 참여 

시키고 교육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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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시에 자기의 형성을 도모하는 일이다. 교내 교원연수에 있어서도 독서， 견 

학， 조사활동을 통해 개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상호학습의 원리: 교내 교원연수에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진 교사가 몇 사 

람 모여서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서로가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을 말하며 

그 전형적인 형태는 토의학습이며， 학습자 중 지도가가 선발되어 학습을 진 

행하는 형태，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 생활적응의 원리: 교내교원연수에 있어서 교육이 제도화되고 고정화되면， 

교육활동이 생활에서 유리되기 쉽다. 교육방법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그 

목표， 내용， 방법 모든 변에서 걸쳐서 교사의 학교생활 적용의 관점에서 수 

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능률성의 원리: 학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학습의 형태， 장， 프로그램， 교 

재 등의 모든 면에서 재음미하여야 한다. 

@ 집합학습의 원리: 교내 현직교육에 있어서 집합학습은 집단 속에서 적극적 

으로 상호학습을 행하고 교사들간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면서 학습에 관한 

공동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교사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양 향상을 

꾀하는 한편， 공통적인 의식을 길러 집단의 과제도 해결하고 집단으로서의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룹， 서클단체， 교실학습 등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학습활동과 스카웃， 아람단 등의 아동훈련이 이에 속한다. 

또한 딜런과 피터슨(B. Dillon & Peterson)과 해머κ.H뻐nner)는 성인학습의 

이론을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작성에 적용해 본 후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해 @교사들의 개인차를 고려할 것 @교사들의 문제 거리의 변화 단 

계를 고려할 것 @연수결과를 내면화·실제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선호하는 연 

수방법을 고려할 것 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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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Àl-(Oj떠도 교사들의 연구욕구， 선호하는 학습방법， 동료와의 상호작용 스타 

일， 학교현장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인식 등 여러 변에서의 개인차를 잘 고 

려하는 것이 교사들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직능개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목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오재이떠는 상이한 발달단계에 있는 성인 

들에게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능개발 프로그램의 작성에 있어서 

개인차를 고려한 적절한 자원과 도전감이 주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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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 있으며， 개인 중심의 연수로는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의 학위 취득과 교과연수회 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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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학 

생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교육연수원 주관 교원연수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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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기간은 1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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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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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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이다. 그러면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각 교육연수기관의 

성격과 교육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도 자격연수는 전국 연수원에서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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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뼈년도 초에 연간계획이 

편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시·도 교육연수원의 저출 

산 관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의 부족으로 파악된다. 

4. 교원연수의 개선 방향 

저출산 관련 교원연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연수의 문제점으로 교원으로 하여금 저출산 관련 연수기회가 

전혀 없고， 연수기관의 저출산 연수에 대한 의지의 미홉 저출산 관련 연수에 

대한 유인체제의 미홉 저출산 연수담당 인력의 부족 동을 들 수 있다. 

교원연수는 미래 사회의 주역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고 그 사명이 막중하다. 한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교육수준에 

기초를 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 사회에 슬기롭게 대응하 

고 국민 개개인의 풍요로운 삶과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출산 사 

회에 대응하는 교육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교 

사에 대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교원연수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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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수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1)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정은 국가적 사업으 

로 오랜 연구와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적인 사업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 

는 데 비하여 현직 연수과정은 그 개발 과정이 비체계적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 또는 준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저출산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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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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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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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맞는 복합매체 

의 방식이 요구된다. 

2) 연수자 중심의 교육운영 

교직은 전문직에 속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전문적 능력 

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전 생애 걸친 계속교육이 요구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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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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생이 

중심이 되는 토론학습， 탐구학습， 실험 치 실습학습， 창의적인 문제해결 학습 

동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의 학습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로 교재의 내용을 개선하고 계속교육의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적용하야 할 것이다. 

나.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연수 방법의 모색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교육의 모 

습도 새롭게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오늘날 정보 

의 복합적 처리와 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작용을 특정으로 하는 새로운 매체들 

이 등장함으로써 교육적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 

술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도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격교육에서 채택할 수 있는 

교수매체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이는 기존 원격교육에서의 교재와 학습자간의 

제한된 상호작용의 형태를 보완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쌍 

방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사회 교육적 영향력을 강화시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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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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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직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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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강의 질 제고와 연수여건의 개선 

현행 교원연수 실태를 보면 한 과목 또는 주제 당 2-3시간 정도의 교과목 

이 지나칠 정도로 다양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깊이 있는 연수가 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되며 구체적 

인 각론이나 방법론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 

고 주제들 명확히 하여 주제에 대한 갚이 있은 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사도 소위 저명인사보다는 관련 분양의 전문성을 가진 참신한 강시를 발굴· 

활용하며 특히 현직연수의 강사는 현장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 중에 

서 유능한 강사를 선발하여 교육현장과 실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의 

강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교원연수 지원체제의 확립 

1) 연수에 대한 단위 학교 경영자의 관심 제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학교 경영자의 관섬 분야나 관심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저출산 관련 연수에 대한 학교경영자의 확고한 신념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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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감대와 인식이 형성될 때 교사가 각종 연수에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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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청은 167~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대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뿐이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원국 소속에 저출산 대책팀을 구성하여 저출산 관련 ‘희망이 

즈’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고， 업무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책， 저출 

산 대책 기획단 우수사례， 희망이즈 평생학습 축제로 홍보， 미래학교 플랜 및 

학교 업지， 저출산 문제 ‘학교’가 희망이다 2뼈년도 고입 쌍둥이에 이어 3형 

제도 통일교 배정 동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저출 

산 대비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원 인사규정 

개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슬로건， 플래시 공모대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저출산 교육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저출산 대비 학교 

신설 및 학급 감축， 교원 수급계획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외의 교육 

청에서 저출산 관련 업무를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고，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이 

나 저출산 육아 문제 해결 실마리 홍보(인천광역시교육청) 등에서만 관심을 보 

이는 것으로 보인다(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이상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저출산 관련 인식 및 업무 체제를 개선하 

여 연수원의 저출산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도와 

주고 협조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바. 저출산 원격교육과 콘텐츠 개발 

교육과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정보기술을 포함한 첨단 테그놀로 

지를 사용하여 이전에 불가능했던 다양한 원격연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연수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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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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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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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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의 지원·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함은 물론이고 각 시·도 

교육연수원간의 지원·협조와 유기적 연계 하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지방교육연수원 및 대학 부설 연수원간에 저출산 

관련 현직연수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상호·교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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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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게 될 결혼 및 가족가치관으로 형성될 가능성 

이 크다 이런 까닭에 청소년의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출산력을 회복하 

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해서 친화적 인 가치관을 갖도 

록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것， 적절한 것， 좋 

은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 둥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이다. 이러한 가치는 인 

간， 사회에 따라 다양하며 개인적 가치관은 문화적 환경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가치관은 개개인마다 다르며(가치의 다양성) 한번 형성된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고(가치의 안정성) 가치에 따라 선택 행위를 할 때 갈동을 최소화 하 

려고 한다{가치의 책무성). 가치관은 가족요인， 성 요인， 사회적 환경 요인， 정부 

의 관련 정책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는 특정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을 올바른 시각이 

아니며， 청소년 개개인을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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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 

의 성과 연령 등에 따라 가치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 

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하여 결혼과 가족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청소년의 집단별·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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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과 같이 성인들과 어울려 생활한다. 따라서 

청소년은 성인 세대와 다양한 모습으로 가치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출산억제정 

책의 대상자였던 청소년의 부모세대들은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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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해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이 어떠한지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학생의 66.5%는 결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시 

보다는 농촌의 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결혼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 

하고 있다.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해서는 남자 27.4세 여자는 26.0세로 나타났 

다.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남자의 결혼 연령을 낮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 

년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는 나이를 먹을수록 취업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인식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학생 본인의 결혼에 대한 의사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결 

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간의 관계도 학생의 결혼 의 

사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부간과 부모와 본인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세상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향이 결혼 의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에 관한 일반적 태도 분석에서는 3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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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필수가 아닌 상황에 따른 선택이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마땅한 사람 

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전체의 73.6%가 찬성하였으며， 경 

제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혼을 미룰 수 있다는 견해도 전체의 73. 1% 

가 찬성하였다 2요인언 결혼이나 성과 관련된 진보적인 태도 분석에서 혼전 

성관계에서는 전체 69.1%가 반대하였으며， 그 비율은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 

다. 이혼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찬성보다는 반대의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3 

요인인 결혼에 대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태도 분석에서는 결혼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비율이 전체 72.9%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화되고， 

남학생의 경우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자녀에 대한 초·증등학생의 태도를 살펴보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75%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의향도 전체 83%가 자녀를 

갖고 싶다고 응답했다. 희망 자녀수로 2명 이하를 희망하는 경우는 도시지역 

학생들에게 많았고， 3명 이상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은 지역은 농촌이었다. 희 

망자녀수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생의 일반적 가치관별 희망 자녀수를 보면， 편안한 생활， 자유로운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지향할수록 다자녀를 희망하지 않으며， 화목한 가정이나 목표 

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학생의 경우 3명 또는 4명 

의 자녀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초·증등학생의 일반적 태도를 보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사랑한다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아 

버지나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키울 수 있다’라는 견해에 찬성 의견이 더 높 

게 나타났다 이 밖에 외국인과의 결혼， 입양 가족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안 

함’ 의견에 가까운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혈연 중심의 사고가 아직도 학생들 

에게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체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며， 조부모와 동거를 선호하고 

부모의 노후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 

러나 성인이 되었을 경우 핵가족으로 독립하거나 미혼인 상태가 증가하며， 부 

모 부양을 자녀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계속 감소한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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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치형성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 

거나 더욱 가족 친화적이거나 자녀 친화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 

할것이다.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란 가치관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을 의미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 구체적인 ‘가치’를 정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혼에 대하여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특정 7}치관을 청소년들이 갖도록 교 

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가족·출 

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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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그리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흔 및 가 

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노 

력과 별도로 단기적으로는 결혼과 가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의 가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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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료화하는 일는 미래의 삶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 

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에서는 결혼 및 자녀， 가족관련 내 

용에 오류를 수정하여 교육 현장에 반영하여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 

산을 회복하기 위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 교육의 실시를 

위해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저출산 관련 교원연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현 

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교원연수 방향으로는 교육과정과 교재 개 



결론 219 

발， 현직연수의 질 향상， 강의의 질제고 및 연수여건 개선， 교원연수 지원체제 

확립 그리고 저출산 원격교육과 콘텐츠 개발 그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 

육 연수원 기관간의 지원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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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학생용) 조사표 양식 

〔부록 2) 결혼·자녀·양성평등어1 관한 교육실태 조사 

(교사용) 조사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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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학생 본인과 가족애 관한 질운입니다. 

@ 해당란에 g를 해주세요. 

1. 학생은 남학생인가요l 여학생인가요? 

口@닝학생 口@여학생 

2. 약생의 명져|지애는 몇 명입니까'7 (악생 본인은 포힘아지 않음) 

구볕 "\\ 

형l오빠 | 드그 

누냐IOJ니 | 亡그 

닝동생 D 
여동생 l 도그 

Gf'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에는 모두 ‘0’ 명으로 기입해 주세요 

3. 학생 본인을 포힘야여 영져|지매 수가 어명다고 생각아세요? 

口@많음명이다 口@적닫펌이다 
口@적당뼈 口@모르겠다 

4 학생의 부모닝은 살아 계세요? 

口@모두영야껴앤다 

口 @ 어머니만 생。r 뺀다 

5‘ 학생의 어머니와 ot벼져는 이훌 쨌거나 별겨 충인가요? 

rii 열거란? 이흔하기 전에 따로 사는 경우톨 일합니다 

口 @ 。뼈지만 생。r 껴앤다 

口@모두안께샌다 

口@예 口(2) otLlQ 

口 @ 부모념 중 한볕만 생。r께시거냐 보두 만껴샌다 

6. 학생은 태어나서 초등딱교까지 준론 누가 학생을 키워주셨나요?(l가지만 응답해 추세요) 

口 @ 어머니앙 。뼈지가 함꺼 口 @ 어머니 
口 @ o~버지 口 @ 챈탤머Li(외할머니) 
口 @ 천형。뼈지(외형。뼈>::1) 口 @ 형져|빼 
口 @ 이웃 口 @ 도우DI o~주머니 

口@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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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의 아버지는 학교롤 어디까지 냐오었냐요? 

口@학교를단되t겼다 

口@종혁교 
口@대학교 

口@모르겠다 

8.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냐오셨나요? 

디@학교룰 g댐다 

口@충청파 

口@대학교 

口@모르겠다 

9.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으세요? 

口 φ 총학교 

口@대학교 

口@초흙파 
디@고등학교 
口@대학얻 
口@。뼈지가안께샌다 

口@조용헥교 

口@고짧교 

口@대학얻 

口@어머니가안계샌다 

디@고등학교 

口@대핵옆 

10. 연재 학생의 부모님은 든을 벌기 위때 일올 학고 계세요? 

口@두 발 모두 연을 6샌다 口@。뼈지받연 S씬다 

口@어머니만연 6샌다 口@두 분 모두연올핸앤다 

11. 학생은 연재 진힐머니(외휠머니) 또는 진할아버지(외혈이벼;>.1)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口@예 口(2) OtL\ 2 

12. 학생은 본인이 생각야기어1 집안형편이 어앵다고 생각야세요? 

口@매우장샤는멍이다 口@장샤는명이다 

口@보통때 口@못샤는멍이다 
口@매우 못샤는멸이다 口@모르겠다 

13. 학생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口@봉교 
口@천주교 

口@종교없음 

口@개샌교(기독교) 
口@기탁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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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다음은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입 니 다. 

14. 악생 본인과 부모닙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부모닙 충 안분만 겨|시는 학생도 용당쩨 주세요) 

口@매우 좋은뺀다 

口@보퉁이다 

口@매우 나쁜편이다 

口 @ 。뼈지와 어머니 모두 앤l샌다 

口@종을멍이다 

口@냐뽕편이다 

口 @ 종일>:1 냐뽕적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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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충을편이다 

口@냐쁜명이다 

口 @ 총g지 냐볕지 모르겠닥 

16 학생은 기측에 관한 다뿜 내용이| 대때 어맹게 생각쩌|요? 

구 발 
매우 대처l로 명로 천혀 

한생t양 챈얘t양 챈J킹，，~양 챈생깅}함 

1) 이버지냐 어머니가 혼착셔도 자녀를 켈 키을 수 댔다고 생각 흥κr 口 (j) 口@ 口@ 口@

2) 견흔하지 않。r도 자녀흘 ?t":1 수 잊다고 생각 한다 口@ 口@ 口@ 디@ 

3) 。↓。함 。101도 내가 낳은 자식과 흰! 애정용 갖고 장 키울 수 

잊다고생각호봐 口 (j) 口@ 口@ 口@
g 윌~Ol흐Z 다른 사람의 아이톨 데려다 키우는 것을 알합니다. 

4) 사명(부부 중 한 셔f령이 사망)이냐 이혼 후이|도 재혼올 해셔 
口@ 디@ 口@ 口@

셰 월올 시작하는 것이 총다고 생각 한다 

양) 녕녀가 샤량한다댄 ~흔하지 않고 항께 샤는 것도 괜쟁다고 
口 (j) 口@ 口@ 口@

생각한다 

6) 외국엔과 견혼해도 A냥관 없다고 생각헛κr 口 (j) 口@ 口@ 口@



234 

앙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빼당란에 g툴 빼주세요. 

혼δ| 챈부모와 향꺼l 샤는 :::>~쪽을 9!t:fr'덕댄 :::>~.쪽형태랴고 멜햄니다. 그려나 최근이|는 부모냉 충 

한 블하고맏 샤는 :::>r챔， 재혼 부모념과 행께 샤는 가쟁， 형적띠며틀끼리만 샤는 기정l 혈。t버지 

(할머니) 하고만 샤는 가정 퉁 다양한 가촉형태가 쟁쟁 늘어냐고 댔훨니다 

(@' 17번과 18번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7. 악생은 위의 글에서 설명야고 잊는 다{옆ηt측형태에 대때 어명께 생각야세요? 

口<DctCl짧 ?t쪽뻗H도。뺀I?網 
뺨g항끼;f>1Ct 

口 @ 행복과 툴õä.g ?t쪽 형태와 생핀없다 

디 @ 연댄책qp뺑| 。앤 갱우 뺑| 
못할끼;f> 1다 

口@모르겠다 

18‘ 학생은 다g반 가족형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랴고 생각야는지 끄댄맡 용답빼 주서|요. 

口 @ 부모냉의 병거이혼재혼이 I뽑뼈셔 디 @ 핵익 교륙융 외해 따로 생。야 6뼈 
口 @ 부모맴| 면않으시거냐 뺏 툴악껴셔 口 @ 부모댐| 딩뺑|로 쩌룡 툴불 수 없어서 
口@모르겠다 

다음은 악교에서 배운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19. 학교에서 가측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Z뻐l 배웠는지 몬둔 응답쩨 주세요， 

口@국어 口@도덕 
口@샤회 口@곽학 
口@기숭?댐(얘예 口@외국어(영머) 
디 @ 특整이냐 때행좀(교과 외 시캔 디 @ 키탁 과목 
口뺑배용적없다 

20. 가측에 관한 애용 중 어떤 애용을 배웠는^I 몬둔 응답때주서|요. 

디 <D ?t쪽의 소중함과 충요얘 口 (2J?쩍익 형뼈t:;>-'뽑l 역할 
口 @?쩍 의석주어| 관한 내용 口 @?댁 내 남녀 깐 역할명동 
口 @?택구생얻건의 켈등과 학해 口 @?t쪽곽 이웃의 관껴l 
口(1P택과앵1 ， 국?띄 관계 口@기탁 
口뺑배용잭없다 

21 ‘ 수업시:앤1 가측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악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끄댄맡 응답때 추세요 

口 @ 삭닝한 이。PI랴셔 지루햇다 口 @ 화목한 ?p쟁을 뱉어。뺏다고 생?껴&다 
口 @?f.족긴펙 7끓올 흰|륨껴l 곡북δ운 박옐 망게 되었다 디 @ 켈등 없는 이생적 ?생 널의기만 다루고 옛어 

현":!과 'à.101 다르다고 생각했다 

口 @ot무 생끽。1 만틀댔다 口 @ 기탁 

口@배운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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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g짧敏@짧뿔폰 결훌에 관한 질운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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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하는명이 종다 

口 @õ쩌않는껴|낫다 

2. 샤람들이 결혼을 한다연 몇 젤께 út는 것이 총다고 생끽@μ11요? (이나쩍 연령만 기입때 추세요) 

1) 밤亡E세 
2) 여착 ITJ 세 

3. 약생은 결혼에 대안 다음의 내용에 대에 어땅게 생각아세요? 

구 발 
매우 대쳐|로 '1톨 전혀 

한녕항 한생함 챈A엄R앙 챈A엄R앙 

1) 경혼g 기fOJ보다 가쪽견의 관계훌 댄져 생각ÕlfOtqfκr 口 <D 口@ 口@ 口@

2) 마땅한 생태를 댄나지 못õl댄 견혼올 팍 항 면요는 없다고 
口 <D 口@ 口@ 口@

생각 qfκ각 

3) 적당올 구하지 못하껴냐 안정옐 직장올 가지지 못히댄 
口@ 口@ 口@ 디@ 

경혼용 늦추겨냐 안할 수도 옛다고 생악 화딱 

나) 견혼생훨올 유져항 정도로 수。'JPI 총월ÕlfOt 경혼용 항 수 잊다고 
디 <D 口@ 口@ 디@ 

생각 qfκr 

t;) 내가 하고 녕g 공부냐 O~올 하기 입해 ~혼을 만 할 
口 <D 디@ 口@ 口@수도 있다고 생각 qfκr 

6) 독샌(혼작 샤는 갯의 삶올 충기기 밍해셔는 견혼용 안 할 
디@ 口@ 口@ 口@수도댔다고생각양H각 

~) 켠혼 생혈이 부탬스러우댄 경혼을 안 할 수도 댔다고 생각 훈싹 口 <D 口@ 口@ 口@

8) 경혼닫 보통 샤량들이 경흔히는 니01011 õlPt 핫떼고 생각 êï.1CI' 디 <D 口@ O@ 口@

9) 샤뀌는 샤항이 잊으댄 견혼음 그 샤형과 õlPt êï.1CI고 생각 êï.1CI' 口@ 口@ 口@ 디@ 

1 0)경흥과 관계없이 λ녕관계를 ?t:생 수 있다고 생각 핫따r 口 <D 디@ 口@ 口@

11)부부죠팩 경응을 ôH경빨 수 뽑!댄 이혼히는 께 면t고 쟁t êï.1CI' 口 <D 口@ 口@ 口@

12)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댔다고 생각 한다 口 <D 口@ 口@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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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본인은 결혼힐 생각이 있으세요? 

口 @ 경혼항 생각。l 잊다 口 @ 갱혼항 생?.j01 없다 口 @ 모르겠다 

5‘ 악생이 결혼을 안κ뻔 ‘결흘혈 샤람’ 의 초건으로 충요。i다고 생각Cf는 것을 보기에서 순서대로 윈댄E밴맡 

용탱n주세요‘ 

l 헛번째종요한것( l 두 날때1 중요한것( ) .서l 날때1 중요한것( 

< 보 기 >

<D외모 퉁 샌체적 조건 @ 건?J @ 적C갑(잭용 맺 잭~) 

@)?!，제력(소특， 채상 퉁) @연E엉 @학력 

(7)1;뻗(유탱안 헥교룰 니용 컷) @생격 @ 댄용"l'^t량 

@종교 @궁행 @ 형져14는외(당녕， 장녀 퉁) 

@i ?~:정함겸(부모냉1 형저| 맺 챈척 관계， 생장 배갱) 

@ 충샌지역(배우짜 쟁엔。l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 기탁 조건 

@ 조건 없다 @:캘훌항 생각。| 없거냐 :영혼할지 모르겠다 

fl'"，，~'.:l:?~~"'1~t끽잉l강 .?....:.Qit! .. 썼繼5짧1 

... ("\ 
、/→

‘ g 

다음은 자녁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샤람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딴다고 생각학세요? 

口@팍댔어야한다 

口@없어도생굉없다 

7, 학생은 앞으로 자녀를 둘 생각이세요? 

口@반드시 작녀를 가지고땀 

口 @ 명로 ?~:CI고 상지 뺨 

口@모르겠다 

8. 학생은 앞으로 맺 명의 자녀를 둘 생각이세요? 

口 @O명(쩌를툴뺑l 뺑口<D I명 

口@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냐올 것이다 

口@모르겠다 

口 @ 가능6맨 가지고 A와다 

口 @ 전허 가지고 J하지 않다 

口 @2명 口 @3명 

口@니명 口@땐이생 口@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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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이 자녀를 둔다면 콕 아들올 갖고 싱으세요? 

口 φ 。!I 口<zl Ot니g 口 @ 빽롱 을 생끽。| 없다 

10. 학생은 자녀를 둘 생각이 잃단옆， 가장 층요딴 이유가 무엇인지 끄댄맡 용답쩨추세요， 

口 @ 대률 이어야 해|ηr 口 @ 늙어셔(노웰1) 외환| 양::>1 입해셔 
口@ 놈어셔(노후어) 경져|적으로 의지항 수 댔으므로 口 @ 부부관계가 더욱 충。r지니까 
口 @ 자녀룡 키우는 것닫 삶의 종g한 가지이착 보령이니까 

口 @ 경혼햄 。101는 당연히 얘기는 것이니까 口 @ 부모녕툴 기쁘게 해 드리기 행써 

口@기탁 口@모르겠다 
口 뺑 자녀흘 흘 얘끽。l 없다(또는 경쟁δt"'l 됐다) 

11. 학생은 지녀를 툴 생각이 않단옆， 가장 충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견댄맡 응답째 추서|요. 

口 @ 지빽l 빼。짧d합 교육비가면l 을기 때믿11 口 @ 부부댄의 시칸과 행북이 출어드니까 
口 @ 내 연이1 천녕뼈 상어셔 口 @ 빽::>t 힘든 공부룡 6비| 되므로 
口 @ 작녀가 학교냐 사회에셔 뺑(쳐l맹)를 햄까 염려 되어셔 

口@부모녕을툴보는것이어려울것빨셔 口@기탁 

口@모르겠다 口@엮흘툴생PIC핸또는轉|됐핸 

12. 학생은 자녁에 대안 다음의 애용이| 대얘 어땅게 생각6써l요? 

구 분 
DH~ 대체로 병로 천혀 

잔생t앙 찬성행 챈영=t~양 챈A원R양 

1) 부모가 되는 것닫 엔생011셔 ::>t:t:1 있는 Opl랴고 생각 한다 口 <D 口@ 口@ 口@

2) 자녀를 냉이이헨 부부가 샤회적으로 댄정벌는다고 생각 ~κt 口 <D 口@ 口@ 口@

3) 작녀가 였으댄 부부판계가 더 총。r젠다고 생각 한다 口 <D 口@ 口@ 口@

4) 지녀가 있는 샤랑툴흘 노낸이l 연 외륭다고 생각 ~κr 口 <D 口@ 口@ 口@

';) 자녀가 있으댄 늙어셔(노후.010 경쩌{덕으굳 도용용 탤올 수 있다끄 
口 <D 口@ 口@ 口@

생각 ~κr 

b) 지녀를 통해 부모의 공흘 이루는 것일 바랑직 하다고 생각 한다 口 <D 口@ 디@ 口@

~) 쟁조펙 대훌 C갓기 일해 지녀롤 두는 것은 탱연히다고 생각 양봐 口 <D 口@ 口@ 디@ 

8) 작녀를 갖는 것g 샤회이|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 율κr 口 <D 口@ 口@ 口@

9) 자녀의 。홉도 중g하지만 부모의 人뽑。l 더 충.QelCt고 생각 양빠 口 <D 口@ 口@ 口@

1 0)자녀의 교~.g t칩틀더랴도 팔까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口 <D 디@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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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생은 학교에서 아이를 카우는 빙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 아이룰 키우능 방법이란? 흩산， 아이 톨보기. 교육 등을 맡합니다. 

口<D 011 口@。κ1잉 

디@에 

14. 약생은 남자가 아이롤 키우는 녕뻗에 대때 배워야 한다고 생각아세요? 

디 @Ot니오 

다음은 남녀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학생의 야벼지와 어머니는 가정 일을 서로 공명하게 나누어 야고 있다고 생각아세요? 

口@매우 그령다 

口@명로 그랭지않다 

口 @ 。뼈 "1 또는 어머니가 안껴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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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적으로 부부 증 누가 집안일(식사준비， 설겨지， 빨혜 등)을 때아 딴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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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반적으로 부부 증 누가 지녀를 올봐야 한다고 생각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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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충요한 일은 누가 결정때야 얀다고 생각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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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생은 부부의 역혈에 관안 다음의 애용에 대때 어명거| 생각야서|요? 

구 밭 
매우 다쩌|로 명로 
챈생함 챈얘함 챈생깃함 

1) 냉캘g 잭영융 가지고 。r내는 가정을 툴보는 ?FI 총다고 생각 q,!Ct 口 <D 口@ 口@

2) 맺벚이 벌부의 ~우011도 가쪽의 생계는 L냥펌이 잭염져。r tHκt고 
口 <D 口@ 口@

생각 tHκr 

3) 냉면도 아니1와 마한가지로 적녀를 켈 툴불 수 있다고 생각 tHκr 口@ 디@ 口 g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질운입 니 다. 

1. 학요에서 받은 성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프토 응답때추세요. 

口 @ 생녁:>1 구조， 。뺑 
(옐경， 몽쟁 

口 ~Ol햄1， 뱀게 혼천혈 口 @nl밍뺑 

口@밍샌， 중산 口 @ 미혼모， 엔공유상 口 @ 뺑， 대PI즈 

口@기탁 口 @ 성교륙올 벌g 적이 (없다 

2 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애용이 어느 정도 도용이 되었냐요? 

口@매우 도용이 되었다 口@약간도용이 되었다 口@보통이다 

전혀 

챈풍깃f앙 

口@

口@

口@

口 @ 병로 도용이 되지 。짧r 口 @ 전혀 도용。1 되:q 웹밤 口 @ 성교육을 탤딛 적。| 없다 

3‘ 학교어|서 받는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를 준론 어디에서 얻는지 끄깐l맡 응답해주서|요‘ 

口 @ 부모냐 챈댄척 口 @ 형져|끽<JH 口 @ 챈구냐 샌후배 

口 @ 비디2(CD ， DV이 口 @ 앤터넷(동햄) 口 @TV 

口@함1 ， 뺑 口@셔호j 종교단체(챙소년탄쳐1 ， 교효l 동) 

디@끼탁 디@없다 

4. 학생은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은 추로 어명게 째결히고 있는지 1가지만 응답에추세요‘ 
....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고민에 대해 응당해 주세요 

口 @ 부모짧앙 앙땀당 口 @ 혐뺑제x자빼ID뼈D 

口 @ 냥뱀당천밸딛7빼빠 생햄당 口 @ 챈구냐 션배와 땀 

口@엔터넷또는 PC 통샌 口@혼자해경 
口 @l ôH견6κl 못하고 댔다 口뺑 고댄한 적 없다 

口@학교샌생념과생당 

口@생교용관련책 

口@기탁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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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은 다음의 애용에 대때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매우 。r는 모르는 전혀 
구 발 

~'ltκ1 I원이다 멍이다 

1) 피밍맹댁에 대하여 연고 댔다 口 CD 口@ 口@ 口@) I 
2) 엔공유션의 부작용이l 대하여 C양고 있다 

口 CD 口@ 口@ 口@
.".밑골윤앨l렐 잉신한 경우 0101톨 냥지 뾰 일부러 없F는 것 

3) 생맹， OIPI3. c에탬 님얀쟁며| 디1히여 ~고 '1l다 口 CD 口@ 디@ 口@

4) 냉녀의 샌혜적 구조에 대하여 앨고 댔다 디 CD 口@ 口@ 口@

") 댐샌 맺 흉상과정에 대하여 양고 잊다 口 CD 口@ 口@ 口@

6. 학교에서 출소벼l 대한 내용은 어떤 시ζ뻐l 배웠는지 몬둔 응답해 추세요. 

口@국어 디@도덕 口@샤흥j 

口@과학 口@기슐7맴(얘과) 口@잉국어(영어) 

口 @ 특맹혈통。l냐 왜햄동(교과 외 시깐) 口 @ 기탁 과목 

口@배운적었다 

7. 출t뻐l 관한 내용올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준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끄댄맡 응답쩨주세요" 

口 @ 。운 내용이랴 지루하고 채미없다 빼
 빡
 

짜
‘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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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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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m빼
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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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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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口

口

口

口 @ 훌션과 륙。뼈| 대해 걱쟁하께 되었다 

口 @Or.무 생끽。| 안툴었다 

口@배훈적없다 

8. 약생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세요? 

口@반드시 지켜야함 

口@쩌면요7r 없다 

口 @ 지키지 않을 수도 댔다 口@가공적지켜야웹 

口@모르겠다 

9. 학생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결혼 전어|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학서|요? 

口@반드시 지켜야한다 口<ZJ 7탑적 지켜야한다 口@지키지않융수도잊다 

口@지켠 면요가없다 口@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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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은 「일반적으로 결혼아지 않은 낭여가 임신응 했다언 어명게 빼야 안다고 생각야서|요? 

口 <D'낳。IOf 뺨 口 @0101를 기룰 수 있는 갱우어|만 낳는다 

口@냉。r셔는안탠다 口@모르겠다 

11 학생은 지금 이성교제롤 하고 있나요? 

口 @ 현꽤 교저| 종이다 口 @ 교저함짙PI 잊으냐지공g 없다 口 @ 교제 한 적이 없다 

，、

) 다음은 뻔재 자녀를 적게 낳는 사회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앙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지하는 해당란에 g를 빼주세요. 

양으로 우랴깎엔구가 중어들 끼;!=>I랴고 뺨l다 이것은 우리니빡각:>f-뺨뼈 。101롤 낳지 않거냐 뿌l'용고 옛| 때문양l다 

'''-12번~번 문흥빼l 대해 응등때 주서l요 

12 야이를 적게 냥거나 냥지 않으려고 학는 Z않효온양의윤가 무엇이랴고 생각야서|요? 

口 <D 0101흘 키우는 연이 행들어셔 口 @ 늦딛 견혼으로 흥션의 시기흘 놓쳐셔 

口 @0101룡 교환|키는데 돈이 I뽕| 툴어서 口 @ 부모가 모두 연올 해야 하므로 

口 @ 빽한|우는 。뺀 엠DJPI고 닝져 않。써 口 @ 기탁 

13. 우리나라 인구가 출어들연 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야세요? 

口 @ 샤형틀 셔。에셔 챙올 6비냐 다툴 口 @ 냐쩍 힘이 q혜정 것이다 
연이 중어흘것이다 

口 @ 꽁õH:>t 훌어틀어 ilij적한 환갱에셔 μ @ 연할 샤령。| 충어틀어 여려 ?t"'l ~져Pt 
알 수 있올 것이다 생경 갯미다 

口 @ 식량과 주택 부측 닫젝가 해경 댈 것이다 口 @ 우리가 서당융 지공보다 밍。| 니야 할 껏?I다 

口@기타 

14. 찍생은 우리L뼈|서 0101를 적게 냥고 노인들이 밍ot"'l고 있는 연챔| 때n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口<D 011 口@어|모 

햄훌 랜뀐강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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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생은 아이를 적게 냥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올 때결하기 위때 국가가 무엇올 야고 있는지에 대애 
들어본 적이 있냐요? 

口@에 口@。떠오 

16 학생은 할아버지1 할머니와 같은 집에서 힘께 샤는 것에 대띠fl 어명계 생각야서|요? 
t§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학생도 웅답해 추세요 

디@매우 종올 것?딴 

口@싫올 것강ζt 

口@모르겠다 

口@총올 것경다 

口@매우싫을 것강다 

17. 학생의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주로 누가 률봐야 한다고 생각야세요? 

口 @ 부모녕 스스로 해견해야 함다 

口 @ 앵j냐 국가가 올봐야 한q-

口@가측。| 툴봐야웹 

口@모르겠다 

으C강-τπ 

힘툴~I만한문항도 
빠점없이 용댐해 주서l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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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치관에 관한 질운입니다. 

1.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환 
매우 대체로 명로 천혀 

챈얘t양 한얘t양 챈힘!함 향양감R양 

1) 닝착틀이 부역영용 하는 것은 보기이l 좋지 앙다 口 <D 口@ 口@ 口@

2) 정1 맴과 강일 왜안올 닝I연과 。r내 용똥 미롱으로 하는 것올 창녕한다 口@ 口@ 디@ 口@

3) 영거지냐 빵리\QI' 갤딛 쟁깐 C깅을 녕지앙 여자가 다 ?앙)1 ôHoi qJκr 口 <D 口@ 口@ 디@ 

니) 강엔의 대를 。l어가기 의해서 。r틀이 잊어。i qJκr 口 <D 口@ 口@ 口@

'5) o l'-/l2t 녕I던~x，암펙 모든 。펀| 대해매 똑경을 경덩괜왈 가져야 한다， 口 <D 口@ 口@ 口 @I

b) 여자는 샤C잉머| 관한 중대한 경쟁융 L냥"I'OJ-콩 당 내리지 못한다 口 <D 口@ 口@ 口 @I

η) l냥작는 7t.쪽익 생껴l룰 잭영"1끼 때문에 여자보다 얼긍을 더 뺑l 받。lOi 'ì!κr 口 <D 口@ 口@ 口@

8) 차생부릉이냐 북냐는 l냥자적얻보다 여자적얻이 하는 것이 어웅렌다 디 <D 口@ 口@ 口@

g) 여작가 I단셔·경사Qt 갚。| 냉작들이 주로 멜앙던 직영올 갖는더| 한성한다 口 <D 口@ 口@ 口@

1 0)녕자'7t 01짜 앙셔 딸객!셔 OJõt는 것일 바랑직하지 앙악 口 <D 口@ 口@ 口@

2 ‘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째 중요하다고 생각아세요? 

구 분 
매우 대체로 ~로 젠허 종요 

종요함 중.Q.ê양 홍요않함 앙행 

1) 편안한생훨 口 <D 口￠ 口@ 口@

2) 풍요로용 울정생혈 口 <D 口@ 口@ 口@

3) 더붕어 샤는삶 口 <D 口@ 口@ 口@

냐) 다흔 샤뽑11거l 면요한 샤랑 口@ 口@ 口@ 口@

팅)"1'유로분 생황 口 <D 口@ 口@ 口@

b) 댄 7.)<에 대한 샤<;t 口 <D 口@ 口@ 口@

미) 화목한 가정 口@ 口@ 口@ 口@ I 
8) 여가생활 口@ 口@ 口@ 口@ I 
g) 샤회적으로 댄정 벙는 것 口 <D 口@ 口@ 口 @ I 

1 0 ) 다혼 샤량틀어게 DJc정항 수 있는 힘 口 <D 口@ 口@ 口@ I 
11)목표를 당녕하고 A녕공하는 것 口@ 口@ 口@ 口@

@ 학맹 여러분| 고맙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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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어| 관한 궁금한 모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한국보건사획연구원 

연락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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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샤 

(교사용) 

악교구분 악교특성 억년 

口@초둥악교 
口@종악쿄 
口@고퉁악쿄(인문제 
口 @ 고풍악교(설업체) 

8 9 

교
 교
 햄
 

햄
 빽
 볍
 

@ 
@ 
@ 

口
口
口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샤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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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처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r결혼·자녀·양성평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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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해 주신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랩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웅답해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I 그 내용은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솔직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문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l 

훌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띠를 해 주세요. 

1.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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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폈1는기업뺑 

I CARD I 

I 01 I 

口@매우심각하다 디@심각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심각하지 않응 편이다 

口@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저출산 고렁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매우필요하다 口@펼요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저출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에서 출산이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필요하다 디@휠요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필요하지 않은 연이다 
口@전혀 필요하지 않다 

| 다음은 현재 출산(인구포함)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7 
질문입니다 l 

4. 현재 선생님께서는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口 @ 예(π 4-1번으로 가시오) 口 @ 아니오(0- 5번으로 가시외 

※ 4번 문항에서 @를 선택하신 문만 4-1에서 4얘까지 응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刀f? 

口

口@매우적절하다 口@적절한편이다 | 口
口@보통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연이다 

口@ 전혀 적절하지 않다 



248 

4-2.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적합하다 口@적함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합하지 않은 연이다 
口@전혀 적합하지 않다 

4-3.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口@보통이다 

口@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口 @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 

口 @ 반영하고 있지 않은 연이다 

4-4.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의 분랑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口@매우충분하다 口@충분한면이다 | 口
口@보통이다 口@부족한연이다 

口@매우부족하다 

4-5. 교과서의 출산(인구 포함)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적절하다 口@적절한면이다 | 口
口 @ 보흉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전혀 적절하지 않다 

4-6. 출산(인구 포함)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준록 무엇입니까? 

口 @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口 @ 수업에서 활용할 보초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口 @ 현실이나 교써 가치관과 다론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렵다 

口 @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口@기타 口@모르겠다 

口@애로사항이 없다 

口



「김읍은 가족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이모기 위한 실펴니다 I 

5. 현재 선생님께서는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口 @ 예(σ 되번으로 가세외 口 @ 아니오(<:r 6번으로 가세요) 

※ 5번 문항에서 c;::틀 선택하신 분만 5-1에서 5-6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 적절하다 
口@보통이다 
口@전혀 척결하지 않다 

口@적절한편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연이다 

5-2.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L..f까? 

口@매우적합하다 
口@보통이다 
디@ 전혀 적합하지 않다 

口@적함한편이다 
口 @ 척합하지 않은 편이다 

5-3.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口 @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 
口 @ 보통이다 口 @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5-4. 교과서에 제시된 기족 관련 내용의 분료101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쟁l하십I..wp. 

口@매우적절하다 
口@보통이다 
口@ 전혀 적철하지 않다 

口@적절한편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연이다 

5-5 교과서의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애우적절하다 
口@보퉁이다 
口@전혀 적절하지 않다 

口@적절한편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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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머 

口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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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가족에 관한 수업올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口 @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률 유발시키까 어렵다 l 口
口 @ 수업에서 활용할 보죠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口 @ 현실이나 교사의 쩨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7념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口 @ 채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口@기타 口@모르겠다 

口@애로사항이 없다 

| 다음은 향후 출산 및 가족 친화직 가지관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을 I 
개선하고자 할 떼 고려해야 달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I 

6. 학교교육에서 총사(이구 포학) 과혀 가치과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口 @국어 口 @ 도덕 口 @째 

口 @파학 口 @기술 .7댐(실패 口 @외국에영에 

口 @ 특별활동。싸재體동口 @ 기타 

7. 학교교육에서 카족 관련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쟁룹벼니까끼중복응답 가능) 

口 @국어 口 @도덕 口 @λ벼 

口 @파학 口 @기술 .7냉(실패 口 @외국어(영에 

口 @ 특별활동。따재짧동 口 @ 기타 

a 학교교육에서 춤사 치화적 가치과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뚫혁교저학년부터 0학년녕빽 

口@행쾌터 

口@품혁교뺑해 (4핸뺑 

口@고퉁학교뿜 

9. 학교교육에서 카족 ;':1화적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뚫학교뺀부터뺑뺑 口@초등학교고햄부터 뺀뺑 

口@짧돼 口@고풍웹부터 

많뀔 

많캠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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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인구 포함)에 관한 교확H용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깨 

口 @ 출산이 개인격 차원을 넘어 사회 국가와 관계가 있옴을 인식하도록 뺀다 | 口
口 @ 저출산의 원인，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 한다 

口 @ 현재의 교육내용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 
口 @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口 @기타 디@모르겠다 

11. 출신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하여 교육내용을 개선하고자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 @패간내뿜중복성올빼야뺨 | 口
口 @ 특갱 7t-채}랩되는總2함빡한다 

口 @ 학생들의 학습장l롤 유발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口 @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 

口 @기타 口@모르겠다 

12. 앞으로 출산 및 가족 친회쩍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꽤}환및 7쁨친빽내뿔잘 7념칠수있덮과연똘실시한다 | 口
口 @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죠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口 @ 재형짧 A반l나 특별휠동 시간 퉁 교과 외 활동에 척용할 수 있는 지화료훌 
개발하여 보급한다 

口 @ 출산 및 7팩 친화적 내용。l 당긴 독서 뾰자료를 개벌뼈 보랩 

口 @기타 口@묘겠다 

(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를 말이봐 위힘 질문입니다 l 
13. 현재 선생님께서는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口 @ 예(0' 13-1번으로 가셰퍼 口(2) (crαRD02의 1번문항묘 7씨외 

* 13번 문항에서 CfJ를 선택하신 분만 13-1에서 13-5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 선생님께서는 타기관이나 E태|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口

口@있다 디@없다 |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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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E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적절하다 口 @척절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 @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13-3. 교꾀서에 저|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흐습자으| 수준과 흥미에 적힘히다고 생킥하십L-17Jf? 

口 @매우적합하다 
口 @보통이다 
口 @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口 @적합한편이다 
口 @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13-4.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口 @매우펼요하다 口 @필요한편이다 | 口
口 @보통이다 口 @필요하지 않다 
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5. 성교육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口 @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롤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口 @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口 @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口 @ 성에 관한 태도나 쩨관올 채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口 @기타 口 @모르겠다 

口 @애로사항이 없다 

口



l 다음은 일반적 기치 측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아래에 제시한 가치틀을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를 거부핸땐 1점울 궐2.p;i시고. 그 7까|기 중요없| 않I땐 2점 극히 중요ζ땐 9점으로 

볕댄 선생님은 이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거부하는 중요하지 중요합 매우 극히 

가치잉 않용 중요함 중요합 

1 2 3 4 5 6 7 8 9 

1.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치 접 수 

1) 평퉁 (모두에게 기회가 퉁퉁함) 

2) 사회적 권력 (타인에 대한 통제， 지배) 

3) 자유 (행동과 사고의 자유) 

4) 사회적 인정 (다른 사랍들로부터 인갱과 존경율 받는 것) 

5) 권위 (다른 사랍올 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 

6) 사회 정의 (불의를 바로 참읍， 약자를 보살핍) 

끼 독립성 (자기 자신을 믿음， 자족적임) 

8) 야망 있옴 (무엇올 이루고자 갈망하고 열심히 일함) 

9) 마음이 넓옴 (나와는 다른 사장이나 신념에 대해 관대합) 

1이환경보호 (자연을 보존하기) 

11)정직 (거짓 없옴， 진실함) 

1지도웅이 됨(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 

13)성공 (목표률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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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앙성평듬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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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口@ 口@ 口@

끽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연과 아내 공동 이름으혹 
口@ 口@ 口@ 口@

하는것올찬성한다 

3) 셜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용 남자와 여자가 
디@ 디@ 口@ 口@

다같이 해야 한다 

4) 집안의 대를 이어7t7] 위해셔 。1들이 있어야 한다 口@ 口@ 口@ 디@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口@ 口@ 口@ 口@

결갱권을 가져야 한다 

6) 학교어1서는 학생들에게 닙녀평동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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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口@ 口@ 口@

9) 학교를 통솔하는 교장， 교감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디 <D 口@ 디@ 口@

1이여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학하도록 
口@ 口@ 口@ 口@

권장해야 한다 
11)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口 <D 口@ 口@ 口@
잘 내리지 못한다 

1끽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 
口 <D 口@ 口@ 口@

보다r 월급올 더 많이 받아야 한다 
13)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口@ 디@ 口@ 디@ 
하는 것이 어울린다 

14)여자가 판 · 검사와 같이 냥자들이 주로 맡았던 
口@ 口@ 口@ 口@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15)납차가 예상사밑에서 일핸 것은 뼈직책l 않다 口@ 口@ 口@ 口@

16)남학생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口 <D 口@ 口@ 口@

여학생은 좋지 않다 
1끼여자는 사귀는 남자보다 더 똑똑해 보이지 

口@ 口@ 口@ 디@] 않는 것이 좋다 

18)더많은여자들이정치에참여해야한다 口@ 口@ 口@

19)여자가 욕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디 <D 口@ 口@ 디@ 

남자보다 더 보기 좋지 않다 

20)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口@ 디@ 口@ 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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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걸흔에 관한 질문입니다 I 

3 선생님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口 @반드λ! 해야한다 口 @핸연。1 좋다 

口 @해도좋고혜않P보좋다 口 @하지않는게낫다 

口 @모르겠다 

4. 선생님은 사람들이 결흔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D .. <\링핸 A뺨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해 口 @ 정신적 안정을 찾71 위해서 
口 @ 자녀를 갖기 위해서 口 @ 부모의 가정에서 독립하71 위해서 -

口 @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口 @ 사회의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口 @부모가원하기 때문에 口 @기타 
口 @모르겠다 

5. 선생님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1) 남자: 도D 세 
2) 여자 [I]세 

6. 선생님은 남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그렇다 口 @그렇다 口 @보통。1다 
口 @얘다 口 @전혀。매다 口 @모르겠다 

7. 선생님은 여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그렇다 口 @그렇다 口 @보통이다 
口 @아니다 口 @전혀얘다 口 @모르겠다 

| 다음은 결렴활과 직장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 
8.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 직장 일과 가정 일을 하면서 겪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口 @자녀 양육 시간의 부족 

口 @부부간의 대화시간부족 

디 @ 직장에서의 눈치와 불이익 

口 @직장일과 7얘 일의 이중부담 

口 @ 직장 일에 전념하71 어려움 

口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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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적으로 자녀 출산 때문에 직장생활을 그만 두어야 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포기하시겠슴니ηf? 

口@환 口@직장 口@끈겠다 | 口
10 일반적으로 교직이라는 특성이 다른 직업보다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그렇다 口 @그렇다 口 @보향1다 | 머 
口 @。써다 口 @전혀。써다 口 @모르겠다 

꿇글교}펴략월} • •. 
11 결혼을 한 부부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디 @ 매우 그렇다 (0" 11-1번묘 가세외 口 @ 대체로 그렇다 (cr 11-1번앨 7뻐 1 口
口 @o써다 (，.，. 11깅번으로 7써벼) 口 @ 전혀 얘다 (0- 11-2번으로 7써외 

口 @모르겠다 
@생을 선택하신 경우 'CPfI) 00' 의 1번으로 가세요 

※ 11 번 문항에서 CD.@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립니다. 

11.1. 자녀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口 @ 부부의 유해를챔썩 주기 때문。따口 @ 노후에 의지가 되7] 때문이다 

口 @ 보살피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口 @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이다 

口 @ 생의 의용을 주7] 때문이다 口 @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口 @ 부모가 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口 @기타 

혔 11번 문황에서 (3).(4)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자녀를 두지 않는 가장 중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口 @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7] 때문이다 
口 @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돼까 
口 @내 일에 전념하고싶어서 
口 @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口 @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벌를 당할까 염려 되어서 
디 @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써 
口 @기타 

E口

口



「꿇은 선샘님의 일뺀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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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口 @낭자 口 @여자 | 口
2. 선생님의 담당 교과는 무엇입니까지중 고등학교 교사만 응답해 주세요) 

口 @ 국어 디 @ 도덕 口 @ 사회 | 口
口 @과학 口 @ 기술 가정 口 @외국어(영어) 
口 @ 기타 口 @ 비해당(초풍학교 교사) 

3.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몇 년 되셨습니까? 

)년 

4. 선생님께서는 출산 경험이 있으십니까?(남자 선생님의 경우 배우자) 

口 @ 있다 (π 4-1번￡로 가세요) 口 @ 없다 (cr 5번으로 가세요) 

※ 4번 문항에서 (j)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선생님 자녀의 준 앙육 형태는 무엇입니까? 

口 @본인 및 배우자 口 @ 친인척 口 @육。}도우미 
口 @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 유치원 퉁) 口 @ 기타 

5. 선생님께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떻게 해야 효!Cf.고 생각하십니까? 

口 @ 출산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口 @ 출산은 개인。1 선택할 문제이7) 때문에 국가가 개입원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 

口 @기타 口@모르겠다 

6. 가족 형태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기능) 

口 @ 매체를 통해 가족형태(한 부모 7냉 재혼 7냉 됨에 많은 변화7t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다 

口 @ 대챔7빼}생계맨고 해뼈도 기훤 전형적인 7쁨 형태가 바람직 따고 본다 

口 @ 변화원 7똑 형태에 대한 편견올 H내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랍들에게도 샌 전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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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