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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시대를 맞이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 

소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되는 많은 문제 중 교육 경쟁력 

약화 현상은 향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적 접근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 

족 친화적 가치관을 고양시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 

록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 

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관련성이 

높은 초중등학교의 도덕， 사회 및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출산·가족 친 

화적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 

로 실질적인 교수 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도자료는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관련 교과 

시간이나 특별활동，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를 개발하는데 교과 선생님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에 동참하여 지도 자료를 개발해 주신 서울 성수초등학 

교의 김희아·오수진， 서울여자중학교 김영은， 서연중학교 김선민， 성산중학교 



김정순， 인수중학교 최영전， 서울 신일고동학교 정수환·황재성 선생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본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연구진에게도 노고를 치하한다. 

2006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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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of Curricula for Development of Birth and 

Family Friendly Valu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o tac업egr뼈ng 뼈ld of a맹핑 S띠며I aI띠 low birth rate, it is imJntant for. the 

y어펴1 to have 뼈tive 빼빼 10w빼 mnriage aI피 뼈1 by encoura醒 them to avoid 

eJQα없ve iIxlividual y，머ues aI떠 qαn:te fi때버y 쩌lues. fuir핑 the comse, 양1001 때lCation 

plays a αitical role, 업næ oæ USl때ly 細ts to 빠ach 쩌lues 10 farr버y 뼈 corrmmity in 

el없g빼 sclrol 뼈 뼈dsupres띠빼lity fcπ s띠얹Y in till뼈le aI닙 hi양1 sclrols. 

m 뻐s regards, this study 빼yzed 뼈lcation αmt따s related to f:때피y v:때없 md 

birth fO\md in elementary md mi뼈le schools, such as 많llCS， Social Stu이않， Home 

Eccmomics md other contents rela때， 뻐따19 to fu띠 Iπ'Oblems in due 때Jl'Se， come up 

with in따'Ovements md ultimately to develop suæ때1뼈1 t않C뻐19 ma따ials. 

To build up a theoretical framework, we flISt surveyed status and causes of the 

ongoing trend of aging pop띠ation and low bi펴1 rate and sugg않t때 items to t않ch 

andways to Ìnlprove teaching materials in elementary and hi회ler sch∞，ls in line 

with the ongoing trend. We 떠50 indulged the meaning of educating values in 

school 뻐d inv1않tigat떠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it. 

Second, we interviewed teachers in sch。이s to ÍÌIld out status and contents of 

fru띠ly friendly education and conducted related 왜rvey， that enabled us to ft때ler 

identi다I the status of frunily fri히ldly education md come up. with suggestions to 

Ìnlprove t，않C비ng materials. 

Last, based on what is found above, we scrutinized textbooks of Ethics, Social 

Studies md Home Economics of grade 5 to 10 to ÍÌIld out contents that affects 

students to form an attitude towards farrrily and b따h and suggested ways to 

Ìnlprove education that hel뼈 to build up frunily friendly attitude. We also 않t 

direction and stan없rd of how to develop teac비ng material differently for each 



grades and su피ects， s'o that eve:η grad않 뼈s different sources f'Or 麻않:nt su비ects. 

When it comes t'O elementary school, we devel'O뼈 t않C뼈19 materials for 많따 

in a way that f'Orms f:뻐피y and birth fri밍1dly attitude by pic뼈19 up themes 

inclu때19 rl않:pect 'Of life and fl야밍veness and understan빼19 between f:뻐피y members. 

F'Or Social Stu이es， materials were designed that allo뼈 Stul떠1ts t'O naturally recognize 

Iπoblems inv'Olving l'Ow birth rate by focusing on Iπoblems f'Oll'Owed by population 

increase anddeσ많se. In H'Ome 당on'Omics， we focused 'On vari'Ous f'Orms 'Of fan피ies 

and roles 'Of each fal띠ly members that is t'O help students. embrace v때'OUS forms 'Of 

f때ùlies with'Out preju배ce and unders뻐1d roles 'Of each fan피y mem밟. 

Fcπ 많llCS in middle school, themes incl뼈ing ethics in fanrily, h'Ow t'O think 

r짧onably and conclude ri양rtw따1 solving conflicts and problems, h'Ow t'O behave t'O 

manage happy h'Ouseh'Old, preci'Ousness 'Of life, h'Ow t'O build future tì뻐피y and 

m피앉standing my family were selected that helps students t'O build up pro-attitude for 

fanrily and birth. In 뼈rtic띠;π， we put substant퍼1 stress 'On intema1 gro뼈1 'Of 해ldents 

by 여뻐ly stressing on recognition, emotion. and behavi'Our 'Of moral 없lSiti꺼ty， m'Oral 

cαlSideration 뻐dm뼈1 behavi'Our with vari'Ous experiences and alαi띠.ties. 

F'Or Soci떠 Stu뼈 in mid빼e school, t않ching materi때s were dev1바0뼈 in a way 

that str않ses 'Out c'Ognitive side 'Of learning. ππ'Ough sn때1 gr'Oup acti뼈es 'Of each 

stuφ， su에ect， stu뼈1ts were naturally encourag뼈 t'O a때띠re such majcπ concepts 

used in Soci'Ol'Ogy, Ec'On'Omics and P'Olitics as a proc않s 'Of populati'On change, social 

security net, desσuction 'Of f:뻐피y， law and soci따 system 

Duri1핑 많re F.ccr뼈nics 뼈ssin n:n!뼈e 해rol，stt.뼈lÌS 뼈e subject t'O 때1ize 얘lat 

tæy have lean빼 in horre 뼈 때ss int'O every없y life 빼Jef than sttxly tl없ies. CÀl ili따 

JlIl1Xlìe, \\e 따relφ 띠ili 5 subjects t'O leam, incl빼핑 따restic vi'Ol없없 corrmmiα퍼m 

밟찌많1 따영lÌS al펴 뼈ldr없， OOW t'O ca따어 뼈rest'Occm.m:뼈α1， OOW t'O ca않1없 a life 

plan 떼rofom뺑 a f:뻐퍼yal피 m빼$빼19 roles 'Of being 따ents. It airn; t'O a피 해빼lÌS 

뼈dtφ pro-뼈1 뼈 pro-때nily 없titt없 for 뼈rrelVi않 아， '0뼈ng them a chaoce t'O solve 

{XCbl때:s tllat is likely t'O lla빠rn t'O anyone in frunily life. 



국문초록 

저출산·고령화 사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휩}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고양시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 

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 

되는 중고등학교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시 

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 

인 초중등학교의 도덕， 사회， 및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출산·가족 친화 

적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 

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수 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 현 

상의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초·중등 교육의 과제 

및 개선뺨f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에서의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의미를 팀젝하 

고， 학교교육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치관 형성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초·중등 

학교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초중등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 실태와 출산·가 

족 친화적 교육내용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교육내용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의 도덕과， 사회과， 가정과(실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출산 및 가족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내용 탐색하였으며，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급별로 해당 



교과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 각 학교급 및 해당 

교과별로 출산· 가족 친화적 내용을 담은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도덕과는 초등학생들에게 출산·가족 친화적 7}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서 생명존중과 가족 간의 용서와 이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 자료를 개발 

하였으며，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인구 증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 

으로 초등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다양한 

기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초동학생들이 최 

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편견 없이 대하며 가족 구성 

원들의 역할을 알고 서로 돕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중등학교 도덕과는 우리 사회에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서 가정생활의 도덕，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 행복한 가정생활의 자세，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 가정 설계， 우리 가족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사고력， 도덕적 

행동 등 인지， 감정， 행동 영역에서 고른 활동을 두어 도덕적 성장에 기여하려 

고 하였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의 내변화를 시도하였다 

중등학교 사회과는 인지적인 측면의 학습 목표를 강조하여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별 학습 요소들에 대한 소그룹별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이 자연스럽게 인구 변동의 과정， 사회 안전망， 가족 해체 현상 등 주로 사회 

학， 경제학， 정책학 등에서 축적되고 있는 중요 개념들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 

되고 있는 법/제도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중등학교 가정과는 남녀 학생들에게 가족생활에 대한 이론의 학습보다 가정 

과 수업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실제 가정생활에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 

제로 가정 폭력，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소비 욕구 조절하기， 가정 

형성기의 생활 설계， 부모 됨의 의미와 역할 등 다섯 가지로 선정하여 개발하 

였다. 가정생활을 해 나가면서 누구나 해결해야하는 문제 상황을 실천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출산·가족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약 

제1장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口 연구의 배경 

O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감소현상은 사회， 경제， 문화 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읍.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시대를 맞이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 

O 우리나빼서 저출산·고령화로 。비되는 많은 문제 중 특히， 경쟁력 팩는 교육 

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향후 교웹1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음. 

口 연구의 목적 

O 저출산·고령화 사회 상황을 개선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 

로는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고양시 

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유 

도하는 것이 중요함 

O 가치관의 변화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접근을 통해 시도될 수 있 

으나 특히 학교교육을 통한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 

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고등학교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 

화적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O 초·중등학생이 출산·가족에 대한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가치관 교육을 실시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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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고 보고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인 

초중등학교의 도덕， 사회， 및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출산·가족 친화 

적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교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 

으로 실질적인 교수 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 

口 선행 연구분석 

O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 현상의 원인 및 실 

태를 분석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초· 중등 교육의 과제 및 개선 

뺨을 제시하였음. 또한 학교교왜서의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의미를 탐색하 

고， 초· 중등 교와II서의 출산·가족 친화적 71'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口 실태분석 

O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초중등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 실태와 출산· 

가족 친화적 교육내용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을 실시하였음. 

O 이를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교육내 

용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口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 

O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초동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의 도덕과， 사회과， 가정과(실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출산 및 가족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내용을 탐색 

하였으며，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O 각 학교급별로 해당 교과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 각 학교급 및 해당 교과별로 출산 가족 친화적 내용을 담은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음 



요약 21 

3. 연구 방법 

디문헌분석 

O 저출산 고령화 사회 현상의 원인과 실태， 초 중등 교육의 출산 가족 친 

화적 가치관 형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O 초· 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도덕과， 사회과， 가정(실)과) 

口 전문가협의회 

O 연구결과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口설문조사 

O 초중등학교의 출산·가족 친화적 교육 실태 파악을 위해 초·중등학교 

학생용 및 교사용 질문지 개발· 실시 

口 교수학습 지도 자료 및 지도 지침서 개발 

O 초· 중등 도덕과， 사회과， 가정과(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중 출 

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내용 추출 및 문제점 분석 

O 추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 

제2장 이론적 배경 

口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교육 

O 우리나의 경우에는 2뼈년에 이미 유래 없는 1.16명의 출산율을 념어서 2005 

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심각한 현상임. 

O 이는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구대체 

율 2.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인 

1.60명(2002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임. 

O 출산율은 사회통념， 풍습， 관습 등과 관련이 있으며， 취업여성의 증7}，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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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관습의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동F는 경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에 

머물수밖에 없음. 

O 일-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O 국가적 대응 노력에는 여성의 자아실현 추구와 결혼·출산·양육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의 

식 개혁， 사회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이렇듯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 대책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O 또한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 

O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국 

가적인 추진 체계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범국가적 홍보 강 

화에 따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이 

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口 초·중등 교육에서의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O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치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다 

양한 가치 중에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무 

엇인지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가치교육은 가치 습득 및 내면화와 가 

치 판단 능력의 신장이라는 두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입장을 통합하고자 하였음 

O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목적을 왕석순， 전미경 

(21뼈)이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생애 설 

계교육’이라고 설정한 것에 따르고자 하였음.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 



요약 23 

비한 교육의 하위 목표는 ‘개인의 삶과 사회 및 국가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과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 함양’， ‘결혼， 출산， 7}족， 가정 

생활，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의식 함양’， ‘다양성과 양성평등 및 생애주기 

에 대한 이해 및 가치의식 함양’으로 설정하였음. 

O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 

육의 목표도 위에 설정한 교육 목적과 목표를 지힘}여 출산·가족 관련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고려하여 올바 

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였을 때와 하지 못했을 때의 미래 사회를 예측하 

며，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촉발시킨 여러 가지 사회제도， 고용제도 

및 문화， 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인식을 바탕 

으로 출산， 가족 관련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 

력을 형성하도록 하였음. 

O 본 연구에서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을 저출산·고령화 사회 

를 대비한 교육의 한 방안이자 책무로 규정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 

비한 교육 목표를 지향하고자 하였음 또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 

성 교육 내용의 구성 방향은 가족 친화적 가치나 양성평등의 실천， 다양 

성의 이해와 같은 가치에 대한 습득 및 내면화와 가치 대립 상황에서 올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치판단 능력의 신장을 지향하고자 하였으며， 

학교교육에서의 실천 방안은 교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 

교 1학년까지의 도덕， 사회， 가정(실과)과의 교과 내용으로 다루었음 

제3장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학교교육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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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학생 설문 

O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북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국력이 약화되거나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O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학생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학생보다 약간 많았지만， 연령이 어리다거나 양부모님이 

모두 생존하는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냄. 

O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부모의 별거·이혼·재혼을 선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 가정이나 양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높았는데 학생의 가족구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o 7팩 내용을 배운 시간으로는 도덕， 기술·가정(실패과 사회가 7냉 많。1 선택됨 

O 가족 관련 내용을 학습한 후， 학생들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 

각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상당수 학생은 갈등 

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다르다거나 식상한 이 

야기라서 지루했다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평가 비율도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과 관련한 학 

습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口교사설문 

O 거의 모든 교사들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 

며 이 문제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O 더 나아가 교사들은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며 강화되어 

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인식경향은 교직경력이 길수 

록， 출산경험이 있을수록 강하게 나타났음 

O 출산 관련 학교교육 실태에서는 전체 교사 중 절반μ7%) 정도가 출산 관 

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교사들은 보조 지도 자료 

의 부족과 진부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요약 25 

O 가족 관련 학교교육 실태에서는 절반 이상(53.9%) 교사가 가족 관련 내용 

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출산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 

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성 및 현 

실성 반영，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에서 긍정 

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우세하였음. 

O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향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가 

치관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나타남. 

제4장 출산 가족 친회적 7}，치관 관련 교육내용 뿐1 및 개선 방안 

현행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출산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집중적 

으로 다룰 수 있는 교과를 도덕과， 사회과 및 가정과(실과)로 보고 교과별로 교 

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口도덕과 

O 초등학교 도덕과에서는 남성의 역할이나 여성의 역할과 같이 고정관념을 

제거하고자 하며， 가족의 화목이라는 가치 역시 지식보다는 내면화에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임. 특히 한부모 가족이나 입양가족， 미흔가족， 조손가 

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장애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함양해야 함. 

O 중등학교 도덕과에서는 가족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갈등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신장하고 건강한 기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태도와 실천의지를 길러야 함. 또한 전통도덕에서 강조하는 도리와 

생명존중 사상을 익히고 가정생활이 모든 공동체의 기본임을 인식해야 함. 



26 

口사회과 

O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대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사회구조를 

탐구함으로써 시급한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 

색하는 방식의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 

관을 함양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O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검토하고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을 기를 수 있는 내용요소를 적절히 배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야 할 것임. 

O 중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교 

발생 원인을 이해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口 가정과(실과) 

O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양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의 평 

등모텔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기 이전에 장기적인 계획과 경제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치관 교육을 실시해야 함. 

O 중등학교 가정에서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의 기본능력을 함양하고 
관련 기술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변화되어야 함. 특히 결혼과 육아과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맞벌이 부 

부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펼요가 있으며 행복한 가정 

을 위해 가족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나 친밀감 형성이 전제되어야 함 

을 강조하는 교육이 요구됨. 

제 5장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수 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 

하여 제시하였음 



요약 27 

口초등학교 

O 초등학교 도덕과는 초둥학생들에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명존중과 가족 간의 용서와 이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 

자료를개발하였음. 

O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인구 증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 

로 초등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대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음. 

O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의 형 

태를 인정하고 편견 없이 대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알고 서로 돕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음. 

口중등학교 

O 중등학교 도덕과는 우리 사회에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서 가정생활의 도덕，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 

과 판단력， 행복한 가정생활의 자세，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 가정 설계， 우리 

기족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음. 

O 중등학교 사회과는 인지적인 측면의 학습 목표를 강조하여 개별 학습 요 

소들에 대한 소그룹별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구 변동 

의 과정， 사회 안전망， 가족 해체 현상 등 주로 사회학， 경제학， 정책학 등 

에서 축적되고 있는 중요 개념들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법/제 

도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O 중동학교 가정과는 남녀 학생들에게 가족생활에 대한 이론의 학습보다 가 

정과 수업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실제 가정생활에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가정 폭력，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소비 욕구 조 

절하기， 가정형성기의 생활 설계， 부모 됨의 의미와 역할 등 다섯 가지로 

선정하여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음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감소현상은 사회， 경제， 문화 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 

으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시대를 맞이하여 이로 인 

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사람이 주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저출 

산·고령화로 야기되는 많은 문제 중 특히， 경쟁력 약화는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향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교육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활용， 교 

원 수급， 학교와 학생 수 증가 등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수립，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출산 기피 현상을 야기하는 원언을 방지함으 

로써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인식을 갖도록 변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출산·고령화 사회 상황을 개선하는데 가장 근본적이 

고 효율적인 방법인 교육적 접근은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고양시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적 접근을 통해 시도될 수 있으나 특히 학교교육을 통한 개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가족계획 방법이 교육을 많이 받은 층에서 먼 

저 받아들여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점차 교육이 낮은 집단으로 침 

투해 들어간 바 있다는 사실(이해영 · 권태환， 1978)로 미루어 볼 때도， 출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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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관련 지식이나 행동을 

함양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고등학교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 

화적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초·중등학생이 출산·가족에 대한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가치관 교육을 실시동F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인 초·중동 

학교의 도덕， 사회 및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출산· 가족 친화적 관련 내 

용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수 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 내용 

가. 연구의 이론적 기초 정립 

i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의 원인 및 실태 분석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초·중등 교육의 과제 및 개선방안 제시 

- 학교교육에서의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의미 

- 초·중등 교육에서의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 교육의 방향 

나.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분석 

- 초·중등학교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초·중등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 실 

태와 출산· 가족 친화적 교육내용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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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개발하고실시함 

- 초중등학교 학생용 설문지 

- 초·중등학교에서의 출산·가족 관련 교육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출산·가족 관련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조사 

- 초·중등학생들의 인구감소， 가족의 형태 변화에 대한 인식 분석 

- 초·중등학교 교사용 설문지 

-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저출산·고령화 사회현상에 대한 의식과 이 

에 따른 학교교육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출산·가족관련 교육 실태 및 교육의 수준， 교 

육 내용의 적합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조사 

-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교육내용 개선 방 

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다.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교육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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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검토 

i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을 위한 분석 모형의 정립 

i 초·중등학교 도덕， 사회， 가정과(실과) 교육과정의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 

관 형성과 관련한 내용 및 문제점 분석 

i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도덕과， 사회과， 가정과(실 

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출산 및 가족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내용 탐색 

-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도덕과， 사회과， 가정과(실 

과)에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안 제시 

라. 출산·가족 친호}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 

i 각 학교급별로 해당 교과의 교춰습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설정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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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중등학교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적절한 교과와 대상 학교급을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개발함 

- 대상 교과는 초· 중등 도덕과， 사회과， 가정과(실과)임. 

-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임 

i 각 학교급 및 해당 교과별로 출산· 가족 친화적 내용을 담은 교수-학습 지 

도자료개발 

마.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 3절 연구방법 

1. 문헌 분석 

-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의 원인과 실태， 초·중등 교육의 출산·가족 친 

화적 가치관 형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i 초· 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도덕과， 사회과， 가정과(실과)) 

2. 전문가 협의회 

- 연구결과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통 

한의견수렴 

-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 

- 초·중등 교육에서의 출산·기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실태 및 교육 

방향수립 

-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체제 및 구성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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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조사 

- 초중등학교의 출산·가족 친화적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중등학 

교 학생용과 교사용 질문지를 개발하고 의견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대상 

〈표 1-1> 설문조사 대상 

항목 구분 
학생 교사 

사례수 % 사례수 % 
대도시 5,068 45.0 555 48.9 

지역별 중소도시 4,729 42.0 450 39.6 
농촌지역 1,453 12.9 131 11.5 
초등학교 1,897 16.9 195 17.2 

학교급별 중학교 4,502 때.0 455 때.1 

고등학교 4,851 43.1 486 42.8 
남 5,866 52.1 467 41.1 

성별 녀 5,374 47.8 668 58.8 
Tn--oE「r김i 10 0.1 0.1 

합계 11,250 100.0 1,136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동 7}:*]관 조사J ， 2006. 

- 설문조사내용 
- 학생용 조사내용 

• 가족형태 변화에 대한 인식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생각， 다 

양한 가족형태 발생 이유 

• 가족 관련 교육실태 분석 - 가족 관련 교과， 가족 관련 학습 내 

용， 가족 관련 학습 후 생각의 변화 

• 출산 관련 교육실태 분석 - 출산 관련 교과， 출산 관련 학습 후 

생각의 변화 

·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에 관한 인식 - 저출산 발생 이유， 인 

구감소에 대한 학생 반응 분석 

- 교사용 조사내용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교사인식 분석 - 저출산고령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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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제 심각성，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 내용 개선 

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사회 가치관 교육 강화의 필요성 

• 출산(인구포함) 관련 교육 실태 분석 및 요구 조사 - 출산 관련 

내용 포함 여부，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출산 내용의 학습 

자 흥미 적합성， 출산 관련 소재의 타당성， 출산 관련 내용 분 

량의 적절성， 출산 관련 내용의 사진， 삽화， 도표 내용의 적절 

성， 출산 수업시 애로사항 

• 가족 관련 교육 실태 분석 및 요구 조사 - 가족 관련 내용 교 

육 유무， 가족 관련 내용의 적절성， 가족 관련 내용의 학습자 

흥미 적합성， 가족 관련 소재의 타당성， 가족 관련 내용 분량의 

적절성， 가족 관련 내용의 적절성， 가족 관련 수업시 애로사항 

- 학생용 

• 빈도분석을 이용한 전체 반응 분석 

• 교차분석이나 MANOVA를 이용한 학교급， 학교소재지， 성별에 

따른 반응차이 분석 

-교사용 

• 빈도분석을 이용한 전체 반응 분석 

• 교차분석이나 MANOVA를 이용한 학교급， 학교소재지， 성별， 관 

련 교과여부， 출산경험 여부 등에 따른 반응차이 분석 

4.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 

i 초·중등 도덕과， 사회과， 가정과(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중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내용 추출 및 문제점 분석 

- 추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 

한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 



제 2장이론적배경 

제 1 절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교육 

1. 저출산· 고령화 사회 현상의 원인과 실태 

가.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실태 

통계청(200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1983년에는 2;08명을 

기록하여 인구대체율 수준 이하로 내려갔고， 이후 출산율은 한번도 2.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최저 합계출산율과 그 시점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19깨년 

2뼈명에서 1975년 1. 80명까지 낮아진 후 1990년 이후 계속하여 대체 출산수준 

(2.1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993년에 1.65명으로 감소한 후 출산장려 

정책의 성공으로 조금씩 꾸준히 높아져 2003년에는 1.89명으로 나타났고， 일본 

은 2004년 1.29명으로 2003년에 이어 계속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뼈년에 이미 유래 없는 1.16명의 출산율을 넘 

어서 2005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세-49세) 동안 낳 

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는 1.08명으로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이는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구대체율인 2.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인 1.60명 (2002년)보다도 

훨씬 낮은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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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우리 나라 합계 출산율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0"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보도자료J ， 2뼈. 

이처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서도 본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1984년 출산율이 1.76명으 

로 떨어져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정부의 출산억제책에는 변화가 없 

었으며，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은 30여 년간 산아제한 기조를 유 

지하였다. 정부는 1996년 신인구 정책을 수립하면서 비로소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하였대안명옥， 2004) 

통계청에서 2005년도에 발표한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보도 자료에 의하 

면 출산율의 감소 요인을 첫째，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의 감소， 둘째， 주 출산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 셋째， 혼인건수 감소 및 초혼연령 상승， 넷째， 여성의 유 

배우율 감소 다섯째， 유배우 연령별 출산율 감소， 여섯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 증가， 일곱째， 여성의 교육수준(대학 재학 학생 수) 확대 등으로 보고 있다. 

또한 W피em(2006)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첫째， 핵 

가족으로의 가족구성의 변화， 둘째， 결혼연령의 상승， 셋째， 높은 교육비 및 주 

거비용， 넷째， 자녀 대학자금에 대한부모의 부담 등으로 들고 있다. 

손승영(2005)은 저출산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1차적 원인은 자녀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상적인 자녀수만큼 자녀를 낳는 방향으로 출산행 

위를 조절하려는 동기가 유발된 결과， 피임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출산조절 욕 

구를 현실화 시켰으며， 2차적 단계에서의 출산율 저하는 가치관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즉， 출산 감소의 원인으로 결흔 및 출산가 

치관의 변화， 성역할의 변화， 자녀 양육부담과 비용의 증가，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 및 경쟁사회에서 여성의 부담 증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저출산 현상은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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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것이며，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소득요인， 자녀요인， 가치관 요 

인， 사회 · 직장 요인이 거론될 수 있대W피em， 2006). 

첫째， 소득불안이 출산율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교육 과정 이수와 노동시장에 정착할 때까지 가족 구 

성을 연기하려는 여성의 욕구 등으로 인해 첫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 

령은 2005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29.1세로 높아졌다. 

모(母)의 평균출산연령을 살펴보면， 2005년 30.2세로 전년에 비해 0.1세 높아 

졌으며， 첫째 자녀의 출산연령은 29.1세로， 10년 전(95년) 26.5세에 비해 2.6세 

증가하였고， 둘째 자녀는 31.0세， 셋째 자녀는 33.3세， 넷째 자녀 이상은 35.3세 

에 각각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모의 평균 출산 연령 
(단위: 세)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αm 2001 2α12 2003 2004 2005 

평 균 28.0 28.1 28.3 28.5 28.7 29.0 29.3 29.5 29.8 30.1 30.2 
.‘‘’‘ ... " ........ ~ ..... ι “ ιι ....... _ ..... 

ι “‘ ι ‘‘ 

모의 첫째 아 26.5 26.7 26.9 27.2 27.4 27.7 28.0 28.3 28.6 28.9 29.1 
평균 

둘째 아 28.8 28.9 29.1 29.3 29.4 29.7 29.9 30.2 30.5 30.8 31.0 
출산 
연령 셋째 아 31.6 31.7 31.9 32.0 32.1 32.2 32.5 32.7 32.9 33.1 33.3 

넷째 아이상 34.2 34.3 34.3 34.3 34.4 34.5 34.8 34.9 34.9 35.3 35.3 

평균초혼연령(여자) 25.4 25.5 25.7 26.1 26.3 26.5 26.8 27.0 27.3 27.5 27.7 

자료: 통계청 r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보도자료.JJ , 2006. 

이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평생직장의 개념이 퇴색하면서 가계의 소 

득 불안이 높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저출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 저하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볼수 있다. 

둘째， 산업화의 과정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경제 행위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출산 및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부모들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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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양육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 

여주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한 출산과 양육은 ‘엄마’와 ‘부모’에 

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이유는 한국사회가 출산과 양육을 전적으로 사적 영역의 일로 여겨왔기 때문이 

다(손승영， 2(05). 

셋째， 출산율 추이는 종교를 포함한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남유럽 

이나 독일어권 국가의 출산율 변동은 가톨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일부 아시 

아 국가의 출산율 변동은 유교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들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의 출산율은 전통적으로 매우 높았으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극단적 

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성 

분엽적인 역할 규범이 강조되어， 남성은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 

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나 사회도 여성의 사회진 

출보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체계 등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의 고학력화와 함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자아실현과 전통적인 역할 규범간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여성들은 성 

분엽적 역할 규범을 피하기 위해 급기야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 출산을 최대한 미루거나 자녀의 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들 문화권에 속한 국가 

대부분이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오랜 기간 동안 양성 

평동문화가 정착되어 온 북유럽국가나 불어권국가 및 영어권국가들의 경우 출 

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 

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대통계 

청， 2005; OECD, 2(05). 결국， 국가적 대응 노력에는 여성의 자아실현 추구와 

결혼·출산·양육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 

성에 역점을 두고， 의식 개혁， 사회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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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업여성의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의 여러 원인 중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율을 살펴보면， 한국 여 

성의 고용률은 19매년 40.5에서 2005년 52.5%로 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인 

57.1%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1970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은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었으나， 2005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높은 국가가 출 

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OECD 국가에 비해서 젊은층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낮으며，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계약직 고용률도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네멀란드나 스 

위스의 자료를 보면 계약직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나는데， 한국에서는 계약 정규직 고용이 거의 없다 한편， 교육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즉，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 

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교 불임이 늘고i 낳더라도 적게 낳는 악순환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직 

장， 양육， 7μ}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 · 직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중요한 과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숙희 · 김정우， 2005). 

이처럼 출산율은 사회통념， 풍습， 관습 등과 관련이 있으며， 취업여성의 증 

가， 사회 관습의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 

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실태 

세계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령화사회 1)’에서 ‘고령사회’로 진입 

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일본은 24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진전되 

1) 고령화사회(a밍ng society)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 

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개념적으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7%에 
도달한 사회를 말하며， 14%를 초과할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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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뼈년에 인구의 7.2%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 

행(19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뼈년에는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비중01 7 1.7%싸 고령 

사회로 전환된 2030년에는 64.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생산가능인 

구 100명당 부양해야 핸 고령인구 비율이 2뼈년 10.1명에서 2010년 14.8명， 

2030년에는 35.7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06년 7월 1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5%로 2005 

년 9.1%에 비해 0.4%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6년 6.1%에 비해서는 3.4% 증 

가하였다{통계 청， 2005). 

[그림 2•1]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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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현상에 대한 한 연구(엄동욱· 이은미， 2002)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사 

회에 미치는 문제들을 첫째， 경제성장의 위협요인， 둘째，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 

적 부담의 가중， 셋째， 노년기 소득보장 문제 등으로 들고 있다. 노령인구 급증 

은 노년부양비 증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연쇄적으로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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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구고령화의 주요인은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여0년 632세에서 2뼈년 74.9세로 연장되 

었으나， 한편 2005년 총 사망자수는 2뼈년 사망재245，711명)보다 조금 감소한 

24만 5，511명으로 l일 평균 67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2005년 인구 1천 

명당 사망자수는 5.0명으로 f996년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표 2-3) 사망자수 및 조(租j사망률 

구분 

사망자수(천명) 

조사망률 

(인구 1천명당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αxl 2001 2002 2003 2004 2005 

248.1 245.6 247.9 248.4 246.5 247.3 242.7 246.5 245.8 245.8 245.5 

5.4 5.3 5.3 5.3 5.2 5.2 5.1 5.1 5.1 5.1 5.0 

자료: 통계청 11고령자 통계Jl , 2006. 

2.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 

2뼈년 출산율이 1.17명으로 떨어지자 정부와 언론 및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 

중되었다. 이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정 

부는 2020년의 합계출산율 목표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정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때5년 9월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6년 6월에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 

지 플랜 2010’이 발표되었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2뼈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총 32조 74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문 

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이 출산장려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인 규명이나 해결모색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는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는 젊은이들의 행위 양식이나 가치관에 주목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대손승영， 2005).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R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 대책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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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 

고，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한 시기이다 따라 

서 무엇보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 

하며，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둘째， 적절한 보육과 양질의 서비스로 여성의 경 

제활동에 대한 참가율과 자녀에 대한 투À~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셋째， 기업 

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최 

숙희 · 김정우， 2뼈1). 

이처럼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가 한국형 저출산 문제의 본질 

적인 해결에 대한 체계적인 안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추진 체계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범국가적 홍보 강화에 따른 교육적 지원이 필요 

하게 됨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다. 

d’A뼈io와 d’Ercole(2005)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파트타임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실업률과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 

다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여성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 출산 여부 결정에 긍정 

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파트타임 고용 등을 통한 근무시간의 유연성은 보육 구 

조의 부족을 보완하여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여성의 고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즉， 더 이상 출산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 

으로 인하여 출산의 시기를 늦추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여건과 더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 사회는 모든 남녀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혼의 특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결혼관이 점차 약화되어 누 

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개인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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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는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결혼생활에 만족스럽 

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위 

해서는 자유스럽게 재혼할 수 있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 

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또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 

양한 가치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대이삼식 외， 2(05) 

2003년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혼 남 

녀의 29.1%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 

이 두 배 이상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권 외， 2(03). 이처럼 미혼 남녀가 부정적인 결혼관을 갖는 것은 결혼이 

개인생활을 희생시키고 가족생활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 

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서구에 비해 자녀와 가족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이 강하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관념은 부부들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전통적인 관념이 서서히 깨지고 있으며， 현재 가족형성을 앞 

두고 있거나 가족 형성의 초기에 있는 젊은층에게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의식 

이 확산되고 있다 즉， 아이를 낳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 

적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대장혜경 외， 2뼈). 

따라서 근본적인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결혼관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시기에서부터 출산 친화적인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과 교육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 

성된다. 보육이 적절하지 않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을 때， 또는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때 부모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위한 불규칙적인 스케률을 

선택하기 쉽고， 그 결과 부모 직업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자녀의 양육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여성은 지속적으로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지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쪽을 택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가 잘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출산이 왕성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EU의 경우 6세 이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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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둔 여성의 50% 정도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친가 

족적 근로 환경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근로자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 

고 공공 부문일수록 잘 조성되어 있다. OECD 20개국어1서는 현재 출산 및 육아 

휴직 총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며， 고용이 보장되는 출산휴가는 여성의 고 

용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대최숙희·김정우， 2뼈). 

이러한 여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기업이 가정 

과 직장의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출산·가족 친 

화적인 근무 여건은 근무의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 

성을 향상시키며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조사 되었 

다(Dex & Scheibl, 1맺，). 즉， 기업은 스스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요 

구에 의해서도 가정과 직장이 안정적으로 양립하는 여건으로 변화되어갈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우 

선적인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양성평동의 

문제， 출산한 가정에 대한 세금공제와 현금급여의 문제(OECD 국가 중 낮은 수 

준)， 보육시설 활용 가능성 미비(3-6세 아동의 비율은 52%로 최하위 수준)， 출 

산휴가 및 부모휴가 규정의 미비(남성의 양육활동을 독려하는 제도 전무)인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산 

율 제고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대최숙희·김정우， 때이. 

저출산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책임과 부담이 모(母)에게 전적으로 돌아갈 때 

급속히 발생한다. 즉， 엄마가 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부모가 되는 것을 두렵 

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손승영， 2005). 일본 

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한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활동은 부와 

모 중 한쪽에 치중되지 않는 것이며， 양육에 대한 부담에 앞서 가족의 소중함 

과 양육으로 인한 행복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성역할의 변화가 저출산 현상 야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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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αlesnais(1996)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지만 선진국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 

하면서 이를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뼈m앙 P없adox)라고 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성에 대한 관점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 일과 가정의 병행 정책이 잘 마련됨으 

로써 여성의 지위와 출산율이 비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성평 

등 수준이 낮은 국가들과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모두 출산율이 높은 

반면， 성평등 수준이 중간이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U자 

형 관계를 설정하고 있대UNDP， 21뼈).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에도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 

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그 수준을 높이기 위 

한교육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저출산·고령화의 섬각성에 대해 공유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해 개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 

요하며， 이러한 기능은 학교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의 변화가 무엇보 

다도 필요하며，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동기에서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예방 

하고， 바람직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과 이를 위 

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제 2 절 초 중등 교육에서의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적인 일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내용 및 교육활동에 

는 가치교육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란 개념 정의를 하는 사람에 따 

라 조금씩 의미가 다르긴 하나 사람들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삶에서 옳거나 소중 

하다고 믿는 신념으로서，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각 

계각층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존 의식의 전환 

이나 발상의 전환 등 올바르고도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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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 형성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 정립에 많은 영 

향을 받는 시기이며， 미래 자신의 직업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준비의 시기로 

서， 특히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갈등을 겪으며， 올바른 해결 방법 

을 터득하고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족 구성원으 

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알고 도리와 예절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은 가족 

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미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해보는 것 

에 기초가된다. 

이에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현재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치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다양한 가치 중에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지향해 

야 할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초·중등 교육에서의 가치 교육 

학교교육에서의 가치교육에는 가치， 가치관， 가치교육， 가치판단 등의 다양한 

개념이 관계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범모(1992)는 ‘가치란 행동 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 

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며， 여기서 행동 방향 선택이란 여러 가지 

의 행동 목적， 행동 형태， 행동 방법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방향을 

선택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가치는 태도와 행위 

를 안내하거나 동기부여 하는 주요 신념 또는 바램이다 또한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가치는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대최문기， 

2003). Milton Rokeach는 가치를 ‘다른 행동 양식에 비해 특정 행동 양식을 개 

인적， 사회적으로 우선시하는 지속적인 신념’으로 보고， 이 신념을 상대적인 중 

요성에 따라 조직한 것을 가치관 또는 가치 체계라고 하고 있대김성일， 2(00). 

특정한 가치관은 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한 

다. 즉， 가치관이란 생활의 모든 장면이나 삶의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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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행사할 때 일관되게 작용승F는 가치 기준과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근거 

또는 신념의 체계적 형태로서 인생관， 인간관， 교육관， 사회관， 역사관， 예술관， 

직업관 동의 어느 하나 또는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다. 

한편 가치 교육은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을 신장시켜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대최문기， 200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교육에 대하여는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의 상 

반된 입장이 있다{정범모， 1992). 학교는 가치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입장은 가정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비해 학교환경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공공적인 기능으로서의 학교교육이 한 개인에게 특정 가 

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적 자유와 사적 세계를 침범하는 일 

이라는 것이다. 학교의 가치교육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가치는 인간 형성의 중 

요한 요소로 지적·정의적·신체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위해서 가치 교육은 필요 

하며， 가치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 내외의 영향을 받아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지도를 통한 가치 학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가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후자의 입장을 취 

한다 왜냐하면 학교교육 교육과정 내용에서 가치 교육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학교 및 학급 풍토， 교사의 가치나 기대， 동료 학 

생들과의 관계는 학생들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을 통해 보다 바 

람직한 방향으로 가치가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치 교육은 다른 인지적， 기능적 교육과 같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 

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가치관은 그 

구인이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실제 내면화된 가치와 

평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면화되는 가치는 다를 수도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학교교육은 가치 교육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교육은 대개 두 가지 방향을 목 

표로 한다. 하나는 가치 습득 및 내변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이라고 할수 있다. 

가치 습득 및 내면화 또는 가치 형성 교육은 전통적인 규범 윤리학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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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객관적인 가치들을 교사 중심의 가치 전달 방식에 의해 강화하거나 내변 

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교육의 형태는 전통적인 인격교육과 유사하다. 

반면에 Koh1berg나 Metca1f와 같이 현대적인 합리주의가 주장하는 가치 교육의 

목표는 현대적인 메타 윤리학에서의 논리적인 분석 및 검증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 중심의 가치 탐구 방식에 의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선택·결정하게 한 

대최문기， 2(03).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입장을 통합하고자 한다. 즉，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가 

치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 

서 미래를 예측하며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신장시키는 가치 교육 

을 지향하고자 한다. 어떤 종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교육활동의 목적은 항상 사회적 문제 자체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지 

식과 이해보다 그러한 지식과 이해에 기초하여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하는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의적 영역의 특성들 곧 가치， 신념， 태도 등을 갖추 

게 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김재득， 1997, 주성현， 2002에서 재인용)하기 때 

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선으로 여겨지는 인격 교육과 유사한 가치에 대하여 

가치 습득의 가치 교육을 지향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에는 급속한 사회 변화 속 

에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상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가는 과정이 포함 

되어야(주성현， 2(02) 하기 때문이다 

2. 초·중등 교육에서의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 교육의 방향 

현재 초·중등교육에서의 명시적 가치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치관이란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형성되는 것이므 

로 초·중등교육에서의 가치 교육의 실태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가치 교육 실태만을 분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교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은 m장과 N장에서 

분석하게 되므로 본 절에서는 학교교육 이념에 나타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 



48 

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 출산·가족 관련 가치 교육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진 가치 교육의 변천과 가치 의식을 연구한 박 

용헌(2002)의 연구를 보면 학교교육에 포함된 가치를 민족·전통 가치와 민주·근 

대 가치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가치 체계 

기본가치 상위가치 가치덕목 

공동성 
공동지역，언어，관습，규범，공동문화，동거통락，공동 
운명，동질성 

민족 민족공동체의 정체성 
소속감，동족의식，우리의식，연대의식，긍지，전통문화 

에 대한자긍심，자부심 
주의 안녕과번영 

주체성 자주， 독립， 자립， 자조， 자존， 지조 

통합성 조화， 화합， 신뢰， 결속， 단결， 애국애족， 희생， 봉사， 협 

(일체성) 통 

인간존중 
인명존중， 잠재적 가능성， 개성존중， 개인주의， 행복추 
구， 자존， 이성， 자치적 능력 

기본권적 자유(종교， 사상， 양심， 질서， 탐구， 언론)， 자 
자유·권리 율，경쟁，다양성，개방성，융통성，생명권，존엄권，안 

민주 인간존엄성 
정권， 사생활권， 참정권 

기회균등，타인존중， 이견존중，신뢰，공동선，공평，공 
주의 자아실현 평등·정의 

정， 관용， 공익， 균형， 정당 

박애 
이타， 동정， 사랑， 인류애， 평화， 국제교류， 인류공영， 

협력 

절차존중 
준법， 토론， 대화， 타협， 합의， 양보， 선거， 질서， 합리， 

정직， 조정， 규칙， 책임 

출처· 박용헌(2002)의 41쪽과 45쪽에 제시된 표를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임. 

출산관련 가치관은 위의 가치 체계에서 인간 존중， 자유·권리， 박애 등의 상 

위 가치에 부합되고， 가족관련 가치관은 공동성， 정체성， 통합성 등의 상위 가 

치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 형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가치관의 형성이 사회 변화에 기인한다고 

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세 가지 중심 축이 학습자， 사회，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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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도순， 홍후조， 2006)을 감안할 때 사회 변화는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 교육은 초· 중등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 

반인의 가치관 형성에는 사회 변화가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학생 

의 경우 학교교육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출산· 가족 관련 가치의 기본 가치인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7}.치는 시대 변 

화와 함께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진 양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수요목 시 

기부터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나타난 민족· 전 

통가치와 민주·근대 가치 덕목의 양적 변천 과정을 보면， 가치 덕목 수가 가장 

많이 제시된 시기는 제3차 교육과정기로서 국민교육헌장 제정 이후 가치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박용헌， 200깅 그러나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오면서 전체적으로 가치 덕목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 

는데， 이는 가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 

후 특정 가치를 주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발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가족 관련 가치 교육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속해 

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에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친화적 가치 

는 우리 민족의 전통 가치로서 상시 다루어져 왔던 가치 덕목이지만， 출산 관 

련 가치는 1970년대 이후 산아제한을 지향하는 인구교육과 같이 적극적으로 개 

입하여 특정 가치를 형성하도록 주입교육의 성격을 나타내었던 적도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 교육의 이념에 대하여 ‘홍익인간의 이 

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 

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 

시하고 있다. 이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학교교육에서의 가치교육은 

과거 특정 가치를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 

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상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즉， 우리 교육 이념이 지향하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사회와 개인의 상 

호작용을 인식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통찰을 토대로 하여 사회적 상황의 변 

인들을 활용하거나 통제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자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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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인간을 의미한대왕석순， 전미경， 때6) 

본 연구에서는 왕석순， 전미경띠006)이 선행연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 

비한 교육의 목적을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생애 설계교육’ 

이라고 설정한 것에 따르고자 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하 

위 목표를 ‘개인의 삶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 ‘결혼과 가족의 

가치 의식 함양’， ‘양성의 평등， 세대 간 협동이 기반이 되는 가정생활의 형성’ 

으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 

양’ 만 수용하여 다음 〈표 2-5>와 같이 재구성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과 사회 및 국가와의 상호 관련성 

에 대한 인식 함양과 함께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 

인지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왕석순， 전미경(2α}이이 제시 

한 ‘결혼과 가족의 가치 의식 함양’과 ‘양성의 평등， 세대간 협동이 기반이 되 

는 가정생활의 형성’ 목표는 결혼， 출산， 가족， 가정생활，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소이며， 이 모든 것에 있어 다양성과 양성평등 

및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표 2-'-5)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 목적 및 목표 

교육목적 

교육목표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생애 설계교육 

개인의 삶과 사회 및 국가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 함양 
결혼， 출산， 가족， 가정생활，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의식 함양 
다양성과 양성평등 및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및 가치의식 함양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목적을 ‘사회적 변화 

를 인식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생애 설계교육’으로 설정하고， 그 하위 목표는 ‘개 

인의 삶과 사회 및 국가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과 ‘미래 사회에 대 

한 인식 함양’， ‘결혼， 출산， 가족， 가정생활，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의식 함양’， 

‘다양성과 양성평등 및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및 가치의식 함양’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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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도 위에 설정한 교육 목적과 목표를 지향한다. 즉， 출산·가족 관련 문 

제를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 

을 할 수 있도록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였을 때와 하지 못했을 때의 미래 사회를 예측하며，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촉발시킨 여러 가지 사회제도， 고용제도 및 문화， 교육 내용 등 

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출산， 가족 관련 문제 상 

황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한다.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 

성평등이 실현된 가정생활 및 직업생활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우며， 생애 

주기에 있어 각 시기의 발달과업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교육은 학교교육에서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 외 활동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다.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교과 교육목표에 따라 출산· 가족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룰 수도 있고， 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교과 외 활동을 통한 가치교육은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 

동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한 방안이자 책무로 규정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교 

육 목표를 지향하고자 한다 또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내용의 

구성 방향은 가족 친화적 가치나 양성평등의 실천， 다양성의 이해와 같은 가치 

에 대한 습득 및 내면화와 가치 대립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 

치판단 능력의 신장을 지향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에서의 실천 방안은 교과 교 

육과정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도덕， 사회， 가정(실과)과 

의 교과 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 3장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실태 

출산·가족 친화적 7}.치관 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중학교 

1-3학년 학생，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이 연구대상에 포함되 

었고， 교사 설문조사는 도덕， 사회， 기술·가정(실과)과 담당교사와 그 외 교과 

담당 교사가 참여하였다. 

제 1 절 학생 설문 조사 

학생 설문조사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학생 인식， 출산 및 가족 관련 학 

교교육 실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1.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학생 인식 

먼저， 저출산 발생 원인이나 저출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학생 인 

식에 대해 살펴보았고， 학교급이나 성별 등 학교나 개인 특성에 따라 인식차이 

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가. 저출산 발생원인 

학생들에게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질 

문한 결과， 39.4%의 학생들은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응 

답했으며， 25.7%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라고 대답했다 대다수(65.1 %) 

학생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부모의 물리적·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으로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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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반면에 29%의 학생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부모의 자아실현， 직업， 결혼 

등 개인적인 선택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였대‘자녀를 키우는 일에만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17.2%) ’，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므로(5.9%)’， ‘늦은 결혼으로 출 

산의 시 기를 놓쳐서(3.8%)’ 등). 

[그림 3-1] 저출산 발생 원인 

자녀를 키우는 일에만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므로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늦은 결흔으로 출산의 시기를 놓 
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 

o 10 20 30 

반응비율(%) 

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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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학교급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대x2=602.76， df=10, p<.OO1).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 

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35.5%)이 중학생(26.9%)이나 고등학생(20.4%) 

보다 높은 반면에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응답한 경우 

는 고등학생(45.3%)이 중학생(39.3%)이나 초등학생(25.5%)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학생들은 양육 자체에 대한 물리적 부담보다는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야기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 저출산 현상의 결과 예측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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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생틀은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대41.6%)’，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대32.8%)’， ‘우리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할 

것이대10.5%)’ 등 저출산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거나 다툴 일이 줄어들 것이대5.6%)’나 ‘공해가 줄 

어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2.1%)’， ‘식량과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대1.7%)’ 등 저출산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들도소수존재하였다. 

[그림 3-2J 저출산 현상의 결과 예측 

식량과주택문제해결 

일할 사람이 줄어 문제가 생김 

공해가 줄고 환경이 쾌적해집 

나라의 힘이 약해짐 

경쟁을 하거나 다툴 일이 줄어듬 

o 10 20 30 40 50 

반응비 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성평등 재관 조사J ， 2뼈，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 예측에 대해서 학교급에 따라 반응 비 

율이 달랐다{x2=312.67， df=12, p<.OO1)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응답 

한 비율에 있어서는， 초등학생(49.8%)이 중학생(44.0%)나 고등학생(35.9%)보다 

높은 반면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반응 

비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36.4%)이 중학생β0.8%)이나 초등학생(24.7%)보다 높 

았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지금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이다’를 선택한 

비율도 고등학생(13.5%)이 중학생(8.5%)이나 초등학생(4.7%)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은 세금의 증가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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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예， 경제적 손실)를 추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출산 관련 교육실태 분석 

출산 관련 교육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습시간과 학습 후 학생 인식의 변화 

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 인식에 있어서 학교 및 학생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 출산 관련 학습 시간 

학교에서 출산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를 질문한 결과， 많은 학 

생들(62.0%)은 기술·가정(실과)을 선택하였으며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 

동 등 교과 외 시간(3 1.0%)， 과학(24.0%)， 기타 과목(15.0%)， 도덕(6.0%)， 사회 

(2.0%), 외국어(1%) 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3J 출산 관련 내용의 학습 시간 

기타 

특별활동(재랑활동) 

기술，가정 

과학 

사회 

도덕 

o 10 20 30 40 50 60 70 
반응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둥 7에관 조λb.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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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 반용 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달랐다(Wi1ks’ Lamda=.63, F=376.50, 

p<.OO1). 출산 관련 내용을 과학시간에 학습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 

(40.0%)이 초등학생(3.0%)이나 중학생(18.이%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기술· 가정 

(실과) 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중학생(70.0%)이나 고등학생(77.0%)이 초 

등학생(5.0%)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반면에 특별활동이나 재량시간， 기타 과 

목에서 출산 관련 내용을 배운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30.0%， 12.0%)이나 

고등학생(30.0%， 8.0%)보다 초등학생(37.0% ， 41.0%)이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에 

서는 정규 교과보다는 교과 외 시간에 출산내용을 학습하는 반면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정규 교과시간에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나. 출산 관련 내용 학습 후， 학생 인식변화 

출산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 후，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34.7% 학생은 ‘생명의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응 

답했으며 소수의 학생δ.4%)은 ‘출산이 사회나 국7}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를 선택함으로써， 출산 관련 수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 

변에 상당수의 학생은 ‘아무 생각이 안 들었대23.3%)’，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 

정하게 되었대17.1%)’，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등 부정적인 인식 

을표출하였다. 

이러한 반응 경향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디핸2=510.36， df= lO, 

p<.OO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는 감소하였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생명의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38.5%)이 중학생(35.9%)이나 고등학생(32.3%)보다 

높았고，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를 선택한 비율은 고등학생 

(17.4%)이 초등학생(4.4%)이나 중학생(1 1.2%)보다 높았다. 

또한 학생 성별에 따라서도 반응 비율은 상이하였대x2=415.61 ， df=5, p<.OO1). 

‘생명의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반응한 비율은 여학생 

(36.2%)이 남학생(33.4%)보다 많았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실태 57 

고 반응한 비율도 여학생(23.7%)이 남학생(10.9%)보다 높아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출산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J 출산에 관한 내용 학습 후， 학생 인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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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고 재미있음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 

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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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3.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학생인식 

훌훌여학생 

口남학생 

다양한 가족 형태와 행복의 관련성， 다양한 가족의 발생 원인에 대한 

학생 인식을 조사하고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생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학생인식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다양한 가족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 

다’고 응답한 학생은 31.5%였고，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지 못할 것 

이다’고 응답한 학생은 23.2%였으며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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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J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학생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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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성평동 7태관 조I-b ， 2뼈， 

이러한 반응 경향성은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i=533.28， 

d• 8, p<.OOl). ‘다양한 가족도 일반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β6.2%)이나 중학생β4.5%)보다 고등학생(26.4%)이 낮았으며，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다’고 반응한 비율에서는 고등학생(38.6%)이 초등학 

생(13.5%)이나 중학생(24.0%)보다 높았다. 

학생의 성별에 따라서도 반응 비율의 차이가 달랐디뻐2=102.22， d• 4, p<.OOl). 

‘다양한 가족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는 여학생 

(34.1%)이 남학생(29.1%)보다 높았고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고 반응한 비율에서 

는 남학생(24.7%)이 여학생(21.7%)보다 높았다.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 

관없다’고 답한 비율에서는 여학생(30.1%)이 남학생(26.4%)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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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J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학생인식: 학생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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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동 쩨관조사J ， 21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은 학생 자신의 가족 구성과도 관련이 있었다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를 선택한 비율은 양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23.6%)이 가장 높았고， 한부모와 사는 학생(15.5%)， 양부모가 모 

두 계시지 않는 학생(10.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부모와 사는 학생이 그 

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점을 나타내 준다. 특히 양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는 학생이 ‘모르겠다’를 선 

택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반응 회피나 유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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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구]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학생인식: 부모생존 여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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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앙부모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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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동 가치관 조사J ， 2006. 

나. 다양한 가족 형태 발생원인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58.9%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별거 · 이혼· 재혼이 많아져서’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르겠다{16.1%)’，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15.9%)’, ‘자녀의 교육을 위해 따로 살아야 해서(4.3%)’， ‘부모님이 편찮으시거 

나 일찍 돌아가셔서(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대i=200π， d잠10， 

p<.OO1). ‘부모의 별거 · 이흔· 재혼이 많아져서’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5 1.3%)이나 중학생(56.9%)보다 고등학생(64.3%)이 다소 높았다. 

반면에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일찍 돌아가셔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고등학생 

(2.8%)이나 중학생(4.5%)보다 초등학생(6.4%)의 비율이 높았다. 

부모생존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 비율도 차이를 보였다{x2=200π， 

df= lO, p<.OO1). 다양한 가족 형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 ‘부모의 별거 · 이혼· 재혼 

이 많아져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양쪽 부모가 모두 생존하는 학생(59.4%)이 한 

부모만 생존하는 학생(48.4%)이나 부모 모두 생존하지 않는 학생(3 1.6%)보다 많 

았고，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셔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오히려 한부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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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하는 학생(17.8%)이나 부모 모두 생존하지 않는 학생(15.8%)이 양부모 모두 

생존하는 학생(2.5%)보다 많았다. 

[그림 3-8J 다양한 가족형 태 발생 이 유: 부모생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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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4. 가족 관련 내용의 학습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 

가족 관련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가족 관련 내용을 어 

느 시간에 배웠는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배우고 난 후 어떤 의식 변화를 경 

험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나 학생 특성에 따라 어떤 인식 차이를 보이 

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학교에서 가족 관련 내용을 배우는 시간 

학생들은 가족 관련 내용을 주로 도덕(83.0%) ， 기술· 가정(실과， 58.0%), 사회 

(29.0%) 교과시간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 의견으로 국어 

(19.0%),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13.0%)， 기타(9.0%)， 외국어(영어， 5.0%), 과학 

(3.0%) 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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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J 가족에 대한 내용을 배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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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이러한 반응 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m빠’ μm따=.89， 

F=84.17, p<.OO1). 국어시간에 배운다는 학생들 중 초등학생(27.0%)이 중학생 

(17.0%)이나 고등학생(19.0%)보다 많았다. 반면에 도덕의 경우는 중학생(86.0%) 

이 초등학생(80.0%)이나 고등학생(80.0%)보다 많았다. 사회는 고등학교(35.0%)， 

초등학교μ6.0%)， 중학교(17.0%)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초 

등학생1.0%， 중학생;58.0% ， 고등학생;63.0%) 가족 관련 내용을 기술·가정(실 

과)교과를 통해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별에 따른 경향을 보면 가족 관련 내용을 배운 시간에 차이를 보였 

대Wtl농’ Lamda=.97, F=40.37, p<.OO1) 일분산분석 결과， 모든 수업 시간에서 유의 

한 차이를 발견하였는데(Fs>7.00， df=1, 뼈<.01)，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국어， 외 

국어，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기타교과를 통해 배웠다는 학생들이 더 많았고 여 

학생은 남학생보다 도덕， 사회， 기술·가정(실과)를 통해 배웠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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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J 가족에 관한 내용을 배운 시간: 학생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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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성평등 쩌관 조Ab ， 2α)6. 

나. 가족에 관하여 배운 내용 

가족에 관하여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에 대해， 대다수 학생들은 ‘가족의 소중 

함과 중요성(80.0%) ’，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74.0%)’을 선택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가족 내 남녀 간 역할평등(50.0%) ’， ‘가족과 이웃의 관계μ8.0%)’， ‘가 

족 구성원의 갈등과 화해(43.0%)’， ‘가족과 사회， 국가의 관계(39.0%)’， ‘가족 의 

식주에 관한 내용(36.0%)’을 선택하였다. 

[그림 3-1 1] 가족에 관한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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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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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에 따라 학생들이 가족에 관하여 학습한 내용은 상이하였대WiIks’ 

μmda=.85， F=114.03, p<.OO1).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은 고등학교(74.0%)보다 

는 초등학교(85.0%)나 중학교(84.0%)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부분의 가족 관련 내용을 학습했다고 반응한 비율 

도 높아졌다. 예를 들어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은 초등학교(57.0%)보다 

는 중학교(76.0%)나 고등학교(80.0%)에서 더 많이 학습했으며，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화해’도 초등학교(17.0%)보다는 중학교(48.0%)나 고등학교(49.0%)에서 

더 많이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가족과 사회， 국가의 관계’에 관한 

내용도 초등학교(25.0%)보다는 중학교 (39.0%)나 고등학교μ5.0%)에서 더 많이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족에 관한 내용 학습 후， 인식 변화 

가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 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 

은 수의 학생들(45.8%)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으 

며， 일부 학생(6.2%)은 ‘가족 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고 반응하고 있어 학생들은 가족 관련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상당수의 학생(17.1%)은 ‘갈등 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무 생각이 안 들었대13.7%)’， ‘식상 

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대12.5%)’ 등 가족에 관한 수업이 학생들의 의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대x2=856.66， df= 10, 

p<.OO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 인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라 

고 반응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66.5%)보다 중학생μ8.4%)이나 고등학 

생(34.7%)이 낮았고 ‘갈등 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반응한 학생은 초등학생(9.3%)보다 중학생(15.0%)이 

나 고등학생(22.4%)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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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학생 성별에 따라서도 반응 비율의 차이가 발견되었다{X2=12320， 

d삼， p<.OOl) 대체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 관련 수업내용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비 

율이 남학생μ9.4%)보다는 여학생μ2.1%)이 낮은 반면에，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고 반응한 비율은 남학생(1 1.4%)보다 여학생(13.6%)이 높았다. 

[그림 3-12J 가족 관련 내용 학습 후， 학생의 의식변화 

같등없는이상적 
가정만 다룸 

가족 간의 같등을 
극록하는 방법 

화목한 가정을 만 
들어야겠음 

식상한 이야기라 
지투합 

o 10 20 30 40 50 
반응비 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동 7김l관 조사J ， 2뼈. 

제 2절 교사설문조사 

60 

I!!l여 학생 

디남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 

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학생조사를 위해 

표집한 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출산·가족 관련 교과(주교과) 교사와 이 

외 교과 교사가 참여하였다 

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교사인식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심각성， 학교교육 개선의 필요성，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사 인식을 분석하였고， 교사의 특성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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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출산·고령사회의 심각성 인식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93.3%의 교사가 심각하 

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46.2%에 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학교 소재지나 학교급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그림 3-13J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심각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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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교육실태 조사J ， 2뼈 

교사의 특성에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성차를 발견하였대l=3.CJ7， df=4, p<.OOl). ‘매우 심각하다’고 

반응한 비율은 여자 교사(40.3%)보다 남자 교사{54.8%)가 높았으며 ‘심각한 편이 

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교새40.7%)보다 여자 교새51.5%)가 다소 높았다 

교직경력에 따라 집단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대X2=5310， 

df= 12, p<.OO1)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높았다 즉， 

21년 이상인 경우는 59.5%, 11년-20년 48.8%, 6년-10년 37.2% 5년 미만은 

35.5%이었다. 특히 출산경험이 있는 교사(남자 교사 포함)는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l=41.91 ， df=1, p<.OO1).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실태 67 

나. 학교교육 내용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가 60.3%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32.7%로 대부분 

의 교사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J 학교교육 내용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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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1뼈. 

이러한 경향은 학교 소재지나 학교급， 교사의 성별， 주교과 담당 여부에 따 

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교직 경력(x2=36.82， df=12, p<.OO1)이나 출산 

경험 여부(x2=17.06， df=4, p<.Ol)에 따라서 교사 반응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직 경력이 많거나 출산 경험이 있는 교사일수록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학교에서 출산이나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교사는 ‘매우 필요 

하다{48.8%) ’ 또는 ‘필요한 편이대45.1%)’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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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J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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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006. 

이러한 경향은 학교 소재지， 학교급， 교사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나 교 

직 경력과 출산 경험에 따라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우선，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매우 필요하다’라고 반응한 비율이 높았으며 ‘필요한 편 

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높았대i=39.33， df= 12, 

p<.OO1) 또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출 

산 경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대i=22.80， df=8, p<.01). 즉， 출산 경험이 있 

는 교사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6%인 반면에 출산 경험이 없 

는 교사는 39.6%에 머물렀다. 

2. 출산(인구포함) 학교교육 실 태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출산 관련 내용의 

교수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교수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 내용의 

적절성，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내용 분량의 적절 

성， 삽화， 사진 및 도표의 적절성， 수업 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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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산내용 교수경험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에 ‘예’라고 반응한 비율은 47.0%였다. 이러한 반응 비율은 학교 소재지나 학교 

급，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하 출산관련 실태 문항은 현 

재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의 반응만을 분석하였다. 

나.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출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45.1% 교사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9.0%는 ‘적절하지 않은 편이 

다’라고 반응했으며 19.7%만이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교과서 내용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보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교A까 더 많았다 

[그림 3-16J 출산 관련 교육실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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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교육 실태 조싸， 2뼈. 

다. 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출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내용이 학습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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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43.3%의 

교사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은 39.5%로서 ‘적합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사 비율(12.1 %)보다 더 높았다. 

라.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반영 정도에 대해 상 

당수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소재가 시 

대성이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새42.0%)가 ‘반 

영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새19.3%)보다 많았다. 

[그림 3-17] 출산 관련 교육실태: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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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 자녀 양성평등에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뼈.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급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소재의 시대성 

과 현실성 반영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대X2=1617， df=6, p< O5). 예를 

들어， ‘반영하고 있지 못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50.0%, 중학교 

41.3%, 고등학교 39.9%로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교과서에 출산 관련 소재의 현 

실성이나 시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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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관련 내용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분량인지에 대해 상당수 교사들(55.5%)은 ‘부족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충분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5.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반응 비율은 학 

교나 교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그림 3-18J 출산 관련 교육실태: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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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뼈. 

바.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새43.5%)가 ‘적절한 편이 

다’라고 응답한 교새10.1%)보다 많았다. 이 러한 반응 비율은 학교나 교사의 특 

성에 따라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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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J 출산 관련 교육실태: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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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동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뼈， 

사. 출산 관련 수업의 애로사항 

현재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 애로사 

항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많은 교새41.7%)가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자 

료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교사들(34.5%)은 ‘내용이 진부해 

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애로사항으로 교사 관련 요인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13.1%의 

교사는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달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5.1%는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응답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육에 앞서 교사 연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가족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가족 관련 내용의 

교수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교수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 내용의 

적절성，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내용분량의 적절 

성， 삽화， 사진 및 도표의 적절성， 수업 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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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족 관련 교수경험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에 ‘예’라고 반응한 비율은 53.9%였다. 이러한 반응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달랐 

대X2=67 45, df=2, p< Om).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81.0%가 가르치고 있다고 응 

답한 반면에 중학교에서는 48.7%, 고등학교에서는 47.8%만이 가르치고 있다고 

반응하였다 현재 가족 관련 내용은 중고동학교 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가 

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하 가족관련 실태문항은 현재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의 반응만을 분석하였다 

나.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7}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1들을 대상뾰， 교과서 내용이 출산'7}족 

친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 

해， 50.1%의 교사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6.5%의 교사가 ‘적절한 편이 

다’고 반응해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인식하는 교사보다 약간 더 많았다 

[그림 3-20J 가족 관련 가치관 교육실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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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C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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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응 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달랐대i=41.74， df=8, p<.OO1).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35.9%)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3 1.6%)， 

고등학교(15.2%) 순으로 점차 낮아졌다.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해서는 고 

등학교 교과서의 가족 관련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교과내용 적절성 평가에 있어서 담당 교과별 차이가 발견되었 

다.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덕， 가정(실과)， 사회과(주 

담당교과)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주 담당교과는 22.2%인 반면에 비 담당교과 

는 36.7%였다 유사하게，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에서도 주 담 

당교과는 22.5%로， 비 담당교과 1 1.7%보다 높았다. 

가족 관련 교육 실태: 교육내용의 적절성(담당교과 여부) [그림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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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둥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006. 

다. 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내용이 학습자 

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51.3%의 교사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 

한 비율은 30.4%로서 ‘적합한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15.8%)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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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교육실태: 학습자 수준과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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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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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1뼈. 

교사 인식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디{x2=41껴， df=8, p<.OO1) 

‘적합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중학교(13.7%)나 고등학교(8.9%)보다 

초등학교(28.9%)가 높았다. 유사하게，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에서도 고등학교(38.7%)가 중학교(30.2%)나 초퉁학교(18.4%)보다 높았다. 

가족 관련 교육 실태: 학습자 수준과 흥미(학교급)， 

뎌고등학교 

댐중학교 

g초등학교 

[그림 3-2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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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동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1뼈， 

또한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주 담당교과 교사와 비 담당교과 교사 간 

에도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X2=3223， df=4, p< m1). 비 담당교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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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비교할 때， 주 담당교과 교사는 ‘적합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10.6%) 

은 낮았고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34.8%)은 높았다 

라.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친화적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반영 정도에 대해， 

상당수 교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비록 상당수의 교사(39.6%)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여 평가를 유보하지만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소재 

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사 

(36.7.0%)가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21.3%)보다 많았다. 

가족 관련 교육실태: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 [그림 3-2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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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싸， 2뼈.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급에 따라 교과서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 정도에 

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대i=16.17， d삼6， p<.05). 예를 들어， ‘반영하고 있지 

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50.0%, 중학교 41.3%, 고등학교 39.9%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현실성이나 시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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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친화적 내용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한 분량인지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45.0%)가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새35.8%)가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사{17.3%)보다 많았다. 

[그림 3-25J 가족 관련 가치관 교육실태: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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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둥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006.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에 대한 교사인식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대i=20.83， d삼8， p< .0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 

한 비율은 줄어들었으며(초등학교 21.1%, 중학교 19.8%, 고등학교 12.4%), ‘적절 

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였다{초등학교 23.7%, 중학교 

36.8%, 고등학교 43.14%). 

담당교과에 따라서도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발견하였 

대x2= 18.56, df=4, p<.Ol). 교육내용의 분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주 담당교과 교새42.3%)가 비 담당교과 교새26.2%)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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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J 가족 관련 가치관 교육실태: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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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동에 관한교육실태 조λb ， 2(XXj. 

바.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43.3%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수의 

교새42.4%)는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고 반응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 

면에 ‘적절한 편이대1 1.9%)’나 ‘매우 적절하대0.3%)’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교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3-27J 가족 관련 교육 실태: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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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 자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X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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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역시 학 

교급과 담당 교과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적절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i=21.98， df=8, p<.01), 비 담당 교과에 비해 주 담당 

교과 교사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대x2=17.22， df=4, p<.01) 

사. 가족 관련 수업 애로사항 

현재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 애로사 

항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수의 교새41.0%)가 ‘내용이 진부해서 학 

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다’를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교사 

(34.9%)는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출산과 마찬가지로 가족 관련 수엽의 애로사항으로 교사 관련 요인을 

선택한 교사도 일부 있었다 12.7%의 교사는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달라 

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당황스럽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2%는 ‘내용을 재미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 

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애로사항으로 선택한 반응 비율은 교직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X2=4612， 

df=18, p<.OO1). 교직경력이 적은 교사는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 

발시키기 어렵다’고 응답하거나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 

고 응답한 반면에 경력이 많은 교사는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 

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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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J 가족 관련 교육 실태: 가족 관련 수업 시 애로사항(교직경력 차에 

수업방법 

가치관차이 

보조지도자료 

내용진부 

o 10 20 30 40 50 
반응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 ·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1뼈 

4.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향 

60 

Eí!l 21 년이상 

흩 11-20년 

口 6-10년 

뎌 5년이하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 

로 적절한 수업시간， 가치관 교육 시작 연령， 개선방향， 개선 시 고려할 사항， 

가치관 수업 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교사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가.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 적절한 시간 

학교교육에서 출샌인구 포함) 관련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지를 전체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사회 

과(6 1.0%)， 기술·가정(실과， 60.0%), 도덕과(54.0%)를 선택하였다. 그 외에 특별 

활동이나 재량활동을 선택한 비율은 33.0%였고 국어과는 11.0%, 과학과 9.0%, 

외국어 3.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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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J 출산 관련 가치관 교육에 적절한 수업시간 

기티 

.영밑!B(X1 ~I'동) 

기 e ，기정 

사억 

호여 

20 30 40 50 60 70 80 

안용-，을(‘ 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006. 

출산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데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학교급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보였대Wilks’ 나mda=.88， F=9.00, p< .OOl). 도덕과를 선택한 

경우는 고등학교(50.0%)보다 중학교 교사{59.0%)가 많았다. 사회과의 경우， 중학 

교 교사{53.0%)보다는 초등학교(65.0%)나 고등학교(66.0%)가 선택한 비율이 높 

았다. 기술·가정(실과)은 초등학교(3 1.0%)보다는 중학교(66.0%)와 고등학교 

(66.0%) 교사가 더 많이 선택하였다. 요컨대， 출산 관련 가치관을 가르칠 때 초 

등학교 교사는 사회과를， 중학교 교사는 도덕이나 기술·가정을， 고등학교 교사 

는 사회나 기술·가정 수업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사의 성별에 따라 출산 관련 가치관을 다루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비 

율이 유의하게 달랐대Wilks’ μmda=.98， F=2.58, p<.Ol). 사후검증 분석결과， 사 

회시간에 출산 관련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남자 교새66%)가 여자 교새57%)보다 높았다 

출산 관련 교육에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주 담당교과와 비 담당교과 간 

의 인식차이도 발견되었대Wilks’ 냐mda=.93， F=1O.05, p<.OOl) 사후검증 분석결 

과， 주 담당교과 교사가 가정을 선택한 비율(68%)은 비 담당교과 교사의 선택 

비율(48%)보다 높았다. 대조적으로 국어나 특별활동을 선택한 비율에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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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과(국어 9%, 특별활동 28%)보다 비 담당교과 교써국어 13%, 특별활동 

41%)가 더 높았다. 

교직 경력에 따라서도 출산 관련 수업 시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Wilks’ μmda=.95， F=2.30, p<.OOl) 사후검증 분석결과，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가정시간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나.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 적절한 수업시간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 

문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도덕(75.0%)， 기술·가정(실과， 52.0%), 사회 

(46.0%) 순으로 선택하였다.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29%, 국어 14%, 

과학 4%, 외국어 3% 등이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 적절한 수 

업시간으로 선택되었다. 

[그림 3-30J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적절한 수업시간 

기타 n 
특별 활동(재 랑활동) 

외국어 關

기술，가정 

과학 암3 

사회 

도덕 

국어 樓뺑뺑영 

10 20 30 40 50 60 70 80 
반응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005.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데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학교급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보였대Wilks’ 매mda=.87， F=9.77, p<.OOl) 사후검증 분석결 

과， 도덕과를 선택한 경우는 고등학교(68.0%)보다 초등학교(77.0%)나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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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교사가 많았다. 사회과의 경우， 중학교 교λ}{35%)보다는 초등학교(49%) 

나 고등학교(55%)교사가 사회과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기술· 가정(실과)은 

초등학교(26%)보다는 중학교(54%)와 고등학교(60%) 교사가 더 많이 선택하였 

다. 요컨대，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 교사는 도덕과 사회， 중 

학교 교사는 도덕이나 기술·가정， 고등학교 교사는 사회나 기술·가정 수업시간 

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사의 성별에 따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다루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달랐대Wil않’ μmda=.94， F=8.52, p<.OO1). 사후검증 분석결과， 

사회시간에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 

자 교새57.0%)가 여자 교새38.0%)보다 높은 반면에 기술· 가정(실과) 시간을 

선택한 비율은 여자 교새55.0%)가 남자 교새49.0%)보다 많았다.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주 담당교과와 비 담 

당교과 간의 인식차이도 발견되었대Wilks’ μmda=.92， F=1 1.53, p<.OOl). 사후검 

증 분석결과， 주 담당교과 교사가 가정을 선택한 비율(60%)은 비 담당교과 교 

사의 선택 비율μ0%)보다 높았다. 대조적으로 국어나 특별활동을 선택한 비율 

에서는 주 담당교과(국어 11%, 특별활동 24%)보다 비 담당교과 교새국어 18%, 

특별활동 36%)가 더 높았다 

교직 경력에 따라서도 출산·가족 친화적 수업 시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 

였다-(WiJks’ μmda=.95， F=2.30, p<.OO1). 사후검증 분석결과， 교직경력이 5년 이 

하인 교써7.0%)보다 6년 이상인 교사가 국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6-1O년， 

11-20년， 21년 이상， 각각 16%). 유사하게，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가정을 선택한 

비율도높았다. 

다.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시기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교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μ5.1 %), 초등학교 고학년(38.6%)， 중학 

교(13.0%)， 고등학교(3.3%) 순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교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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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를 보였대X2=3129， d감6， p<.OO1) 즉， 초등학교 저학년을 선택한 

비율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50.8%)가 중학교μ1.9%)나 고등학교(45.8%) 교사 

보다 더 높았다. 또한 응답비율에 있어서 교사의 성차도 존재하였대x2=3 1.44， 

df=6, p<.OO1). 초등학교 저학년을 선택한 비율에 있어서 여자 교사(50.7%)가 남 

자 교새37.2%)보다 높았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택한 비 

율에서는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보다 높았다 

[그림 3-31]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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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학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동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006. 

라.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시기 

口남자교사 

I 여 자 교 사、 

고등학교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교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η9.7%)， 초등학교 고학년(17.3%)， 중학교 

(2.5%), 고등학교(0.5%) 순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대x2=18.24， df=6, p<.01). 초등 

학교 저학년을 선택한 비율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새89.2%)가 중학교(76.1 %)나 

고등학교(79.2%) 교사보다 더 높았다. 

응답비율에 있어서 교사의 성차도 존재하였대;=44.65， df=6, p<.OO1). 초등학교 저 

학년을 선택한 비율이 여자 교새85.4%)가 남자 교새71.6%)보다 높았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택한 비율에서는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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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J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시기: 교사 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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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동에 관한 교육 실태 조써， 2뼈 

口남자교사 

.여자교사 

고등학교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교직경력별 집단 

차이를 발견하였대x2=23.53， df=9, p<.Ol). 교직 경력 연수가 길수록， 초등학교 

저학년을 선택한 비율은 낮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선택한 비율은 높았다. 

[그림 3-33J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시기: 교직경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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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 자녀·양성평동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1뼈. 

마. 교육내용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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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년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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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내용의 개선방향에 대해 가장 많은 수의 교사 

들(67.9%)은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 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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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개선한다’고 응답하였고 28.0%의 교사는 ‘저출산의 원인，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한다’라고 대답하였다 극히 소수의 교사만 

이 ‘현재 교육내용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대1.0%)’ 또는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대1.9%)’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교사가 출산·가족 

친화적 교육에 관섬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내용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이 있음을보여준다. 

바. 교육내용을 개선할 때 고려할 사항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개선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54.0% 교사는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 

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대29.1%)’ 

와 ‘특정 가치가 주입되는 방향을 지양해야 한다{1 1.0%)’를 선택하였다. 소수의 

교새5.2%)는 교과 간 내용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사항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대44.7%)’와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 

활동 시간 등 교과 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25.2%)’를 선택하여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 19.8% 교사는 ‘출산·가족 친화적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여 지도 자 

료와 함께 교사연수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반응경향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대X2=2850， d삼 10， 

p<.01). 초등학교(15.4%)나 중학교(16，8%)보다 고등학교(24.3%) 교사는 교사연수 

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재량활동(특별활동) 시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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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지도 자료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는 고둥학교(19.4%)보다는 중학교(28.5%)나 

초등학교(3 1. 8%) 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3-34J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시 필요사항 

60 

50 

'* 40 
O뻐 
효 30 
꾀010 

20 

10 

o 

쩍초등학교 

.중학교 

口고등학교 

교사연수 교과과정 치 도자료 재 량활동 지 도자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 자녀-양성평동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J ， 2tXXi. 

또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다루는 주 담당교과 교사와 비 담당교과 

교사 간에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다(x2=28.l2， df=5, p<.OO1). 

‘교과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에 대해 주 

담당교과 교새49.8%)는 비 담당교과 교새36.3%)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 

율이 높았다 반면에 ‘재량활동(특별활동) 등 교과 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자료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는 비 담당교과 교λj{32.6%)가 주 담당교과 

교λj{20.4%)보다 더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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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J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시 필요사항: 담당교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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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자녀·양성평동에 관한교육 실태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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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들은 출산 기족 친화적 가치관을 학교교육에 

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는 내용이나 

분량 및 학습자 흥미나 수준은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 적절하 

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교λ}들의 반용을 분석한 결과， 학교교육에서 출산· 

기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도 보완자료 개발이나 보급， 교 

사 연수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 3절 요약 및 시사점 

학생과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출산에 관한 학생인식과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의 학생들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양육에 대한 물리적 · 경제적 부담을 선택 

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국력이 약화되거나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출산 관련 내용은 기술· 가정(실과)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등 기타 

교과 외 시간에 다루었다. 출산 관련 수업을 듣고 난 후， 학생들은 생명 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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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거나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 

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증가했는 

데， 이는 중고등학교 출산 관련 교육내용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족에 관한 학생인식과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다양 

한 형태의 가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학생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학생보다 약간 많았지만， 연령이 어리다거나 양부모님이 모두 생존하는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는 원 

인에 대해서， 부모의 별거·이혼·재혼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 

가정이나 양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일찍 돌 

아가셨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반응은 학생의 가족구성 

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족 관련 내용을 배운 시간으로는 도덕， 기술· 가정(실과)， 사회가 가장 빈번 

하게 선택되었다. 학생들이 배운 가족 관련 내용은 가족의 소중함이나 중요성， 

가족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이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가족 관련 내용을 

다양하게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련 내용을 학습한 후， 학생들은 화 

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은 반 

면에 상당수 학생은 갈등 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다 

르다거나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출산과 마 

찬가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평가 비율도 증가하였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과 관련한 학습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문제점과 깨선 

방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 

한 교사인식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교사들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들은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필요 

하며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경향은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출산경험이 있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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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학교교육 실태에서는 전체 교사 중 절반(47%) 정도가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만 

을 대상으로 출산과 관련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교사들은 대체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 등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교과서의 삽화나 사진， 도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긍 

정적 평가를 크게 앞서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보조 지도 자료의 부족과 

진부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가족 관련 학교교육 실태에서는 절반 이상(53.9%)의 교사가 가족 관련 내용 

을 가므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가족 관련 학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 

성과 현실성， 반영，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에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우세하였다 특히 학교급이 높은 교사이 

거나 도덕， 사회， 기술 가정(실과) 담당교사들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 

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애로사항은 보조 지도 자료의 부족과 학생 흥 

미 유발 실패 등이었다 

출산· 기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업시 

간， 교육시작 연령， 개선방향， 개선 시 고려사항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 

다 그 결과， 교사들은 사회， 기술·가정(실과)， 도덕시간에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 

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가치관 교육을 시작해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출산은 개인적 차원을 멈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 

과정 운영 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 개 

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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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루도록 

수업시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출산 관련 내용은 제한된 교과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주로 지식 전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친화적 가치관 

을 형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하 

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 자료 

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면서 시대성 

과 현실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성별이나 연령， 가족 구성 등 학생 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에 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출산·가족 친화 

적 내용에 대해 진부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 

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에게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미화해서 주 

입하는 방식보다는 사회나 국가와의 관계， 가족 갈등과 화해 등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직경력， 성별， 출산경험 여부， 담당교과 등 교사특성에 따라 출산·가 

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교직경 

력이 적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교 

사 연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교사인식을 제고할 뿐 아니라 출산·가족 

친화적 내용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수방법의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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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및개선방안 

제 1 절 교육내용 분석의 기본 방향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출산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고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2αη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도 자료를 개발하 

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 

간의 관계 차원인 매크로적 시각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 

는 가치관 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은 출산에 관한 올 

바른 판단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파 하며， 더 나아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편 출산과는 달리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절대선이므로 가치관 교육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나， 우선 가족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형태(입양 

가정， 재혼가정 동)도 정상적인 가정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 

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 방향을 이 

와 같이 설정하고， 현직 교과 선생님들과의 섬층면담을 통하여 분석 및 개발할 

교과와 대상 학년을 정하였다 교과의 성격 및 목표와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 

관 교육과의 관련성， 교육가능성 동을 고려하여 분석 교과는 도덕과， 사회과， 

가정(실)과로 정하였으며，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동학교 1학년 

까지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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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수-학습 지도 자료는 2007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즉 

시 사용 가능한 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각 학교급과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분석하 

여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교육내용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 

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도덕， 사회， 가정(실과)의 교육과 

정 및 교과서별 분석의 기본방향과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교육내용 분석 

가. 초등학교 도덕과 분석의 기본방향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내용을 기초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i 가족을 통해 생명존중， 사랑， 화목， 배려， 용서와 같은 덕목， 예의범절을 길러 

줄 수 있다. 가족은 심정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에 근간이 된다. 

-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간에 성 평동 모텔에 기초해야 한다 

- 가정과 직장 사이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i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자기 자신， 조상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고 

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어야한다. 

i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i 가족과 사회 및 국가와의 연계，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이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기틀이 된다. 

i 행복한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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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등학교 사회과 분석의 기본방향 

사회과에서는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을 기초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사적 생활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문화·법 등 제반 사회 영역과 관련 있는 사회 문제이다. 

i 저출산 현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인구 구조의 변동이나 저출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탐색한다. 

i 인구 감소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다. 초등학교 실과 분석의 기본방향 

실과에서는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초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i 가정의 형태는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2세대 가정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델이 된다. 

i 가족들이 함께 7싸노동에 참여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7싸노동에 참여함 

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나누어가지는 행복을 배운다. 

- 다양한 가정 안에서 ‘나’는 가족 구성원 중 하나이며 가족원으로서는 가정생 

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주적， 능동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 

정생활의 소중함을 지킨다. 

2. 중등학교 교육내용 분석 

가. 중등학교 도덕과 분석의 기본방향 

출산· 가족친화적 가치관과 관련한 내용요소를 근거로 하여 도덕과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영역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어떠한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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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야할 것인지를 제안하였다. 

적합성 부분에서， 도덕과의 목표 속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내용 

이 적합한지，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고 관심을 가지는 소재를 바탕으로 예화와 

학습자료(만화， 포스터， 광고， 동영상 등)가 제시되었는지， 수업 시간이나 수행 

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과 분량인지， 각 학교급별 학년에 맞게 학생발달 

사항에 맞게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가정이나 사회과에서도 다루고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 전달 위주의 내용보다 가족， 생명의 소중함과 관련하여 도덕적 감정을 자 

극하고 도덕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며 실천과 체험의 기회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 

지， 학년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다른 교과와의 차별성을 두었는지를 검 

토하였다. 

제시 방식과 전개 방식이 지나치게 당위적이거나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자율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는 

지， 삽화나 사진에서 성차별적 요소나 편견을 유발하는 면은 없는지， 도표나 통 

계가 최신 자료이며 정확한지， 내용이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편중된 것은 아 

닌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펙적 영역에 있어 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행동적 

측면에서 고른 학습 자료를 담고 있는지도 중요한 사항이고 내용면에서 최근의 

현대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흥미로운 자료들로 채워졌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교육과정과 지도서에 제시된 방법이 최근 도덕과 교육방법론을 잘 반 

영하여 이루어졌는지도 대상이 되었다. 

나. 중등학교 사회과 분석의 기본방향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교육 내용의 적합성 여부 

이다.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출산· 가족 친 

화적 가치관 함양에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선정하 

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사회과는 보다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목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출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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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보다는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을 학습 내용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존의 교육과정 

이 일반 사회， 지리， 역사 등 아주 낮은 수준에서 통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주제와 같이 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이슈를 특정 학년의 특정 단원에서 다 

루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 과정 체계를 전제로 하여 최대한 관련성이 높은 단원을 

선정하였고， 내용 수준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발달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수준 

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학년 간 또는 교과 내의 종적 계열성이 부족 

하다는 점이다 출산과 가족에 대한 학습 내용은 아주 단편적인 형태로 다루어 

져서， 다른 학년과의 관련성이 아주 낮았다. 다만 가정과와 도덕과에서 지도하 

는 출산과 가족에 대한 학습 내용이 일반적인 특징， 개인적인 태도 형성， 계획 

세우기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사회과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출산 

과 가족 제도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교과 간 횡적 

관련성과 보완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서술된 기존 교과서는 이미 출간된 지 5년 정 

도 경과함에 따라 일부 통계나 사진 자료가 시의성을 잃었거나 일부 오해의 소 

지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가장 최근의 통계나 사례 등을 제공 

하고 새롭게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나 정책 용어 동을 다룸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수있다 

다. 중등학교 가정과 분석의 기본방향 

중등학교 가정과는 7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 중 채택율과 내용 구성의 합리성을 감안하여 3종의 

교과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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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 생명의 탄생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소중한 의미가 있음을 인 

식할수 있는내용과방법 

i 부모가 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 

i 부부간의 육아 분담， 탁아시설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보완으로 양육의 기쁨을 

누리고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i 미혼 부모들도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사회적 인식 

맨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 획일화된 남녀의 역할 분담 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성의 존재임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내용 

-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입양가족， 복합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의 형태 

-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 가정생활 설계와 관리를 실제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 

i 가족 간의 유대 강화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 

는방법 

i 가족해체， 가정폭력， 장애 가족원 등， 가족원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와 함께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 

제 2절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이 절에서는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돕는 지도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도덕， 사회， 가정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98 

1.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 도덕과 

K’.“’‘ I 
〈표 4-1) 초등학교 5-6학년 도덕과 교육과정 
____ i>μ셔 |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 

도덕과의 목표는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규범을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의식과 

국가·민족의식， 그리고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교육인적자원부，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199끼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과의 목표에 따르면， 도덕과는 바람직한 도덕규범을 익히고 합리 

적인 판단능력을 길러 한국인， 세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 교과라 

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는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 

육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우선적으로， 가정생활은 바람직한 도덕규범 

과 예절을 익히고， 사회생활， 국가· 민족 생활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생활 습관과 규범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 이외에도， 도덕적 사고 

력과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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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과 국가·민족의식 역시 가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모 

래성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하여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요구되며，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서， 현 시대에 맞게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의 믿음， 신뢰，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장이며， 가족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예의범절을 배우게 된다. 

가족생활에서 규범을 배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분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가족생활이 즐거운 안식처로서 자리 매김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 

교과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내용은 가정·이웃·학교생활이라는 내용 영역에 해 

당되며， 교육내용의 대부분은 가족의 화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가족의 화목 

을 위해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예절을 지키고， 맡은 역할을 다하는 것이 주 

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아직까지는 어머니의 

역할은 살렴， 아버지의 역할은 직장에 다니는 것 등 과거의 일반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해 현실생활에서는 많 

은 변화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교과서에서는 예전의 역할을 그대로 다루고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제거할 수 있 

는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 화목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모 

두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등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이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지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교사와 학부모， 사회가 모두 공 

감해야 하고， 이런 교육을 위한 여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 

산·가족 친화적인 내용으로서의 화목은 지식이기보다는 내변화해야 하는 가치 

로서 이는 학생들이 이미 유치원， 또는 그 이전부터 알고 있는 가치이지만， 교 

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계속적으로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는 이미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다. 한부모 가 

족， 입양가족， 미혼부모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가족의 모습을 고정적인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다양한 가족 

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이 각자 건강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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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 

기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나는 가족에게 어떤 의미 

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가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살고 있다 가족 간의 사 

랑을 가족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아울러 가족 내 갈 

등이 생기거나 가족원 간의 욕구가 다른 경우 갈등의 원인을 찾거나 문제를 해 

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가정이나 갈등 

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복한 가정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 가족 간의 합 

의와 협력 동의 민주적인 절차로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알린다. 

이상적인 가족에서는 건강한 가족이 갖고 있는 특징을 찾아내고 우리 가족 

과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 

계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외동아이보다 형제자매가 많은 가 

정에서 자란 자녀가 갖는 장점을 제시한다 조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조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부모님의 지혜를 전수받을 수 있고，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여 조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제공한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모든 사람은 가족 내에서 안정과 보 

호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보호자를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또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가정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장 

애인을 보는 시선이 아직도 편안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있는 가족 

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가족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하기， 칭찬과 격려， 지지 등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 

하여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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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피토덕과 퍼펙 내용 분석 및 개선빡 ” ’ ”‘ I 
〈표 4-2) 초5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2. 절제하는 생활) 

소영역(단원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일상생뺑l서절제 집에서의 절제하는 생활이 밤늦게까 형제들 간의 관계가운데 
알아보기 해야 하는 일들과 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것과 음식 서로 양보하고 절제하는 

실행 계획 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 것 등으 미덕의 필요성 보충 

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절제해야 하 
는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음 

좋지 못한 행동을 고철 일상생웰II서 절 좋지 못한 행똥이 개인의 행동과 학 개인의 행동을 개선하고 
수있는방법을생각하기 제해야 하는 일들 교에서의 행동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반성하는 페이지 할당이 
(생활의 길잡이) 과실행 계획 필요함 

중영역 : 절제δ}는 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해 봅시다. 

이렬 때에는 어떻게 하 l 자신의 생활 반성과 17얘생뺀서 내가 절제할 부분이 있다 | 가족의 여러 관계에서의 
여야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경애 | 면 어떤 것이 있는지 부모님께 여쭈어 | 절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를 실천빼는 다짐 | 보고 적어 보도록 함으로써 자기 평7까 | 생각해보기 
막연하게되어 있음 

초등학교 5학년 2단원의 절제하는 생활은 자신만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이기 

주의의 팽배와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우선하여 추구하는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고， 실제로 절제하는 생 

활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재를 통해 

자신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찾아보며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조금씩 줄이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함으로써 가정 

과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절제는 개인만의 도덕성 뿐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때 바람직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적인 절제와 더붙어 가정 내에서 형제들 간의 관 

계 가운데 서로 양보하고 절제하는 미덕이 많이 필요하므로 형제간에 서로 양 

보하는 내용을 보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며 

기본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 개선 뒤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행동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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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이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절제의 생활을 계획하고 반성하는 시간에 

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절제할 부분과 형제 간의 관계에서 절제할 부분， 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절제할 부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표 4-3) 초5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3.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소영역(단웬 |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 서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 알아보기 

웃어른공경 경애의 의미와 중 웃어른 공경에 대한 삽화가 푸른 웃어른을 모시는 것은 좋은 일 
요성 색과 검은색 계통의 색감으로 어 이며 즐거운 일이라는 인식을 

둡고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인상 주기 위해 밝은 색으로 삽화를 
을줌. 꾸멈 

논어와 맹자 효 경애를 실천할 때 논어와 맹자， 효경， 훈민가에 있는 다양한 삽화와 쉬운 글로 이해 

경，훈민가 지켜야할 바른 마 내용을 한글로 풀어쓰기는 하였으 를돕도록함. 

(생활의 길잡이) 음가짐과태도 나내용이 어려움 

초등학교 5학년 3단원의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논어와 맹자， 효경， 

훈민가에 있는 내용을 한글로 풀어쓰기는 하였으나 단지 글만 한글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한자식 내용이라 어렵고 막연하다 따라서 한글로 번역할 뿐 아니라 

더 쉬운 글로 풀어 쓰고 적당한 삽화로 글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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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초5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4. 이웃사촌)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생활의 중요성 알기 

바쁘기는하지만 이웃이 지니는 의미 결정하기 힘든 두 경우를 대립시 다른 예화를 선택하는 것이 

와중요성 켜 놓아서 초동학생이 선택하기 바람직하겠음. 
힘이 둥， 

선이의 일기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은 항상 콸상하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이웃에 대한관심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71족들 

을심어 줄수있음. 과 평퉁한 이웃 간의 정을 나 
누며 사는 예화를 넣어주는 것 

도좋겠음 

사촌의 결혼식에 가는 도중， 시골의 길에 차가 고장이 나서 난감해하는 한 

가족을 발견하였다. 사촌의 결혼식에 가야할지 아니면 고장 난 차로 난감해 하 

는 다른 가족을 도와주어야 할지가 서로 대립되는 예화이다. 교과서의 의도는 

사촌의 결혼식에 시간을 맞추어 가야 하지만 그 보다는 난감해하는 가족을 도 

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촌은 나의 소중한 가족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사촌 

의 결혼식을 뒤로 미루기에는 갈등이 심하다 다른 예화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겠다. 

이웃에 살고 있는 할머니나 선이처럼 가족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쌍하고 무 

엇인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관계로 서술되어 있다 불완전 

한 가족은 항상 불쌍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불완전한 형태가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평등하게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예화를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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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초5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8. 나라 발전과 나) 
소영역딴웬 | 내용 요소 | 문제점 l 개선 방안 

중영역 :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 알아보기 

나라를 구성하는 | 공동 운영樞서의 국가와 | 주권 회복에 비해 국민에 | 국민이 그 나라의 잠재된 발전요소 
것 | 개인 간의 싱호 관계 | 대한 비중이 낮음 임을 보충할 내용이 필요함. 

국가의 구성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인데， 주권을 잃었던 사례와 잃었던 주권 

을 다시 찾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예화는 매우 많은데 비하여， 국민에 대한 것 

은 언급 되어 있지 않다. 주권 없는 국민의 모습 뿐 아니라 국민이 그 나라의 

잠재된 발전요소임을 보충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공동운명체로서의 국가문제임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표 4-6) 초6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2. 소중한 생명)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 생명이 존중한 까닭 알기 

내 생일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의 자녀를 출산할 때 힘든 나는 부모님의 기쁜 존재임을 보 
중요성 점만 언급함. 충할수 있어야함. 

그렴보고 생각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의 관련된 삽화 하나로는 예화를 더 많이 삽입하여 생명존 

점 이야기하기 의미 생명을 존중동}는 태도의 중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생각 
(생활의 길잡이) 의미를 알기에는 부족함. 하도록보충함. 

자연의 소중함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잘 가꾸어진 자연의 모습도 함께 
에 대해 느낀 여기는태도 예화가부족함， 제시함으로써 생명을 폰중할 수 
점을 이야기 해 있도록함， 

보자 

내 생일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출산할 때 힘드셨다는 점만 간단하게 언급 

하여 자녀가 가족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측면이 간과되어 있는 듯 보인다 부모 

님이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자녀를 양육할 때 힘이 드는 것 

은 사실이나 내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사실이 빠져 있다. 나 

는 소중한 존재이므로 일상생활에서 나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 

록 하며 부모님께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삽화로서 불 길 속에서 아이를 구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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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모습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삽화 하나로는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의 

의미를 알기에는 부족하다. 생명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화나 생명을 소 

중히 여기는 예화를 더 많이 삽입하여 생명존중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생각 

하도록보충한다. 

자연의 소중함에 대하여 느낀 점을 이야기 할 때， 현재 자연이 황폐화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하거나 잘 가꾸어진 자연의 모습도 함께 제시함으 

로써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표 4-6) 초6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2. 소중한 생명)(계속)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 생명을 보호하는 활동 실천하기 

선택활동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헌혈활동은 초둥학생이 학생들이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것 

(1, 2, 3) 태도를 실천하려는 마 실천하기 힘둠. 으로구체화해야겠읍. 

음가짐과 구체적 실천 
방안 

생명 보호 휠동 인간 생명을 폰중하는 개인， 특히 초등학생이 할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 
조사 태도를 실천하려는 마 수 있는 활동을 조사하는 아보게 함으로써 초퉁학생도 인간 

(생활의 길잡얘 음가짐과 구체적 실천 공간이 없음.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방안 는 인식이 들도록함. 

선택활동에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시된 헌혈과 

유니세프의 지원 활동은 초등학생이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는 힘든 것이다.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택활동을 학생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으로 구체화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 

요하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개인이나 작은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생활의 길잡이에서는 단체나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생명 보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 특히 초등학생이 할 수 

있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등에서 생명 보호를 위해 초 

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인간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학 

생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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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초6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3. 너그러운 마음)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하는 까닭 알기 

용서하는 사람 | 다른 사람을 사랭하고 1 7쁨 간의 사링이 있는 사 | 기본이 되는 것01 7팩 간의 사랑 
관용으로 대E뜯 태도7r I 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 임을 보충함.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 수 있다는 것이 빠져있음 

중영역 : 일상 생활에서 너그러운 마음 실천하기 

부모님， 형제， 친 | 사랑과 관용을 실천할 | 사랑의 편지의 대상이 구 |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감사하게하 
구에게 사랑의 | 때의 바른 마음가짐과 | 체적이지 않읍 고， 나도 그런 경우에 관용을 베풀 
편지 쓰기 |자세 수 있도록 함. 

용서하는 사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에 관해 잘 나와 있 

다. 아쉽다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사랑이 바탕 

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때에 화목 

할 수 있으며 사랑 중에는 가족 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것임 

을알수있게한다. 

편지쓰기에서는 아무런 제시 없이 빈 편지지 한 장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랑의 편지를 막연하게 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잘못 

했을 때 용서해 준 친구나 부모님， 형제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 보도록 하여 구 

체적인 사례를 들어 감사하게 하고， 나도 같은 경우에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할 것이다. 

〈표 4-8) 초6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6. 아름다운 사람들) 
소영 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 봉사활동 실천하기 

선택활동 | 자기 생활의 반성 | 가족 안에서 다른 가 | 가족을 위해 배려하고 봉사하 
과 타인에 대해 배 | 족을 위해 봉사하는 | 려는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내 
려하고 봉사하려는 | 실천의 예가 부족함. I 용 할당이 필요함. 
실천 의지 

장애인의 어려움을 가상 체험해보고 배려할 점을 찾아 실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다. 덧붙여 많은 시간과 생활을 가족과 함께 보내므로 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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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예를 덧붙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행동이나 생각했던 점， 가족이 나의 마음 

을 배려했던 점등을 생각하는 활동을 첨가한다면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가족의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고 가족을 위해 배려하고 봉사하려는 마 

음도 가질 수 있다 봉사는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초등학교 사회과 

| 초등학교 A펴과쿄육과청 분석 ι t ’ l 
〈표 4-9)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뚫반 3 4 5 6 

인간과 
·고;엠 자연 환경과 인문 ·해지역의모습 ·원1 국토의모습 ·쩌겨러벼뿜터전 

공간 
환경과의관계 ·시도의지도그리기 ·환경의이용과 보존 ·원l와뺀까깊은내들 

·歡합혼합§뱀뻐繼 • 지구촌 

·고장생활의변천 ·옛도읍지와내}들 ·문회천통의껴않 ·민족국가의 성장 

인간과 ·고장의문회적전통 ·빨관과문화재 ·灌혐/생창 ·민족문화의발달 

시간 ·근대시민사회의빌달 
·현대의한국 

·시장과물자이동 ·지역의자원과생산 .~￥밟쳐쩍껑제청장 ·해내}의민주정치 
·고엠여러 7변과땐 ·물자유통과상호의존 ·정보화시대의 산업 활동 ·딴추찌벤의뺑職1縣 
·고장채검들의 노력 ·지방재봐땐1 생활 ·했원촌:운쩨 홈훌훌엄 

인간과 · 지역 사회의 문제와 해결 영f웰펼〈 

사회 ·쩌지역의미래 
，~總繼j뼈생활 
·취폐헬빼까챙활 
''1뼈의살훌셀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의 개념을 ‘사회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 

식과 사회 지식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가 

치와 태도를 육성하는 교과’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사회과의 궁 

극적 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길러 주는 데 있으며， 바람직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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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란 인권 존중，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 

양하고，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현안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국7}，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에 사 

회과는 사회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강구 

하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데 

가장중점을두어야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교과 특성을 적용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변의 현 

상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게 하 

고 사회의 기초적인 지식과 능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특정을 이해하고 공 

동생활의 참여 능력을 기르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사적 생활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문화·법 등 제반 사회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더 이상 저출산의 문제 

를 경제적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선택 수준에 머물러 두기에는 문제 

의 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검토하고，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대략 10년 내에 출산 연령에 

도달할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거나 가능한 낳지 않는 것이 편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 

를 지웹고，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대사적 과정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 구조를 탐구함으로써 시급한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의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산·가족 친 

화적 가치관을 함양하게 해야 한다.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5학년의 ‘우리가 사는 지역’ 단원에서 도·농간 인 

구 이동 현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조 차이를 급속한 도시 

팽창의 원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에 덧붙여 도시적인 생활양식띠fe style)에서 

생겨난 저출산의 문제점을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거 

나， 저출산 현상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인구 구조의 변동이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탐구함으로써 보다 밀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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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추동웹 사회과 괴과서 내용 분석 맞 개선방안 ” ‘ I 
〈표 4-10) 초5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2. 우리가 사는 지역) 
소영역(단원) 내용요소 문제점 개선 방안 

중영역 : 도시 지역의 생활 

도시는 어떤 곳일 한 지역이 도시로 발전 우리나라 도시 수와 인구 수가 우리나라의 인구수의 증가가 

η” 하기까지의 과정 탐색 늘어난 지도만 제시되어 있음， 큰 폭으로 줄어드는 표나 그 

하기 래프， 지도를 추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의 여러 문제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도시의 여러 문제 중 도시화에 도시의 힘든 생활 동이 결 
를 어떻게 해결할 인한 여러 가지 도시 따른 결혼율의 저하문제는 언 혼과 출산율의 저하 원인이 
ηF 문제 탐구하기 급되고 있지 않음. 라는 점을보충함. 

도시의 여러 문제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협에 약 200쌍이 결혼핸 것 결혼이 주택문제의 원인이 
를 어떻게 해결할 인한 여러 가지 도시 이 주택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η” 문제 탐구하기 나와 있어 결혼 때문에 주택문 삭제하는것이 좋겠음‘ 
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있음. 

도시의 여러 문제 도시 문제의 다양한 해 환경문제의 결과로 사람과 동 기형아 출산이나 불임부부 
를 어떻게 해결할 결 방법 탐색하기 물에 호홉기 질환과 피부 질환 도 환경문제와 관련있음을 

η” 을 예로틀고 있음 보충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 
요함. 

선택학습 인구 수 변화 그래프를 대전의 인구 변화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보고 인구 증가폭 
활용한 해설， 도시의 인 인구가 늘어난 점만 부각시켜 이 줄어들고 있음을 결혼과 
구집중원인 정리하기 나타내고 있음. 출산율이 저하와 연결시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음. 

도시지역의 생활은 도시의 사회적 특징과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을 파악하교 

인구의 밀집， 환경의 파괴와 오염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이해하게 하는 영역이 

다 특히 인구이동 원인과 관련하여 도시의 인구 집중 원인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 

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통해 인구의 도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 수와 인구 변화에 관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 수와 인구 수가 늘 

어나면서 2αm년대에 들어 새롭게 도시가 된 곳이 많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수의 증가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표나 그래프， 지도를 제시함으로써 출산 

율의 저하와 도시발달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인구의 증가와 도시발달과의 상관 

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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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단원에서 인구집중으로 인한 여러 문제 

(부족한 주차 시설， 쓰레기 문제， 부족한 주택문제 등)를 나열하고 있는데 교과 

서에 나오는 문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 

는 도시화에 따른 결혼율의 저하문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부족한 

주차 시설， 쓰레기 문제， 부족한 주택문제 동으로 인해 가족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음을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1일 평균 200쌍이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주택문제의 하나의 원인으로 

나와 있어서 결혼 때문에 주택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결 

혼 때문에 주택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독신 

으로 자립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 주택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환경오염이 사람과 동물에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을 일으키며 식물의 성장에 해를 끼친다고 서술되어있다 최근 들어 기형 

아 출산이나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환경문제와 관련있음을 보충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학습에서는 대전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대전의 인구 변 

화의 특징을 써보는 활동을 통해 도시가 발달했음을 알게 한다. 그래프를 보고 

대전의 인구 변화의 특징 중에서 인구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뿐 아 

니라 결혼과 출산율의 저하가 새로운 도시문화의 문제점이 될 수 있음을 나타 

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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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계속 

소영역(단원) 내용요소 문제점 개선 방안 

중영역 : 촌락의 문제 

촌락에서 일어나 사례를 통해 촌락의 촌락의 인구 감소가 단지 인구 촌락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주 

는일 문제점 파익하기 가 도시로 집중하는 것으로만 된 원인은 인구의 감소와 저출 
국한되어 있음. 산 현상과 관련 있음을 강조하 

여개발함. 

촌락에서 일어나 촌락의 문제정과 도 설문조사는 대상자들의 성향에 인구의 감소는 한 고장에서 다 

는일 시 문제의 관련성을 따라 주관적인 답변이 나올 수 른 고장으로의 이동에서 비롯 
설문조사를통해 파 있음. 된 출산융과 결혼율의 감소에 

악하기 서 비롯된 결과임을 보충함. 

촌락이 변화하고 촌락의 문제점을 극 촌락의 문제점을 촌락의 환경 인구가 증가하여 촌락이 다시 
있어요. 복한사례 조사하기 이 열악하여 생기는 것으로 집 발전하는 예화를 넣어 개발할 

중되어 있으므로 문제점 해소 수있음. 

와 출산과의 연관성을 찾아보 
기 어렵다， 

단원 정리 학습 도시와 농촌의 인구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 도시와 농촌 모두 인구의 문제 
구성표를 보고 농촌의 는 현상만 문제점으로 생각할 점 중 고령화라는 변에 좀 더 
인구 구성의 특정을 수 있는학습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야기하기 

촌락의 문제 영역은 학교의 폐교 사태 등의 예를 통해 그 원인이 인구의 감 

소라는 것을 파악하게 한다. 촌락의 문제점은 촌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있다 

촌락의 인구 감소가 단지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것으로만 국한 되어 있다. 

촌락 문제의 큰 원인이 인구의 감소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폐교 및 농촌 문제에 관한 신문 자료를 추가하거나 농촌의 인구 노령화 

문제 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촌락의 문제점과 도시 문제의 관련성을 설문조사로 파악하는 것은 피상적일 

뿐 아니라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성향에 따라 주관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촌락의 문제점과 도시 문제가 궁극적으로 인구의 증가와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인구의 감소는 한 고장에서 다른 

고장으로 이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의 감소와 결혼률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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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충 개발한다. 

촌락의 문제점을 촌락의 환경이 열악하여 생기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문제점 해소와 출산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구가 증가하여 촌락이 

다시 발전하는 예화를 넣어 개발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성표에서 문제점을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만 부각시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원인만 생각하게 하였다. 도시와 농촌 모두 인 

구의 문제점 중 고령화라는 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표 4-11) 초5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3.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소영역(단원) 내용요소 문제점 개선 방안 

중영역 .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경제 

세계 속의 우리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자원의 종류를 천연자 인구도 그 나라의 중요한 자원 중의 
경제 정책을 알아보기 원에 국한하여 설명하 하니라는 점을 보충할 필요가 있겠음 

고있음. 

세계 속의 우리 우수한수출 상품을만 수출을 늘리기 위해 토 상품제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건 

경제 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하는삽화 비는 인구자원수가 큰 비중을 차지 

일에 대해 토의하기 하는 점을 보충하여 개발함 

선택학습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 우리 기업이 외국에 공 값싼 노동력을 외국에서 구하는 이 
(활동 3) 하는 이유와 그 장접 장을 짓는 까닮은무엇 유가 인구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므 

알아보기 인지 생각해 보는 것으 로 선택학습이 아니라 단원정리 학 
로끝남. 습코너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경제 단원에서는 자원의 종류를 단지 천연자원에 국 

한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은 천연자원뿐 아니라 인력자원이 매우 중 

요하며， 인력은 나라의 인구수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은 나라의 사 

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구수를 자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과서에 개발되어 있는 우수한 수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우수한 

기술， 낮은 가격， 독특한 디자인 개발，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토의하 

는 삽화는 좋은 삽화일 수 있으나，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상품을 좀 더 싼 가격 

으로 만들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이 때 상품제조가격에 가 

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건비이며 이는 인구 자원 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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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짓는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인 

력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외국의 값싼 노통력과 구입이 

용이한 원자재가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감안할 때， 

값싼 노동력을 외국에서 구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표 4-12) 초6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소영역(단원) 내용요소 문제점 개선 방안 

중영역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누려야 할 권리， 국민 권리의 종류와 가족 구성원이 하는 일 가족 구성원이 하는 일은 가정의 유 

지켜야 할 의무 필요성 이 국가에 어떤 도움을 지와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지 

국민 의무의 종류와 줄수있는지표로작성 와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필요성 하였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함. 

보호해야할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인권이나복지는 부족한 인권은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한 것임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읍. 
사람들 것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음. 

가족 구성원이 하는 일이 가정의 유지와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지와 발 

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면서 국가의 발전에는 가족 

과 국가의 인구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중국과 프랑스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사례 조사하는 학습에서는 장애인들과 

노숙자들의 사례를 통하여 인권이나 복지를 논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들과 노 

숙자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 그들의 인권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인권은 부족 

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들 수 도 있다 유럽의 사회복지 국 

가의 사례를 통하여 장애인이나 노숙자들 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과 사례들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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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초6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함께 살아가는 세계) 

소영역(단원) 내용요소 

중영역 : 지구촌 속의 우리나라 

지구촌의 여러 l 다양한 지구촌 
문제 1 문제 

문제점 개선 방안 

지구촌의 문제를 전쟁， 기。hl 세계적인 저 출산 문제와 고령 

환경 문제로 한정함 화 문제도 추가하여 함께 거론 
하는것이 바람직함.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영역에서 지구촌의 문제는 전쟁， 기ö}， 환경 

문제로 한정지어 두었다 전쟁과 환경， 기아 문제 뿐 아니라 세계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도 추가하여 함께 거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표 4-14) 초6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 세계 속의 대한민국 

자랑쇄운 우리 문화 | 세계에 자랑할 만한 | 유형문화 중심으로 되어 있음 | 효 문화와 경애 사상을 한국 
우리 문화 을 대표할 만한 문화 유산 중 

하나로 나타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문화 중 대표적인 것들이 대부분 유형적인 것이다. 

효 문화와 경애 사상을 한국을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임을 인식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핸 학습차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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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등학교 실과 

‘ 칠 .셔「 ’ r ’ ” ’ l 
〈표 4-15)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 분석 

싫져넌 5 6 

가족과일의 없f繼劉흉용앵행g 썰j￥;져엽의γ 짜71; 

이해 鐵繼썼爛8썽짧g鐵헥測網쨌약훌끽g활때쳤쳐확i 역할 싫찮댐폈~J*~혔￥앓:mJ 
• 직업의 세계와 진로 계획 

i繼뺏옳짧째영펙;쩔썽셀참 

생활기술 학생의 영양과식사 간단한음식 만들기 

• 학생의 영양과식품 • 식품고르기와다루기 
· 조리 기구 다루기 · 밥과 빵을 이용한 음식 만 
· 간단한조리 하기 들기 

간단한생활용품 만들기 재봉틀 다루기 
· 스킬자수 · 기초박기 
· 뜨개질 ·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 손바느질 목제품 만들기 

전기 기구 다루기와 전자 키 · 목공구다루기 
트만들기 · 간단한목제품만들기 

· 전기 기구다루기 컴뮤터 활용하기 

· 전자 키트 만들기 · 컴퓨터로 그림그리기 
컴퓨터 다루기 · 컴뮤터 통신 활용하기 
· 컴퓨터의 구성 
· 자판다루기와글쓰기 

생활자원과 꽃과채소가꾸기 동물기르기 

환경 관리 · 꽃가꾸기 · 애완동물 기르기 
· 채소가꾸기 · 경제 동물 기르기 
생활환경 정돈하기 자원 활용하기 

· 책상과옷장 정리하기 · 생활 자원의 이용과 절약 
· 청소와 쓰레기 처리하기 · 생활용품 활용하기 

집안 환경 가꾸기 

• 실내 환경 꾸미기 
· 나무 심기와손질하기 

초등학교 실과 교육 목표는 ‘개인과 가정， 산업 생활의 이해와 적응에 필요 

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정보화， 세계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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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립과 관련된 내용은 가정 내에서 서로 자신의 

맡은 역할을 다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종래의 성역할 고정 관념 

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부모 

님과 자녀가 있는 2세대 가정을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 이혼한 

가정의 아동은 이런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가정의 형태는 더욱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따 

라서 현재 교과서에서 평범한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2세대 가정의 

모습을 좀 더 열어서 독신가정， 1세대 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 

이 교과서의 삽화나 텍스트에서 나타나야 한다.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자녀에게 절대적인 사랑 

을 베굶으로써 얻어지는 행복함과 충만함을 배우도록 한다. 또한 가사 노동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나누어가지는 행복함을 

배우게 하며 급속하게 발전하는 미래 사회에서의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 

도록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7싸 참여가 필요하며，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기 전부터 경제관념을 뚜렷하게 가지며 장기적인 생활 설 

계로 안정적인 주거를 얻음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현대사 

회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들을 설명해 주고 자신에게 

맞는 자녀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 

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여 장차 아버지가 될 남학생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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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초등학꾀살과 쿄과서 내용 분석 빛 캐션방얀 I 그ι. 
〈표 4-16) 초5 실과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1: 우리의 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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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개선 방안 

마인드랩으로끝남. 

가족의 다양한 형태가 서 | 다양한 가족 형태 역시 바른 가족의 형 
술과 삽화로 간단함 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충함. 

가정의 소중함 단원에서는 가정생활이 갖는 친숙함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 왜 가정생활을 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고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일에 

대한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 의미와 기능을 알 수 있는 소 영역에서는 우리 집과 우리 가족에 대 

한 단순한 마인드 뱀으로 끝나므로 좀 더 심화시켜서 가정은 인간에게 애정과 

안식을 주는 최초의 환경이고 기본적 욕구 충족의 집단이며， 사회의 기본 집단 

으로 중요성이 큼을 알도록 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니를 아끼고 보살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의 형태가 기존의 교과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간단한 서술과 삽화로 

만 제시되어 있다. 가족의 형태는 보편적인 가족형태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 

태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삽화나 자료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 역시 바른 가족의 형태임을 인식할 수 있 

도록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 이 때 핵가족 이외의 가족 형태를 가진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위축감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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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초5 실과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1: 우리의 가정생활)(겨|속) 
소영역(단원) 문제점 개선방안 

중영역 : 서로 돕는 가정 생활 

서로돕는 가정의 여러 다양화된 현대의 가족생활 가정의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하여 내가 

가정생활 가지 일 유형이 예시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 실천할 수 

나와있음. 있도록 자발성과 실천성을 강조하는 것 
이좋겠음 

서로돕는 역할분담의 역할분담에 대한 기준이 역할분담은 성에 따라 분담되는 것이 아 

가정생활 필요성 없음. 니라 다양한 삶의 형태 속에서 자연스럽 
게 분담되는 것임을 나타냄. 

서로돕는 나의 역할 ‘나’는 가족과 사회의 하위 7}족원으로서 가정생활에 책임감을 느끼 

가정생활 체계로서 존재하며 가족원 고 자주적， 능동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수 
의 일원이라는 점이 나와 행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함. 

있지 않음. 

서로 돕는 가정생활의 중영역에서는 여러가지 가정생활 유형이 나와 있으나 

기존의 정형화된 가정생활을 설명하면서 부수적인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다양 

한 가정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고， 다양한 가정에서 생기는 일의 종 

류를 알게 하는데 지도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일의 성격과 가치 

를 깨닫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발성과 실천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이제는 많은 부분 여자는 빨래， 남자는 전구 갈기 등 

으로 생물학적인 성에 근거하여 고정시키는 예는 사라지고 있으나 가정의 역할 

분담이 가정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다양한 삶의 형태 속에서 자연스 

럽고 공평하게 분담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가족 간의 역할 분담 

이 고정적이지 않도록 가족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변화시키는 

학습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정 안에서 ‘나’는 개인으로서의 나임과 동시에 ‘가족 속의 나’， ‘사 

회 속의 나’ 등 가족과 사회의 하위 체계로서 존재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초등 

학교 학생들에게는 내가 가족 구성원 중 하나이며 가족원으로서는 가정생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주적， 능동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태도를 갖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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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바르게 알 수 있 

도록 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짚을 필요가 있겠다 

〈표 4-17> 초6 실과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1: 일과 직업의 세계)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 일과 직업의 이해 

일과 직업의 | 주위 사람들 | 여성이 양육과 직업을 병행하기 힘든 | 출산과 양육의 어려웅을 온 가족 
이해 | 의 일과 직업 | 현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음 | 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가정의 

알기 여러 가지 일을 분답하는 내용을 
개발함. 

일과 직업의 이해영역에서는 가정 내·외에서 가족이 하는 일을 알고， 주변 

사람들의 직업의 종류 및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학습목표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여러 일과 직업을 단순히 나타냈을 뿐 여성이 출 

산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미 학생들의 

가정에서는 가정의 양육과 직업을 병행하는 많은 어머니들이 있음에도 교과서 

에는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이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무 문제없이 가정에서 양 

육을 담당하는 전업 주부인 어머니， 두 가지로 나누어 나타난다.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이 하는 일이 모두 소중 

함을 깨달을 뿐 아니라 여성이 가정과 전문 직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여 

러 가지 일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산업의 발전은 가정과 사회생활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직업 세계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가정의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한다는 인식이 

매우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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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학교 

가. 중등학교 도덕과 

|““‘청‘ ”‘ I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아울러 시민의식과 국가·민족의식 및 삶의 이상과 원 

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 

가 인간의 삶이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에 따른 

가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판단 능력의 신장과 함께 인간을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지닌다. 

나. 가정 · 이웃·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교 생활에서 등 

장하는 도덕적 문제 사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태도와 실천의지를 가진다 

다. 전통 도덕과 시민 윤리를 중심으로 오늘날 민주 사회와 도덕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라. 국가， 민족， 민족 문화를 아끼고 사량하는 애국·애족의 자세를 지니고， 

국토와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과제를 파악하 

여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또는 통일 이후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한국 

인으로서의 능력과 태도， 행동 성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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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목표 추출 및 해석 

도덕과의 교육목표는 각 생활 영역별로 크게 네 가지로 세분하여 진술되고 

있다. 즉， 생활영역 확대의 원리에 따라 개인생활과 도덕 / 가정·이웃·학교생활 

과 도덕 / 사회생활과 도덕 / 국가· 민족 생활과 도덕과 같이 크게 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1학년(7학년)에서는 개인생활과 도덕 / 가정 · 이웃· 학교 

생활과 도덕， 중학교 2학년(8학년)에서는 사회생활과 도덕 / 국가· 민족 생활과 

도덕， 중학교 3학년(9학년)에서는 계열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7학년에서의 단 

원이 반복되고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에서는 중학교 2학년 단원이 심화되어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다. 

위의 목표는 각 생활 영역에서 기대하고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두 번 

째 단원이 가정생활 단원으로서 본 연구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 단원이지만 도 

덕과의 일반 목표에 나타나 있는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관련 목표를 

해석하면 다음과같다. 

가. 가족과 가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 

한 가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신장하고 서로 존중 

하는 삶의 자세를 지닌다. 

나. 가정생활에서 요구되는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이러한 생활에서 등 

장하는 도덕 문제에 대한 합리적 도덕 판단능력을 신장하고 건강한 가족 

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태도와 실천 의지를 기른다. 

다. 전통 도덕에서 강조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도리와 생명 존중 사상을 

익히고， 현대 시민 사회에서 가정의 변화된 모습에 적절한 도덕을 실천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자세를 형성한다 

라. 모든 공동체의 기본은 가정생활의 자세에서 출발하며 생명 존중과 공동 

체 의식을 통하여 애국 애족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렇게 현행 교육 목표에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관한 내용이 

고루 잘 반영되어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설정하지 

는 않았지만 전 영역에서 강조되는 생명 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그 목표를 



122 

해석할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저학년에서는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이 

해 및 습관 형성에， 그 다음 여러 가지 도덕 문제에 대한 판단능력과 문제 해 

결능력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도덕적 가치와 규범의 원리와 자율적 도덕성 습 

득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관련 내용 분석(교육과정 해설서 내용 체계표) 

다음에서는 교육과정 분석표에 관련이 있는 내용을 표시 하였다. 물론 표시 

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미약하나마 조금씩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의 분석은 그 뒤 교과서 분석에 

서 다루고자 한다. 

〈표 4-18> 중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 
여。여-，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삶파도돼 Qt~1와도덕문저} 

·쐐의u1와도먹 ·삶의설계와샘질 

繼뽑遭뿔흉뺑 짧생聽繼청 
-뽑과E덕 껴l획해1 반생하는삶 

-법과도덕 삶의질제고 

도덕적인 A냄의모습 ·쐐 C뱀과*1 갈등 
. 7얘생과인격도야 삶의여러가지모습 
.ì\]or의발견 챈l헬중짧짧總훈쩨점 
.7얘의존중과 t냉 ~7l;i;p살훨뽑휘h뺏훈웠]쐐 
觀환양흉 .7씨 선택과 7찌판단 

개인 -인격도P엠자세 .7찌선택 

생활 ·뱉적인뿜자세 -도덕판햄과정과검사 
갱신적 7찌의추구 -도덕논쟁의해결 
4댐輪훌 *얀울학습 

-자2똥뚫練해환}융 
쟁명흘짧훌혔鋼짧혈}용 
• 청소년기와중학생 시절 
삶의단계와청소년기 

-청소년기의중요성 
삶에 대한밴&파쭈쩍X써 
-혐냉으로서 비렴직한삶 
*얀불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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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계속 
영역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가정·이웃 학교 〈가정 이웃 학교생활과 
생활예정〉 도덕문제〉 

·화목한가정생활 • 가정·이웃 생활과 도덕 
-zli껑빼‘윷덕척웰Íll 문제 
-繼 a웠뿔뺑鍵鍵흉￥ 
-蠻 織驚繼戀繼헬왔챙활 
핑째 鐵驚혔繹쨌 

정 ·친족간의 예절 繼驚騎聯꼈繼쨌폈짧영* 
-예절의근본정신 鐵篇짧驗짧 
껴l촌 호칭 예절 ·학교생활과도덕문제 

* ~隱鐵織빼혔훌휴: -학교생활의의미 
-조상숭배의 전통 -다른 빼의 학교생활모습 

학 ·이웃간의 예철 협錄앓생활앓훌L쩍짧~ 
교 윷챔펙팩훗 ·진학과진로탐색 

짧힐흉j영환웠위존중; &싫짧혔驚繼繼웹책 
장부상조의전통 -진로설정과삶의준비 

활 -이웃간의 예절 -진학 준비와 인성 호k양 
·학교생활예절 *인물학습 
-선생님에 대한예젤 
-친구간의 예절과도라 
-선배와후배간의도리 
-학교사랑과교칙준수 
*인물혁습 

〈사회와도덕〉 〈뺀의}식 사 문회제와〉 공동제 
·현대사회와전통도덕 
-현대사회와도덕 • 공동체의식 문제와환경문제 
천몽뱉J행잊행뺨값갱신 뺑사회와연뺑틀칭 
짧‘￡뿌!서내훌 癡織훼장씌;懶쐐&빼결 
챔도덕의계송과뿔천 -인간의 뿜과 환경문제 해결 
• 현대뼈와시민웹 ·청쇄문화와뾰건문제 
-시민사회와도덕 -청소년의 X싸정처생 
-오밟의시민웹의모습 -오늘웹챙￡년문제 

시시 민민민윈주 융적리l와 태의잔도 내와통용도생과덕활 특 과 양정의식 조회 -합년 활똥과 청소년 문화 
사회 •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 
생활 의추구 

챈쥬%뼈와짧황존중 -도덕짧챙의뿌l 
-뺑적 침여와올업l른 의，1\짧 -0팩젖랩시원생의?발생 
-질서엮과준법정신 -끓선 추구와사회적 도덕 
-공정한절차 문제의해결 
• 복지사회와경제융리 *뿔흐k습 

복지사회의의미 
복지사회의실현 
-경제융리의필요성 

* ~생별활학 속습의 경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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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계속 
영역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국7f와만족〉 〈민족의 통일과 햄의 미t!l> 

•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회챔 ·민뽑단」원뺨괴정 
-민욕의의미와의의 민족분앤원인 
簽鍵總쌓￡얼 -민족분엠괴정 

쩌문화의유AJ -민족분엠교훈 
딴문화의계승파발전 • 남협꿰 통일정책과 통일의 
• 국7때 중요j웹링}별전 과제 

흉IZ}.익했혔￥* -우리의통일정책 
-국7t~의 형성과 7끓 -북뺀통일정책 

우리때는어떤내}인가 -통일을위해해야할일 

국가 우행戀繼繼뺑錢 ·민혐동체의 번영과통일 

민족 • 올엠}른 。R국 애족의 X써 한국의모습 

생활 -쇄들01 걸어온질 t뺑짧책앉廳繼繼혔쳤 
-해외 동포들의 。뻐-애족 -통일한국의 H범직한 모습 

-국가안보와현!추구 -세겨l 속의핸인상 
-협생띤로서의 니라 뺑고 *인물힘양 

겨레A냉 

• 남북 통일파 통일실현 의지 
-통일의의미 
흥얼휘續했짧 
-댐내의통일괴정 

통일의지 
* ~벌흉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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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충등학교 토덕과 교과서패독될j깨필둘 기| 

〈표 4-19) 
교과서 

중1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1: 삶과 도덕) 

관련단원 
내용요소 

중영역 : 1 삶의 의미와도덕 

(1) 도덕의 펼와성 1. 삶의 첫 단계로서 가정 
(2) 양심과 도덕 1. 부모가 바라는 자녀상: 
(3) 관습， 밥 예절 l 사람， 난사람 
도덕의 관계 1. 가정교육 . 양심의 기원 

μ) 도덕적인 A뿜 1. 자녀의 올바른 역할 
모습 도덕의 자율성 

• 부모님의 사랑 

중영역 :2 개성 신장과 인격 도야 

(1) 자아의 발견과 1. 아버지의 역할 
실현 1. 가족과자아 인식 

문제점 

‘판 사람’과 ‘난 사람’ 중 부모 
된 | 와 청소년들이 바라는 모습을 
난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런 모 
습이 바람직한 것으로 유도하 
는문장 

(3) 훌륭한 인격 1. 인격자와 존경의 대상으로 

주변에서 존경하고 인격자로 
대우받아야 할 사람 중에 부모 
가 운전기사나 이발사 보다 뒤 
에동장하고있다 서의부모 

중영역 :3. 인간다운 삶의 자세 

(2) 생명은 왜 소중 1. 생명의 소중함 
현;7}? I . 자녀 양육의 어려웅 

m 사랑과관용 1. 인간다운삶 
• 생명존중의 실천과 
벙위 

· 어머니의 사랑 
• 사랑의 의미와종류 
• 부모사랑의 실천 

중영역 :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1) 청소년기의 1. 삶의 단계에서 부모 
모습 1. 중학생 시절의 가족 

β) 자제하고 1. 청소년기의 특정 
반성하는 삶 1. 학업과 부모 

(4) 능동적이고 1. 부모와의 바른 관계 
진취적인 삶 1. 책임 있는자녀 

• 부모님과의 대화 
• 가족갈퉁긍정적 해결 

- 부모님이 자녀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지， 양육과정에서 겪었던 
힘든 경험 풍을 제시하였 
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어서 교과 내용 
설명이 부족함 

- 사랑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 
하연서 모든 사랑의 기본 
이 가족 사랑임을 인식시 
키는 것이 부족항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특 
정을 셜명하는데 국한되어 있 
고，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관계 
와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하는 측면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개선방안 

- 고정된 자녀상의 문제 
- 다양한 자녀의 모습 제시 
필요 

- 된사람의 중요성 

- 훌륭한 인격자를 부모의 
모습에서 찾기 

• 부모님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려는노력 

- 자녀 했의 어려움과 감동 
을 묘사하연서 이와 함께 
병든 사람이나 생명유지의 
어려웅을 겪고 있는사람 
틀에 대한예화나실화등 
을 실어 보다구체적이고 
감동적인 생명 존중의 정 
신당기 

- 나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활동지를 통해 기록해봄 
으로써 생명에 대한 경외 
심 키우기 

-사랑중에 가장중요한사 
랑이 가족 간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중요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내용을 보 
충하고 그러한 마음의 확 
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청소년기 많은 변화의 시 
기에 가치관과 정체성 형 
성을위해 가족과의 관계 
가중요함을부각시키기 

-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해결책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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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란 인간의 기본 생활 습관과 예의범절을 배우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배워 인성을 함양하는 곳이다. 인간 삶의 기본 도리인 도덕과 양섬， 관습， 법 

등에 대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체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 교육의 바탕이 되는 가정에서 도덕적 환경 조성과 가 

정 내의 양성평등의 강조 올바른 가족구성원과 부부 역할 분담， 바람직한 가족 

사랑의 모습 등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발달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건강한 가 

정이란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가족 모두 

가 인격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사람들의 사회활동의 기반이 

가정임을 명심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결국 사회생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 

이 결국 건강한 사회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집단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에 바탕을 두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키고， 

그런 삶이 행복한 삶임을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는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을 통해 우리가 교육받고， 

영향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가정 

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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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중1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2: 가정 · 이웃· 학교생활 예절) 
교과서 
관련단원 

내용요소 

중영역:1. 행복한 가정 
(1) 가정은 왜 
중요한가? 

(2) 건강한 가정 
β) 부모와자녀 
간의 도리 

(4) 형제 자매 
간의 도리 

· 가정의 소중함 
· 공동체로서의 가족 
가족의 의미 
가정에서의 도덕교육 

. 가정 생활의 변화 
가족 구성원의 역할 

· 건강한 가정의 특정 
가족구성원간의 정 

· 건강한 가정을 위한 노력 
. 가족 이해의 의미 
· 가족대화의 중요성 
· 가족 간의 예의 
· 부모님의 사랑 자애 
. 자애의 참된 의미 
· 효도의 의미 
· 효도의 필요성과 중요성 
. 효도의 방법과 실천 
· 진정한 효도란? 
· 형제 자매의 중요성 
. 우애의 의미l소중함 

우애의 방법과 실천 

중영역: 2. 친족 간의 예절 
(1) 예절의 의미와1. 바람직한 결혼 문화 
변화 l 가정의례 준칙 

(2) 계촌·호칭 1. 친족의 의미/중요성 
예절 | 올바른 계촌·호칭 

(기 친족 간에 1. 친족과 가족의 관계 
사이좋게 지내기 1. 건전한 친족 문화 

(4) 조생l 대한 1. 나와 조상의 관계 
예절 I . 7)족 간의 도리 

· 효의 다른 의미 
· 좋은 어머니상 

문제점 개선 방안 

- 확대7)족과 핵7~족만으로 가 1 -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가 
족의 변회를 제시하여 현| 족의 모습을 제시(외동가 
대 가정의 모습의 변화상| 정， 한부모 가정， 재결합 
을 표로 제시하였으나 그l 가정， 다인종가정， 입양가 
모습이 구체적이지 못함. 1 정 등) 

-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반 1 - 이러한 가정이 비정상적 
영하지 못함 인 것이 아님을 인식시 

-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팔;1 키기 

때， 머리， 몸통으로 구별 1 - ‘함께하기’ 등을 통해 가 
한 것은 좋으나 이를 가족| 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구성원들 개개인과 결합시 | 생각해보고 직접 써보게 
켜 역뺑 대해 생각하는| 하여 가족 내에서 자신 
연이 부족함 | 의 할 일과 다른 7)족의 

-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 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고 
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되 민해보기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1-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노 
의 한 사람으로서 노부모| 부모를 결합시켜 함께 
를 결부시켜 그들의 사랑! 사랑해야할 존재로 생각 
을 묘사할 필요가 있음. 1- 효의 이유를 좀 더 설득 

- 지나치게 효의 당위성만이 | 력 있고 구체적으로 제 

강조되고 효를 행해야 한다| 시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는 내용의 분량도 지나치게 l 해봄으로써 일반화된 시 
많아 식상한 느낌이 웹 둠:1 각에서 나아가 생활에 

와 닫는 자신의 이야기 

완성하기 

친족 간의 교류와 예절 단원 1- 가족 간의 도리에서 친족 
의 분량이 많고 지나치게 상| 관계와 예절을 언급하는 

세하게 다루고 있어 현실감이 | 정도가 적합할 듯함 

떨어짐 1 - 자신의 친족과의 관계나 

생활이야기를 풀어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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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계속 
교과서 

관련단원 
내용요소 

중영역: 3. 이웃 간의 예절 
(1) 진정한 이웃 | 새로운 가족의 모습 제시 
이란 무엇인 | 가족과 이웃의 관계 
가 1. 노인 공경 이유와 중요성 

(2) 웃어른 공경 1. 미래의 노인인 나 
의 전통 1" 노인 공경의 근본정신 

올바른 자식의 도리 

· 효도와경로의 관계 
· 노인을 모시는 예절 
외국의 노인 공경 

· 노인들에 대한 이해 
· 노인들이 겪는문제 
. 노인 공경의 실천 

중영역: 4. 학교생활 예절 

문제점 

- 가족과 이웃의 관계를 속 
옷과 겉옷에 비유하면서 

현실감이 떨어져 와 닿지 

않음-
- 과거 조상들의 노인 공경 
사상에 대한 내용 설명이 
부족함. 

- 현대 사회의 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노인 
공경의 실천 태도를 얄 
리지 못하고 있읍. 

(기 친구 및 이성 1. 양성 평등의 의미와 중요성 1- 양성평등에 대한 셜명이 
간의 예절 1. 올바른 이성에 대한 태도 | 미홉함. 

· 바람직한 성역할 1- 바람직한 이성 관계에 대 
· 이성에 대한 고정관념 | 해 현실성이 떨어짐. 
·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1- 이성교제의 실태파악과 학 
과 예절 | 생들의 활동이 부족함. 

개선 방안 

- 가족과 이웃의 비유를 속 
옷과 겉옷에 비유하기 보 

다는 다른 의미 부여를 
통해 화합 관계로 다시 
부각시키기 

- 조상들의 노인 공경사상 
에 대한 실화나 예화를 
소개하여 조상들의 경로 
사상을올바로 알리기 

-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는 
노인 공경사상의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딴 

- 양성평둥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행통동에 대해보 
다비중 있게 다루기 

- 바람직한 이성 관계에 대 
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하여 구성하기 
- 학생활동 위주의 이성교 

겐쇠쁘쪼l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진정한 의미의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부모에 대한 효도는 어떤 것인지 등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현대사회는 입양가족， 재혼가족，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의 모습이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 관계， 형제자매 

의 관계를 고려한 발문이나 예화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통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상처를 받거나 소외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양성 평등의 가치관을 심어주어 사회관계와 자신이 꾸려갈 미 

래가정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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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중2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1: 사회생활과 도덕) 

교과서 

관련단원 
내용요소 

중영역:1. 현대 사회와 전통 도덕 

(3) 전통도덕 I . 어른 공경 
의 구체 I .부모님의 은혜 

적내용 I .효도하는방법 
(4) 전통도덕 I . 불효 소학」 

의 작용 I . 핵가족과 확대가족 
과실천 I .현대 가정 도덕 

(평동， 존중) 
• 과게현재 효 실천의 차이 

중영역: 2. 현대 사회와 시민 윤리 

문제점 

「소학」 이라는 고전에 제 
시된 불효는 현실감과 차 
이가있음. 

- 가정 도덕으로 평동과 존 
중을 강조하고 있음. 그 

외 더 요구되는 가정생활 

의 도덕이라든지 활동거리 
가추가될 필요가 있음. 

(기 시민 윤 I .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한|출생 성비를 통해 낙태의 심 
리의 기| 낙태의 현실 |각성을 얄리는 것은 좋은 생 
본 정신 I .생명의 가치 |각임. 그러나 연도가 6년 전 

인물학 I .효도하기 |자료라 최신 자료로 대치될 
습-이이 필요가 있읍. 

개선방안 

- 현대에서 말하는 불효를 조 
목조목 예를 들어보게 하고 
제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자 

신의 효 생활을 반성해 보 
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효 
도하는방법을알기 

- 평둥과 존중 동 여러 가치 
와 관련하여 우리 가족의 
현실을 확인해보게 하는 활 
동거리 추가 

- 평동， 존중을 실천할 수 있 
는 실천과제 장려 

- 부모님， 임신， 출산， 가족사 
진을 제시함으로써 가족이 
태어나는 과정과 행복한 가 
정의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 

한 것은좋은아이디어임 
- 여기서 활동거리를 추가하여 
‘나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태어난 과 
정 즉， 부모님의 옛 시절， 초 
음파사진， 출산 장면， 태어난 
이후 사진을 붙이고 그 속에 
서 부모됨의 심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유추해보게 하기 
- 남아선호 사상을 비판하고 실 
제 차별 경험을 써보게 하기 

전통 도덕의 내용은 공부핸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현대 가정생활 

에 맞게 계승하고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에 대한 당위적 강조보다는 학 

생들이 일상에서 효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생활 반성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또한 전통 도덕에서 잘 다루지 못했던 

양성 평등 문제와 상호 존중 가치와 관련하여 전통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 

는내용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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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윤리에서 제시된 생명의 가치는 생명 존엄성에 대한 시각과 함께 출산 

친화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중한 생명을 가진 나라는 존재의 

출발점을 가정에서 시작하여 앞으로 그러한 생명을 잉태하는 미래의 가정을 꾸 

려나가는 주체로서 다가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출생·성장과 

관련하여 생명의 위대함， 부모 됨의 심정을 알아보고 미래 자신의 가정을 설계 

해보게 한다 이러한 설계에서 생명， 평등， 존중， 이해 등의 가치관이 요청된다 

현대사회의 생명파괴 현상과 관련하여 최신의 자료로 보완되어야 하고 그것 

의 원인을 진단해보게 하며 자신의 실제 차별 경험사례도 발표해 본다 여기서 

는 심층적 진단을 통해 학생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태도를 여 

러 측면(사회 범죄와 관련된 생명문제 뿐만 아니라 낙태문제， 자연에 대한 문 

제， 폭력에 대한 문제， 성에 대한 문제 등)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없는지 확 

인해보고 거기에서 출발하여 생명 존중 사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 

〈표 4-22) 중2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2: 바람직한 국가· 민족 생활) 

교과서 
관련단원 

내용요소 문제점 

중영 역:1.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2) 우리 I • 생명존중 사상 1 효는 만행의 근본으로 제시됨. 
민족의 I . 공동체 의식 | 하지만 실제로 강조된 사례나 
얼과 문 1. 경로효친 사상 | 문현， 과거사회에서 불효가 어 
화유산 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음. 

중영역: 2.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1) 나라란 

무엇'1.1* 
(예 우리 
나라의 
이상과 
목표 

·국가의 기원(가정 
의 확대) 
·나라의 구성요소 
(국민) 
·저출산→인구 감소 
로 인한국력 약화 
·맹목적 혈연주의 
경계 
·국내 입양 권장 

-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을 
설명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국력 약화문제를 간단히 언 
급하고 있음. 

- 국내 입양 장려내용이 지나 
치게 간단한 편임. 

- 민족의 미래상에서 통일과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고 다 
른 측면의 미래 사회 대비 
에 대한노력이 부족함， 

개선방안 

- 과거 전통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효도를 강조한 사례와 문헌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불효죄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증자료들이 필요함. 

- 저출산의 현실을 통계표 둥 다양 
한 시각자료를 통해 알게 하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를 상세하게 
예로 들어 심각성을 얄리기 

- 저출산의 대책을 스스로 찾아보기 
- 업양도 가족 구성의 한 요인이 
됨을 강조하고(혹은 다른 단원에 
서) 입양의 실태를 제시하고 지 
나친 혈연주의를 경계하기 

- 통일， 세계화 문제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모습도 언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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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계속 
교과서 
관련단원 

내용요소 문제정 개선 방안 

쩨
 「
가
 

팩
 -
꽤
 
빼M
 

쐐
 -
y
γ
 

뺨
 

에
”
 단
F
J
 
집
 

르
느
 혀E
 
조
「
 

바
 -· 

요E
 T----

L 
-E 

애
 
허
，
 

뺨
 -짧
 
핵
 햄
 

}
。-
에
 

!=.zJ τ: 낭 

카
시
 
-

이
「
 「

앨
 -
뱀
 

뽑
 -
매
히
 

팩
 

웹
 -
뺀
 
뺑
 

a
r「-·. 

나
디
 
T----

j 

-
웹
 
의
 

여
「
 -
로j
 이
「
 

챔
 
-m 

가족 친화적 가치관과 관련하여 우리 민족의 생명존중 사상， 경로효친 사상， 

공동체 의식이 언급되고 있다. 역시 지나치게 단편적 지식이나 학문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좀 더 현실적인 내용과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국가와 가정의 관계가 등장하며 교과서에 저출산으로 인한 국력 약화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과 관련한 문제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릴 펼 

요가 있고 해결책이나 대책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민족의 

미래와 목표로 통일문제， 세계화 문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 

회를 대비하는 모습도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표 4-23) 중3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1: 개인의 가치와 도덕 문제) 
교과서 
관련단원 

내용요소 문제정 개선 방안 

중영역:1. 삶의 설계와 가치 추구 

β) 삶의 목표 I . 보람 있는 삶(자식교육， 
설정과 l 고아 노인봉새 
반성단원 

가족 구성원의 삶의 목표를 알 
아보게 하고 그들이 추구핸 
가치를확인하기 

중영역: 2. 인간의 삶과 가치 갈등 

(1) 인간과 1. 아시아적 7찌(가족， 공동 | 예화를 통해 여러가지 가치 갈 가치 갈퉁이나 세대 갈등은 충 
가치 갈등 | 체 의식， 효와 예 중시) I 등 사례가 제시되는데 부모념 | 분히 다른 사례로 접근 가능함， 

(2) 가치 갈등 1. 아버지의 소중함 | 과， 할머니와， 고부간의 동 5가 
의 문제 1 . 가정 내 가치갈둥(진로， 1 지 사례 중 무려 4가지나 가정 

세대， 고부， 가치관 내 사례로만 가치 갈동을 묘사 
하고 있음， 자칫 가정이 갈등 
의 온상같은느낌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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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정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미래 

를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구상해보도록 한다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데 갈둥 유형을 분류해보고 가족 구성원 

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갈등을 나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흔히 겪는 갈동 문제를 도출하고 역할 채택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그것에 따라 해결책과 행동지침을 모색해 본다. 

요즘 새로이 부각되는 0씨아적 가치의 소중햄l 대해서 가르치면서 가정에서의 

회목， 공동체 의식 등은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가정에서의 회목이나 공동체 의 

식은 우리가 가진 소중한 X낸이고 앞으로 7댄어 나71야할 문햄산임을 확인시킨다 

〈표 4-24) 중3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2: 가정 · 이웃· 학교생활 문제) 
교과서 
관련단원 

내용요소 

중영역:1. 진로· 진학과 도덕문제 

문제정 

(기 직업 선택과 1. 성역할에 대한 고 |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 문제 ! 정관념 없애기 ! 성역할 고정관념에 편중 

(3) 진학 선택과 1. 진학과 관련한 부 | 되어 있음 
도덕 문제 | 모님과의 대화 

중영역:2 가정·이웃학교생활 문제 

(1) 가정생활어써 ·조상들의 가정생활 - 조상들의 가정생활 모 
의도덕문제 (확대 가족) 습에 대해 장단점이 기 
와해결 ·유교윤리(五倫) 술되어 있는 수준에서 

·과거 혼인의 모습 머물러있음 
·남존 여비 관습 - 현대 가정의 다양한모 
·오늘날의 가정생활 습을 반영하지 못했고 
(핵7}족) 현대 가정의 문제정도 
·핵기족의 문제 노인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 
문제 응 l학년과의 내용중 
·가족이기주의 복이섬함. 
·가족간역할 - 노인문제의 대안이 제 
·전통 가정 윤리의 시되지 않고 무조건 
장점과단점 모시지 않는 것이 원 
·서구 가정의 장점 인이 되어 그러한 부 
과단점 부를 나쁘게 묘사하는 
·올H콤7냉윤리뽑 느낌이옮. 
·건강한가족 
·가족 간실천사항 

개선 방안 

- 개인과 우리 가족이 가진 고정관념도 비판 
적으로반성해보는계기 

- 부모님이 바라는 직업과 내가 바라는 직업 
의 차이 극복을위한노력 

- 활동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견들(성역할과 관련하여)을 확인하 
고 편견을 없얘기 위한 방법 찾아보기 

- 전통에서 강조하는 효를 받아들이되 전통 
효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지나친 
장자주의， 남존여비， 맹목적 복종， 평등과 
자율성 부족， 여자 희생주의， 가혼 풍습) 

- 효를 합리적으로 계숭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니기 

- 지나치게 자식위주의 생활， 함께 하는 시간 
부족(대화)， 지나친 자유나 지나친 의존 등 
현대 가정의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 

- 현대 가정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함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재결합가정， 다인종 가 
정， 외동가정， 업양가정 등 

- 자신의 미래 가정의 모습 그려보게 하기 
- 노인 문제는 새로운 사회 문제이고 사회적 
대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무조건 자식 
이 모셔야 한다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는 
없음.1학년과중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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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계속 
교과서 
관련단원 

내용요소 

중영역:3 학교 생활과 도덕문제 

문제점 개선방안 

(2) 이성 문제와 1. 건전한 성역할 | 이성교제의 내용은 l학년 |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이성관을 지닐 수 있도 
해결 1. 배우자 선택과 결혼 | 과 중복이 심한 편임. I 록 양성 평등의식을 확장시키고 장차 배우자 

생활을 위한 자질 선택에도 초점을 두고 활동하기 
·건전한이성교제 
·양성 평등 의식 
.21C 남녀평등헌장 

·좋은아버지 선언 

직업선택 및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다거나 대화를 하는 

모습이 제시된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미리 접어버리고 장래 희망 

직업을 조사해보면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원인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성역할에 대한 편견， 부모의 가치관 둥과 무관하지 않다. 양성 평등 

의식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진로를 택하는 모습이 강조되어 

야 하고 좋은 직업을 택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원만한 가정생활의 기본이 

됨을 인식시킨다. 

가정생활 문제 단원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 이기주의， 노인문제 등 사회와 관련한 문제도 등장한다 여기서는 가정과 

사회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해서 강조해야 한다. 가정은 사적인 공간이지만 가 

정에서의 문제나 행복이 사회의 유지 발전에도 영향을 미침을 인식시킨다 또 

한 전통/현대 가정생활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중학교 3학년이라는 

시간적 입지가 있으니 본인이 가진 가치관을 확인해보는 의미에서 미래 자신의 

가정을 설계해보도록 한다. 

이성교제 단원에서는 올바른 이성교제의 방법이나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 

로 다루는데 건전하고 평동적 시각에 근거한 바람직한 이성관의 발달은 장래 배우 

자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다만 중학교 1학년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많으니 

이성교제의 방법 측면보다는 올바른 이성관을 가지는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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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고1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1: 현대사회와 도덕문제) 

교과서 

관련단원 
내용요소 

중영역:3.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의 추구 

(1) 도덕 공동체 I . 현대사회의 도덕문제 
의 의미와 공 I . 공동체 규범(가정) 
동션의중요성 | 、 가족 및 친족 간의 사랑 

(기 도덕 공동체 l→공동제의 중심 가치 
의 구환을 저 I . 어머니의 마음 
해히는요오틸 , (입양인의 시각) 

β) 도덕 공동체 I . 폐쇄적인 가족주의 
의구현빙향 1 (사회 통합 방해) 

• 가족 공동체의 의미 

문제점 

- 현대 사회의 도덕문제 
에서 낙태의 심각성을 
포함한 생명문제 언급 
이 부족함. 

-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이 
조금다뤄지고 있음. 

개선 방안 

-도표나통계등사실자료 

를 통한 낙태문제의 심각성 
을 포함하여 생명 문제의 
원인과 여러 형태를 분석하 
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가족 공동체는 도덕 공동체 
구현의 가장 기본적인 초석 
이 되며 장차 자신의 가정 
에 대해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을설계해 보게 함. 

고등학교 도덕의 단원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가정생활과 관련된 가치관 문제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가정생활은 현대 사회와 도덕문제에서 많이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과 관련하여 내용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 가정공동체의 소중함이 도덕공동체 구현에 중요하다는 언급은 매 

우 고무적이며 기족 사이의 도리나 역할이 사회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나. 중등학교 사회과 

V충등학〓F휘과 쿄육과청 분석 - ’ I 

교육과정의 목표 

사회과의 교과 목표는 제7차 교육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 과정의 정신 

에 비추어 사회과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교과 목표의 형식상 특정은 총괄 목표와 영역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한 

점과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수준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3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목표로 설정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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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총괄 목표는 사회과의 다양한 목표 요소와 그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 

하고 있으며，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 순차적 또는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목표 요소와 궁극적인 목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목표 요소로는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 기본 개념과 원리의 탐구 능력，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에 대한 이해， 다양한 정보의 활용 능력，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 공동생활에서의 참여 능력이 제시되어 있으며， 후자 

의 목표 요소로는 개인의 발전 및 사회， 국7}，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 시 

민의 자질이 제시되고 있다 

관련 목표 추출 및 해석 

사회과의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상의 내용 제시방식에 있어서， 과거에 

단원별 주제와 주제 요소의 제시형식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 문제해결 중심의 학 

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년별 내용을 기본적 지식， 기능과 이의 습득을 위한 학 

습 활동을 결합한 성취 목표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내용을 성취 수준과 관련 학 

습 활동을 결합하여 제시한 방식은 내용의 수준별 제시와 더불어 제 7차 교육 과 

정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내용을 가르쳐야 할 주제의 범 

위로 파악하기보다는 학습하여야 할 목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4-1J 사회 인식 및 인식 방법 

일차적 목표요소 

。기초적 지식과 

능력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탐구 
능력 
。다양한 정보의 

활용능력 

시간공간사회의식 

이차적 목표 요소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에 

대한 이해 
다 | 。창의적이고 Iq 

합리적인 해결 능력 

종합적 사회 인식 

공동생활의 참여 능력 l 

궁극적목표 

。개인의 발전 및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인간형성과 

시민적 자질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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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는 빠 

르고 사회 자체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이에 개인과 사회는 수많은 어 

려운 문제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양 

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 

다. 따라서 위의 사회과 목표는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을 교육함에 있어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사회과의 궁 

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사회과의 교과 내용영역은 ‘인간과 시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사회’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 경 

제 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시켜 이해한다 

나.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 

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 

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한다 

다. 사회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조직， 활용 

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라. 개인생활 및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 

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민족 문화 및 민주 국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 

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 교육목표는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가 

족해체 현상과 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가 될 것이다 단원목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발생 원인을 이해한다”， “가족 해체 현상의 문제점 

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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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분석 

〈표 4-26)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Q협 교육과정 

7 8 9 10 

·지역과사회탐구 ·현대 세계의 전개 · ’·mt톨-g.i-M 톨ØIII훌훌 ·국토와지리 정보 

·중부지방의 생활 • 자원 개발과 공엽의 빌달 ·자연환경과반，~활 

·남부지방의생활 • 훌훌 흩 

인간과 
·북부지방의 생활 ·지구촌사회와한국 

공간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생활 
·유럽의 생활 
• 아메리카및 오세아니아 
의생활 

·지역과역사탐구 ·유럽 세계의 형성 ·지구촌사회와한국 ·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인간사회와역사 ·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 

인간과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 과변화 주시민 
명의 형성 ·아시아 사회의 변화와 

시간 
·아시아사회의 근대적성장 

발전과변화 ·현대세계의 전개 

·현대사회와민주시민 

·지역과사회탐구 ·현대 세계의 전개 ·뿔 훌 뿔톰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 
·현대사빽민주시민 t .. - 주시민 

인간과 ·시장경제의 이해 ·정치 생할과국가 

사회 I짧훌톨 •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 $難
·지구촌사회와한국 

-- -t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학년별로 인간과 

사회를 기준으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7학년에서는 지역과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8학년에서는 시간과 역사 개념을 중심으로， 9학년에서는 정치와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10학년에서는 지리， 문화， 정치， 경제， 시민 사회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편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8학년의 ‘개인과 사회의 발 

전’， ‘사회생활과 법 규범’， 9학년의 ‘인구 성장과 도시 발달’， ‘민주 시민과 경 

제생활’， 10학년의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공동 

체 생활과 사회 발전’ 등은 본 연구의 주제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과 



138 

연관성을 지닌 내용들이다. 

하지만 앞서 비판한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 체계에서 학년 간 계열적인 학 

습이나 학문 간 통합적인 학습은 상당히 어렵다. 학년별로 내용 체계가 전혀 

다른 학문적 바탕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주제들이 보다 큰 

스트랜드2)로 수렴하기보다는 개별 학문의 영역으로 분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 

다 특히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과 같은 다층적인 양상을 지닌 스트랜 

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 나열식의 교육과정 서술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분과 학문별로 널리 인정을 받은 이론이 

나 백과 사전식 단순 사실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서 심도 있는 주제 학습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10학년의 ‘생활 공간의 형성과 변화’ 단원에서 

인구 피라미드 개념을 제시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조를 피라미드 형태의 

차이로 설명하고 일제 시대 이후부터 지속된 이촌향도 현상을 서술하는데 그치 

고 있다. 그보다는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인한 도시적 생활양식(life sηle)의 문 

제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거나， 국가의 발전 정 

도에 따른 인구 피라미드 변천과 인구 구조의 변동이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탐 

구함으로써 보다 밀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의 서술 체계에서 불필요한 탐구 과제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대신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보조 활동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8학년에서 ‘사회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을， 9, 10 

학년에서 ‘인구 구조의 변동’과 ‘도시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 가치관 함양을 추구할 수 있는 독립된 차시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2) s뼈d; 미국 사회과 교육학회(NCSS)의 주제 중심 교육과정에서 제안된 개념. 비교적 광의적인 

학습 주제의 영 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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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흥등학끼사회 ’“〓ν〓 ‘ 
〈표 4-27) 중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2: 중부 지 방의 생활)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2.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3) 기능과 시설의 과 | 수도권 과밀로 인 1- 주택 부족， 땅값 상승， 교통 1-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한 집중으로| 한 주택 부족 등| 혼잡， 환경 오염 등 표피적인 | 방안 모색 
인해 발생하는 | 문제 발생 | 문제들만 언급하여 도시 거주 1- 인구 분산을 위한 방안 구상 
문제점은.?(고)3) 1 1 7}족 생활의 피폐함을 보여주 

는데 그치고 있음. 

중영역: 4. 발전하는 충청 지방 

(1) 한밭에서 대전 | 대전 광역시의 일 1-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 현상 1- 이혼의 원인을 유형화한 자 
광역시뢰디) 1 일 통계 자료 1 이 점점 심해지는 추세를 수 1 료 제시 

치상으로만 보여줌으로써 이 1- 이혼율 증가와 출산율 저하 
를 가볍게 여길 우려가 있음. 1 의 상관관계 분석 자료 제시 

- 이혼에 이르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모색 

〈표 4-28) 중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5: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소영역(단원) 내용요소 문제점 개선 방안 

중영역: 2. 문화가 다양한 동남 및 남부 아시아 

(4) 산업의 발달에 | 인도 인구의 급증 1- 특정 국가의 인구 급증 이유를 1- 인구 증가의 장·단점을 두 
따라 국가 간의 | 이유와 이로 인해 | 단순한 밸서스식 분석으로 비 | 루 살펴보기 
협력이 늘어나 | 나타날 수 있는 | 판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1- 사회의 적정 인구 수준에 
고 있다.(고) 1 사회 문제 | 것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 맞는 인구 정책 탐구하기 

감소에 대한 문제 의식을 흐리 
게 할우려가 있음. 

〈표 4-29) 중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6: 유럽의 생활) 
소영역(단웬 |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1. 일찍 산업화를 이룬 서부 및 북부 유럽 

(6) 노동력이 부|북서부 유럽의 인구 1- 제시된 텍스트와 인구 피라미 1- 인구김소의원인에대해분석해l 
족 하 대 요 ! 1 감소로 인한 노동력 | 드를 학습하면서 국가의 선진 1-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 
할머니， 할아 | 부족 및 노인 인구 | 화 과정에서 인구 감소가 보 | 하여 대안 제시하기 
버지는 어떡 l 비율 증가에 따른 | 면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 1- 적정 출산율에 대하여 국가 
해?(디 문제 1 식할 우려가 있음 | 별로 비교하기 

3) 이하 출판사는 다음과 같이 표기함; 고려출판{고)， 디딩툴(디)， 지학새지)， 중앙교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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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중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7: 아메리카 및 오서|아니아의 생활) 
소영역(단원) 내용요소 문제점 개선 방안 

중영역:1. 선진 지역 앵글로아메리카 

(4) 도시 성장과 | 인종과 민족에 따 1- 타인종， 타민족과 결혼효}는 것 1- 우리나라에서 증가 추세인 국제 
지역 문제(재 | 른 결혼과 혼혈 | 이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고 흔 | 결혼 탐구하기 

아동 문제 1 혈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1- 혼혈아가 겸는 어려웅에 대해 

중영역: 2. 자원이 풍부한 라틴아메리카 

생길 우려가 있음 토의하기 

- 성공한 흔혈인에 대한 사례 제 
시하기 

(2) 역사· 문화적 1 복잡하고 다양한 1- 다양한 인종 간에 발생할 수 1- 열린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 탐 
배경(지 주민 구성 1 있는 갈등 양상에 대해 다룸으 | 구하기 

로써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 1- 다인종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 는 문제점 탐구하기 
해야함 

중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학습자가 살고 있는 지역과 

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내 고장， 국토， 세계로 범위가 확 

대되면서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 가족 친 

화적 가치관 함양을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속에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의 삶에서 어려운 점들을 찾아냄으 

로써 도시라는 공간적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기 

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매우 급하게 진행되어 이미 도시 성 

장 단계 이론4)의 종착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통일 이후에도 수도권 지역의 인 

구 밀도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학습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여러 지역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출산 현상 관련 사례를 추출하 

여 학습하는 것도 좋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심각한 출산율 감소 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4)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초기 단계-가속화 단계-종착 단계로 구분하는데， 전체 인구 중 도시 거 

주 인구가 70% 이상이 되면 종착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종착단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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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추이로 전환하였기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4-31) 중2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6: 개인과 사회의 발전)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문제점 개선방안 

중영역 :1. 인간의 사회적 성장 

(2) 사회화기뺀 사회화 과정에서 -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의 중요성 - 성장 단계별 가족의 사회화 
는어떤 것이 가족의 중요성 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그치는 기능 인식하기 

있는개(고) 것이 아니라 성인에까지 이르는 - 가족 내에서 나의 지위와 역 
것임을 강조해야 함. 할탐구하기 

(2) 청소년 문화 세대 차이로 인한 - 현실적인 사례들을 통해 세대 - 두발 모양 혹은 복장으로 인 
와 세대 차 갈등을 극복하는 차이로 인한 갈풍 양상을 탐구 한의견충돌 

이(지) 방법 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해 - 특정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야함. 갈등 

- 게임 중독으로 인한 갈등 

중영역 : 2. 인간의 사회적 생활 

(1) 가정0빼 직장 1 개인의 다양한 지 1- 각자의 생활에 쫓겨 사는 현대 1-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역할 
。l나 그것이 | 위로 인한 역할 갈 | 인이 가족 내에서 역할을 충실 | 갈풍의 사례 탐구하기 

문쩌권대대 | 둥과 해결 | 히 하기 힘든 상황을 인식하고 1- 각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제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함. 1 도적인 대안 모색하기 

〈표 4-32) 중2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τ 사회 생활과 법 규범) 

소영역(단원) 1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 2. 사회 생활과 법 질서 
(1) 개인 생활과 법이 규율핸 사 - 가족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 국가가 사법 체계를 통해 가 
관련한 법(디) 적 생활의 영역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족 제도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족을 보호 이유 탐구하기 
하기 위한 장치로 인식해야 함. 

(3) 사회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족에 - 위기 상황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 - 위기에 처한 가족에 대한 사 
약자를위한 대한사회 안전망 황의 가족이 겸는 어려웅에 대한 회 안전망에 대해 탐구하기 

법(디) 제도적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함. - 일반적인 가족의 어려웅을 제 
시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 모 
색하기 

중영역 :3.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 

(3) 내 권리를 누|권리 행사에 따르 1- 노부모 봉양의 부담에 대한 형제 1- 노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부 

리며 의무되는 책임과 의무 | 간 법적 다툼의 판단보다 사회 | 양 부담 증7}에 대해 탐구하기 

다한다.(디) 1 경제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1- 제도적인 보호와 더불어 가족 
제시해야 함 애로 뭉칠 수 있도록 인식하기 

일반적으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습으로 사회과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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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나 도덕과에 비해 정의적인 측면보다는 인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 

다 이 때， 사회과에서 학습할 수 있는 인지적인 주제는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 

의 기능， 가족 내의 세대 갈등 극복， 도시 가족의 역할 갈등，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가족의 인구학적 중요성， 건전한 경제 발달과 출산율의 관계 등 

이다. 이 중， 상당수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배치되어 본 주제와 관련하여 상당 

한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사회 안전망의 개념을 살 

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 해체 현상，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족의 보호， 

육아 지원 체제， 유치원 및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제 등이 출산· 가족 

친화적인 인식을 함양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이 중 상당 

수가 이미 입법화의 과정을 거쳤고 많은 제도들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함 

으로써 성인이 된 후에 긍정적인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33) 중3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1: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3.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3) 정책과 정치 과 모성보호법 - 모성보호법을 경제계와 여성계 - 모성보호법의 당위성을 첫 

정(디) 개정 과정 의 대립 구도로 설정하여 모성 문단에서 설명 
보호법의 중요성을 훼손함 - 모성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와 일반시민의 대립 
구도로 설정함 

(7) 청소년과 정치 성차별 문제 해결 - 성차별 문제점 설명 부족 - 성차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 
과정(디) -성차별 사례 개선 과정이 단순 는내용첨가 

기술됨 - 성차별 사례 개선 과정을 보 
다 당위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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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중3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2: 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소영역(단웬 |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1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3) 합리적 선택 | 기회 비용 
(디) 

중영역: 2.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5) 미래 경제의 | 재택근무 
예측(금) 

중영역 :3. 민주 시민의 경제적 구실 

(4) 생산 활동에 직업 의식 
참여(디) 

(5) 변화하는 노사 노동환경 개선 
관계(디， 금) 

부모님은 대학 진학， 주현이 형 
은 취업을 희망하는 설정으로 
가족 간 갈동을 표면화시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동 상황 
을삭제함 

- 재택근무가 가족 관계에 미치는 1- 재택근무로 인한 가족 간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 없음 | 공동생활 시간 확대 및 가족 

관계 향상가능성 시사 

- 자신의 작업에 있어서 혁신의 목 - 자기 혁산을 통한 열정적인 직업 
적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 활동의 목표에 기족을포함 

- 노동 환경 개선의 목적 및 방법 - 가족과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 
에 있어 가족제외 한 여가 휠통 보장을 추가함. 

- 노동 환경 개선의 진정한 목 
적이 노동자의 행복한 가정 
생활임을 명시 

〈표 4-35> 중3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4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개선 방안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중영역:1. 현대 사회의 변통 특성 

(1) 사회는 변하 | 고령화 대응 
고 있다{디) 

중영역:3.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4) 정보사회와 인터넷중독 

사회 문제(디) 

(5) 사회 문제의 사교육비 문제 

해결(디) 

(6) 산업화 과정 - 노령화 지수 
에서 어떠한 - 가족 해체 현상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까? 

(디) 

-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 
점만기술됨 

-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 및 
해결책에 있어 가족이 제 
외됨 

- 사교육비 문제에 있어 :Ar출 

샌} 원인에 대한 언급 배제 

- 노령화 지수 변화 그래프 
를통한단순문제 제시 

- 이흔률 증가를 가치관의 
변화에만초점을둠 

- 고령화 사회와 그 원인인 저출산 
문제를함께 언급 

- 저출산 문제의 원인 설명 및 해결 
책시사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가족 간의 
단절 및 해결책으로 가족 공동제의 
노력 제시 

-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양육비 부담 
문제를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켜 설명 

- 노령화 사회의 문제점 제시 
- 저출산·노령화 사회 문제를 독립 
된 소단원으로구성 

- 저출산 문제의 원언 제시 
-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 제시 
- 가족 해체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독립시켜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 

을 없애는 방향으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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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중3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6 인구 성장과 도시 발달)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3. 인구 및 도시 문제 
(3) 지역에 따른 1- 선진국의 고령화1- 선진국의 인구 문제에 있어 고령 1- 저출산 관련 그래프도 함께 
인구 문제(금) 1 문제 | 화만 중요 문제로 취급 1 소개 

- 개발도상국의 인 1- 탐구 자료의 내용이 중국과 인 1- 선진국의 출산 장려 정책 자 
구 폭발 문제 . 1 도의 인구 조절 정책만 다루고| 료도 함께 소개 

있음 

중학교 3학년 교육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변동， 인구와 도시 등을 주요 학 

습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차별 극복， 양성평등과 모성 보호를 위한 근로 여건 

개선， 고령화 사회 대비， 사교육비 경감， 가족해체 현상의 극복 동의 내용을 바 

탕으로 하여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이미 고령화 단계5)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로 하 

여금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4-37) 고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a 생활 공간의 형성과 변화)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 2. 도시 체계와 내부 구조 
(3) 도시화로 인핸 - 도시 인구 집휩 - 도시의 인구 집중 문제만을 부혜 -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문제(교 중， 해 문제(괴 | 시컴 | 양육비， 주택， 일자리 문제가 
- 농촌 고햄문쩌뼈 - 농촌과 도시 문제에 있어 저출t 저출산의 원인이 됨을 언급함 
- 환경문제(금 문제의 언급 없음 1-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농촌 

중영역:3. 지역 생활권의 형생과 변화 

(3) 농촌과 도시의 ... 1 -r 0 _11 .... 1 "-.l1~1 

-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삶의 으로의 인구 분산이 저출산 
질 하락과 가족 문제 언급 |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을시사 
- 환경오염은 행복한 가정생활 
을 밤해하는 요인임음 시사 

1- 인구문제의 해겔 인구 변화와 이 11-1 -11-':1_ 인구 증가만을 다룸 
"1 방안 1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 
누어 인구 감소 또한 문제임 

구 문제(교) I 을밝힘 

5)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설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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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고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6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소영역(단원) 1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 결정 

(3) 사회적 쟁점의 1- 호주 상속제 (교) 1- 호주 상속제 문제에 있어 폐지 및 1- 호주 상속제는 폐지가 당연 
합리적 의사1- 간통죄 폐지(지) 1 용호론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룸 1 함을 시사 
결정(교 지) 1 1- 가족 친화적 가치괜 있어 간통- 간통죄， 이혼 둥과 같은 문제 

죄 인정은 도움이 되지만， 출산율| 가 과연 가족 해체적인 것인 
상승에는 도웅이 되지 않음 | 가를 논의 할 필요가 있으므 

로삭제 

〈표 4-39) 고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8: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l 문제점 | 개선 방안 

중영역:1.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3) 경제 성장의 1- 생산요소(노동， 자 1-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1- 경제 성장의 요인 중 노동 

요인(교 본)와 | 및 저축 감소로 인한 경제 성 1 및 자본 요소 부각 
경제 성장 | 장 둔화 내용 없음 1-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 

족문제 제시 

- 고령화로 인한 저축 부족(투 
자자본 감소) 문제 제시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정은 국민공통 교육과정의 마지막인 11학년의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계열적인 학습의 종합적인 단계에서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의 상호 관계와 특성을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한편 한 

국 사회에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에 관하여 심화된 수준 

에서 학습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시화로 인한 도시 문제， 환경 개발에 대 

한 논쟁， 호주 상속제， 간통죄 처벌 논란， 이혼율 급증，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이다. 이 중 상당수가 본 주제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습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인구 성장과 변동에 대하여 학습을 통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 

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출산율 제고를 통한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 

정에서 학습자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한편 과밀화된 도시에 

서 가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인적인 방안에 

대해 탐구하고， 정보화 사회에서 새삼 강조되는 인성의 함양을 위해서 가족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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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학교 가정과 

l충동‘ i’‘“” “’“’ : 매l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목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 교과와 병합되어 가정 교과의 목표를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가정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실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 교과 

로서 체험학습을 통하여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키고，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며， 일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등 21세기를 살아갈 인간을 기르기 위해 미래지향적 

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병합된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일을 경험하며，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습득 

한다. 

나 기술과 가정생활에 관련되는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 

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진다. 

다. 일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여 자신의 미래 생활을 합리적으로 설 

계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관련 목표 추출 및 해석 

7차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가정영역의 새로운 특정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 

의 독립 영역으로 가족생활을 분리하였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가족생활은 특별 

히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영위하는 것이어서 이를 의도된 교육활동 

으로 전개한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가족생활이 경험에 의해서 세대 

간에 이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모두에게 가족생활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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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가정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족의 문제 해결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은 다른 어느 때 보다 높다. 

기술·가정과 교과의 내용영역은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의 3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3개의 영역을 가정 부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과 일의 영역은 나와 가족의 이해， 가정생활의 실제 

로 나쉰다. 생활기술의 영역은 청소년의 영양， 의복마련과 관리， 가족의 식사관 

리， 가정생활의 실제로 나뀐다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영역은 자원의 관리와 

환경 가족생활과 주거로 나쉰다. 나누어진 내용은 중학교 1학년에서 나와 가족 

의 이해와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중학교 2학년에서 의복마련과 관리， 자원의 

관리와 환경， 중학교 3학년에서 가족의 식사관리， 가족 생활과 주거，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정생활의 설계， 가정생활의 실제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기술·가정과 목표 가， 나， 다는 그 영역을 학습 후 성취 되어야하는 목표를 

진술한 것이다 실천적 경험과 실생활에의 유용성을 중시하는 교과로서 세부 

내용의 대상을 개인， 가정， 산업세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 

목표는 특별히 가족 친화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삶의 바탕인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특히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생활 영 

역의 ‘가’의 목표는 가족과 일의 영역을 학습 후 기대되는 것으로 본 연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영역이다. 

이 영역은 특히 중학교 1학년 나와 가족의 이해，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정생 

활의 설계， 가정생활의 실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저학년에서 고학년 

으로 갈수록 자기 자신， 가족， 사회로 넓혀 가면서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정보화， 세계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관심을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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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분석 

〈표 4-40) 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내용체계 
학년 교육과정 

영역 7 8 9 10 
나와가족의 이해 산업과진로 가정생활의 설계 

가족과 ·청소년의 특성 ·산업의 이해 ·가정생활문화의변화 
일의 ·성과이성 교제 ·진로의 선택과 ·가족 생활주기 

이해 ·나와가족관계 
• 사 직업엽윤재해리와 아처 ·겸 와휴 생과활 육 설아계 

청소년의 영양 의복마련과관리 가족의 식사관리 가정생활의 실제 

과식사 ·의복의 기능과 ·식단과식품의 ·초대와행사의 

·청소년의 영양 옷차립 선택 계획과준비 
·청소년의 식사 ·의복 마련 계획 ·식사준비와평가 ·직물을이용한 

·조리의 기초와 과구입 ·식사예절 생활용품 만들기 
실제 ·옷 만들기와재활용 전기전자기술 ·나의 주거 공간 

미래의 기술 ·옷의손질과보관 ·전기회로와조명 꾸미기 

·기술의 발달과 ·기계요소 ·가전기기의점검 에너지와수송 
미래 ·운동물체 만들기 ·전자제품 만들기 기술 

·생명기술과재배 재료의 이용 ·에너지원의 이용 

제도의 기초 ·재료의 특성 ·동력의 발생과 
생활 ·물체를 나타내는 ·제품의 구상과 이용 
기술 방법 만들기 ·자동차의 관리 

·도면읽기와그리 건설기술의 기초 

·건설 구조물의 
시공원리 
·건설 구조물모형 
만들기 

’ 컴퓨터와정보 ·컴퓨터와생활 

처리 ·소프트웨어의 

·컴퓨터의 구조와 활용 
원리 ·인터넷의 활용 

·정보의 생산， 
저작과부배 

, 자원의 관리와 ’ 가족 생활과 
환경 주거 

생활 ·자원의 활용과 ·생활공간의 활용 
자원과 환경 ·실내환경과 셜비 

환경의 ·청소년의 일과 ·주택의 유지와 

관리 시간 보수 
·청소년과소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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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가정교과의 중심을 가족생활에 두기 위하여 

각 교과서별로 다양한 학습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학습 관련 그림들이 많았고， 각 단원의 구성내용도 이전 교육과정에 비하여 가 

족생활에서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삽화에는 여전히 성 역할이나 활동 배경， 활동 묘λh 옷차림 등에서 남녀불평등 

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정학의 학문적 전문화에 맞추어 의， 식， 주， 소비생활 

등 이론 중심으로 되어있어 학습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 부족하다 또한 고동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다루기 

는 하였으나 미약하여 가정생활의 문제 해결과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 

는 안목과 실천력을 기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의， 식， 주， 가족， 자원관리 및 소비생활과 같이 학문영역 중 

심의 교육과정으로는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가정생활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가치를 

부여한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통합형 교육과정이 학습자들에게 가정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건강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하여， 

학습한 내용이더라도 자신의 문제로 나타났을 때 활용하기 매우 어렵다 실제 

로 문제 상황을 경험 할 수는 없더라도 문제 상황을 해결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 

는 내용이나 실천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 안에서 일어 

니는 문제라도 우리가 속한 사회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으므로 가정 안 

에서 일어니는 모든 상황과 문제는 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해 

야 한다 가정과 기족의 문제 해결 또한 사회공동체가 함께 노력 할 때 바람직하 

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올비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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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셔. 서‘ 

〈표 4-41> 중1 가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1: 나와 가족의 이해) 
소영역(단원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방안 

중영역: 청소년의 특성 

신체적 발달 월경， 봉정 현상 

(동， 대， 금) 
사회적 발달 성역할의 발달 전통적인 남녀의 성역할 여사원으로 자녀 출산 

(동) 의 예를 제시하면서 결 후 양육과 일을 어떻게 
흔한 여성의 사회활동을 병행 할 것인가? 등 여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성으로서 사회활동을 하 
예를들었음 면서 남성과 다르게 요 

구되는 특정으로 대체함 
새로운 성역할 양성성 양성적인 면을 가지고 전업주부 남편의 이야기 
(동) 있는 중학생의 이야기를 나 또는‘육아와 재택근 

예로 들었으나 좀 더 화 무를 병행하고 있는 가 
목한 가정생활을 유도할 족의 육아일기로 대체하 
수 있는 예가필요함 여 양성적인 성역할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 
려가는모습을보여줌 

중영역: 성과 이성교제 
성 성의 의미 성의 의미를 단순하게 성을 생명과 관련지어 

(동， 대) 전달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내용을보강함 

성에 대한 이해 임신과 생명의 탄생 

(동) 부모 펌의 의미 부모의 노릇을 하기가 부모 됨이 개인적인 성 
힘들고 경제적으로 뒷받 숙에도 긍정적인 면이 
침 해 주어야 함을 강조 있으며 사회적으로 가치 

함 있는 일임을 강조함 
성과 이성교제 우리 몸의 소중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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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소 문제점 개선방안 

나와가족 관계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알 

에 가족 형태의 나열 아보고 경직된 모습의 가 
수준으로 제시되어 자 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세한내용이 부족함 있는 내용 제시 
가족의 의미 나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 

지 돌아보고 가족의 의미 

를 되새기는 내용 제시 
가족원 간의 사랑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내용 

가족의 역할분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 

을 알고 서로에 대한 이해 
와존중에 바탕을 둔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내 

용 
이상적인 가족 건강한가족 건강한 가족이 갖고 있는 

특정을 찾아보는 활동 
부모와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갈동 단순하게 부모자녀간 행복한 가정도 갈등이 있 

(동) 의 갈둥이 생길 수 있 다는 것을 알고 갈풍을 건 
다는 내용만 있고 해 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결방안은 제시 하지 찾아가는 활동을제시 
않음 

형제자매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갈등해 형제자매간의 갈풍의 형제자매간의 갈동을 해소 

(동) 소하기 원인과 현상만을 제시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활 

하였음 통을제시함 
형제자매 관계의 영향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외동아이보다 형제자매가 

관한내용을 단순하게 많을수록 생기는 장점을 

설명 제시 
조부모와의 관계 조부모의 사랑 조부모와의 관계를단 조부모가 가족과 함께 어 

(동) 순하게 설명 울리고 협동하는 내용을 
제시 

나와가족관계 원만한가족관계 유지 

(동) 하기 
도웅이 필요한가족 보호자를 잃은가족 핵가족화 되면서 보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자를 잃은 가족이 건 적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강하게 생활할수 있 모두 행복해 지기 위해서 
는 사회 관심이 절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히 요구됨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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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계속 
소영역(단원) 

중영역: 나와가족 
도웅이 필요한가족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대)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 

소통{금) 
의사소통 

(대) 

나와가족관계 
(동) 

내용요소 

폭력이 있는 가족 

다문화가족 

화목하고 단란한가족 

관계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간의 친밀감을높 

여주는대화 
가족의의시소통의유형 

가족과의 대화 

부모와의 관계 

문제점 개선방안 

가정 폭력은 개인 적 가정 폭력을 개인의 문제 
인 문제로 보아 방치 가 아닌 사회문제로 보고 
되거나 문제가 더욱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커지는 일이 우리 사 찾아가는내용 

회에서 자주 발생함 
이는 개인적으로 해결 

하기 힘든 문제임 
이주민 여성 가족도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 
당당한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 바라보고 더불어 
일원으로 존중받을 있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알 

도록 가정의 테두리 아보는내용 
안에서 시작하는 접근 

이 필요함 

가족과의 원만한의사 올바른 의사소통 법을 사 
소통을 위한 내용이 용하여 자신의 속마음이나 

부족함 느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하는내용 

청소년기가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신체의 변화가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동도 남성다워지거나 여성다워진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에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의 변 

화로 성역할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자신의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 

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역할인 양성성의 습득이 필 

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 없이 전업주부로 생 

활을 하고 있는 남편의 이야기， 재택 근무하는 남편이 육아를 맡아서 해 나가는 

모습 등을 소개하여 행복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기 위한 성역할을 제시해 본다 

성과 이성교제에서는 성행동의 결과는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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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고 책임 있는 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이 충원되는 긍정적인 변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는 이미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다. 한부모 가족， 입 

양가족， 미혼부모가족， 재혼 가족， 복합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 주 

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가족의 모습을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적인 모습으로만 

그리지 않고 다양한 가족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따라서 다양 

한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형태에 대한 고정 

관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한다. 또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나는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살고 있다. 가족 간의 사랑을 가족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이본다 아울러 가족 내 갈등이 생기거나 

가족원 간의 욕구가 다른 경우 갈등의 원인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 

다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가정이나 갈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복한 가정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 가족 간의 합의와 협력 동의 

민주적인 절차로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가족에서는 건강한 가족이 갖고 있는 특정을 찾아내고 우리 가족 

과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 

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외동아이보다 형제자매 

가 많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갖는 장점을 제시한다 

조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조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부모님의 지혜 

를 전수받을 수 있고，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활동 

을 제시하여 조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모든 사람은 가족 내에서 안정과 보 

호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보호자를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또 가정의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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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깨뜨리는 가정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장 

애인을 보는 시선이 아직도 편안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있는 가족 

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가족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친밀감을 높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 

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칭찬과 격려， 지지， 긍 

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표 4-42) 중2 가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 의복의 마련과 관리) 
소영역(단원 내용 요소 | 문제점 l 개선방안 

중영역: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의복과 생활(동， 대) I 의복의 기능 
우리의 생활과 옷차림 | 결혼식 에서 격식을 갖춘 
(동 차림 

〈표 4-43) 중2 가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소영역(단원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방안 
중영역 자원의 활용과 환경 

자원의 활용과환경 여러 가지 자원의 사용 

(동) 과 에너지 낭비 
가정 자원(동) 성적향쟁1 필요한자원 
인적 자원(동) 인적 자원의 예 
인적자원(동， 대) 대인적자원 
비인적 자원(동) 사용가능한자원 찾기 
가정 자원을 효율적으 가족들의 가사일 분담 

로 활용하는 방법(동) 
가족이 사용하는 자원 가족의 소비욕구 조절 어른들의 일방적인 자 자신의 욕구뿐 아니라 

과갈등 하기 원 배분이 아닌 가족 가족의 욕구를 얄고 조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정하는능력을가질 수 
방법인 합의를 통하여 있도록 욕구 조절， 조 

욕구를조절할수 있는 정 합의의 민주적 절차 
방법의 학습이 필요함 를제시함 

가정에서 발생시키는 수질 오염 문제 

환경오염 문제(동)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정 에너지 자원 절약방안 

젠전할수있는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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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계속 
소영역(단원 내용 요소 문제점 개선방안 

중영역: 청소년의 시간과 일 관리 
시간 관리(동) 가족과함께 힘E 여가 여가시간이 사회문화적 가족간의 결속력을 강 

생활시간에 포함되는 화하고올바른자녀 지 
것만을 제시하여 적극 도를 위해서 가족이 함 
적인 여가 시간의 활용 께 만들어 기는 가족 
법 제안이 필요함 문화를제시함 

시간 관리(동) 가족과함께 하는사회 민주시민의 자질을 가 가족과함께 하는봉사 
참여 정에서 먼저 기를 수 활동을통하여 가치 있 

있도록가족과함께 하 는 일을 하는 보람도 
는 봉사활동의 의의를 느끼고 가족과함께 하 

알리는 것이 필요함 는 시간을 통해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제시함 

새로운 물건이 념쳐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무조건 참거나 모두 충 

족하면서 살 수는 없다. 또한 한정된 수입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상충될 때 그것을 조정과 

합의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가족 간의 소비 욕구를 조절하는 방 

법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간 관리에서는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자기 가족만의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키워나가고， 이를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교류도 가족이 함 

께 만들 수 있는 가족 문화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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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4) 중3 가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 가족의 식사 관리) 

소영역(단원) 내용요소 문제점 개선방안 

중영역: 식단과 식품의 선택 

식단과 식품의 선택 우리 옴에 좋은 식품 

(동) 
식단작성 가족의 식단 작성 시 

(동) 필요한기초자료조사 
식단작성 가족의 식단 작성 시 

(동) 고려할점 
중영역: 식사 준비와 평가 
식사준비 가족을위한아침 식사 
(동) 준비 
식사준비 직장에 다니시는 엄마 

(동) 의 도시락준비 
주제가 있는 조리실습 가족을위한음식만들기 가족모임 식단으로 계 가족의 건강식을 가족 

(동) 획하여 음식 조리 실습 과 함께 만들어 먹는 
을구성 하였으나가족 내용으로 바꿈 

이 함께 음식을만드는 

내용은포함되지 않음 
식사의 평가 가족의 기호 측면에서 

(동) 의 평가 
식사의 평가 식사준비 유형 

(동) 
중영역: 식사 예절 
식사 예절 l 여러 가지 식사 풍경 
(동 
상차림 | 돌상， 큰상， 제상 
l휠 

음식 만들기 영역에서는 단순히 만드는 방법만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음식 

을 만들어 먹는 활동을 통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며 더 나아가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 하는 생활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확장한다 

가족은 가정생활의 변화와 성장， 발달에 따라 주거욕구가 달라지므로 새로운 

주거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사를 하거나 집수리 등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 

하게 된다. 변화하는 주거 생활 주기에 따라 새롭게 주거를 선택할 때 고려해 

야 할 기준으로 자녀 양육시설을 포함시키고 자녀의 연령에 따른 주거 선택방 

법을 제시한다 또한 확대가족 주거에서는 노부모의 침실을 따로 마련할 수 있 

는 공간을 확보하여 제시한다. 아울러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수정확대 가족 

이나 노인 흠 이용 등의 정보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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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의 계획에서는 7]-，사 일을 하는 삽화가 모두 어머니(여성)가 하는 것 

으로 그려져 있으므로 부엌일 뿐 만 아니라 7까노동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 

여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한다. 또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활동을 통하여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다. 

〈표 4-45) 고1 가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 가정 생활의 설계) 

소영역(단웬 | 내용 요소 | 문제점 1 개선방안 

중영역: 가정생활 문화의 변화 

우리나라의 가정 생활 가족관계 편부모라는 용어를 사 편부모 대신 한부모라 

(금， 대， 천) 용함1 는단어사용 
입양이나 재혼가족 등 

의 다양한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마음을 길러 

주게 함 

수정확대가족 전통과 현대의 가족제 

도를 조화 시킬 수 있 
는 있는가족제도를제 

시 

외국의 가정생활 문화 다른 나라의 가족생활 중국의 DINK족(자녀가 자녀를둔맞벌이 부부 
(금， 대) 문화 없는 맞벌이 부부) 의 사례를소개하여 자 

일본의 독신여성 증가 연스럽게 자녀 출산권 

언급으로 저출산을 강 장 
조함 

외국의 가정 생활문화 미국의 가정 생활 미국 슈퍼마켓에서 장 가사노동의 참여는성 

(천) 보기 하는사람은모두 역할의 구분이 없어야 

주부로묘사 함으로가사에 공동참 

여하는사례로 대체 

외국의 가정 생활문화 일본의 가정 생활 일본주부는 남편의 월 자녀가 있으면서 맞벌 

(천) 급으로 살립하는 것으 이 하는 가정의 외국 

로 언급하여 여자는 집 사례 제시 
안일 만하는사람으로 
생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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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개선방안 

미래의 사회는 가정이 원 
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 
는 기초 집단으로의 가치 

가중요시됨을강조 
중영역 가족 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가족 생활주기(금) 가족 생활주기 민수: 결혼은 늦게 할거 결흔 적령기에 결혼하면 

야!로 언급되어 만혼의 좋은점 제시 
정당성을 느끼게 함 

가족 생활 주기(금) 가족 생활주기 자녀 l명만 그려져 있어 자녀 2명 이상으로 권장 
서 자녀 1명이 일반적인 하는그림 
것으로 보이게 함 

가족 생활주기 가족형성기 새롭게 형성된 가정에서 가족 형성기의 집안일에 대 

(대， 천) 부부간적응설명 부족 한역할분담과협상하기 
가족 생활주기 가족확대기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부부의 협력 생각해 

보기 

가족 생활주기 가족축소기 퇴직 후 건강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 

중영역 가족 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생활 설계(금， 천) 결혼 전 생활설계 결혼 전 생활 설계가 언 취업 이후 결혼 할 때까 

급 되지 않았음 지의 경제 교육을 강조하 
여 빚 없이 결혼 하여 조 

기에 자녀 출산 할 수 있 
게함 

생활 설계(대) 결혼후생활설계 (박우렴과 한나리의 생활 결혼전모은돈으로빚 
설계 이야기 1)자녀 출산 없이 전세 시작해서 자녀 
을늦추기로 함 바로 출산사례 제시 

생활 설계(대) 결혼 후생활설계 (박우림과 한나리의 생활 결혼후바로자녀출산 
설계 이야기2)결혼 후 3년 사례 제시 
째 자녀를출산항 

생활 설계(금， 천) 노후기 생활 설계 노후기에 대한 단편적인 노후 생활 자금 마련 방 

설명에 그침 법과 노후의 여가 생활설 
계해 보기 



〈표 4-45) 계속 
소영역(단원 

중영역: 결혼과육아 

배우자선택과결혼 

배우자 선택과 결혼 

(금) 

배우자선택과결혼 

임신과출산(금) 

임신과출산때) 

임신과출샌금) 

임신과출산 

임신과출산 

아동 발달(금， 천) 

아동 발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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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소 문제점 개선방안 

결혼의 의미 

결혼의 준비 성숙하지 못한 사랑의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 

예 제시 각형 이론을 바탕으로 

성숙한사랑에 대한구 
체적 설명 

결혼의 준비 결혼 비용이나 결흔 절 
차등을 결혼당사자들 
이 자주적으로준비 할 

수 있어야함을설명 
부모됨의 의미 부모 됨의 동기-불순한 자녀 출산의 긍정적인 

목적의 자녀 출산 면강조 

부모됨의 의미 여성은 부모가 됨으로 유급 육아휴직이나 사 
서 직장 생활에 지장을 회 탁아시설 이용 등의 
받을수 있음을서술 기반시설 설명 

부모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아버지의 역할 강조 
대한설명 결여 

임신과태교 외국의 태교법 소개로 

태교의 중요성 설명 

출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 특수아동문제 결여 장애 아동에 대하여 편 
기，아동기 견갖지 않도록특수아 

동의 발달단계도 설영 

해줌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 아동의 발달적 특정을 
기， 아동기 알고 양육하는 것이 필 

요함을일깨워 줌 

아동돌보기 탐구과제-맞벌이 부부 탁아시설이용으로 맞벌 
의 육아문제가 어렵다 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는신문기사 해결할수 있음을시사 
하는 신문기사인용 

현재 우리나라 가정생활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 

다른 나라의 가정생활 문화의 다양성을 배운다 또한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공동체 가족， 이혼가족， 입양가족， 다문화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자녀에게 절대적인 사랑 

을 배품으로써 얻어지는 행복함과 충만함을 배우도록 한다. 또한 가사 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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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나누어가지는 행복함을 

배우게 한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미래사회에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족의 소 

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게 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원 모두가 7싸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기 전부터 경제관념을 뚜렷이 하여 장기적인 생활 

설계로 안정적인 주거를 얻음으로서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현대사회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 。끓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 

됨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들을 설명해 주고 자신에게 맞는 자 

녀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해서 장차 

아버지가 될 남학생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일깨운다 

〈표 4-46) 고1 가정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 가정 생활의 실제) 
소영역(단원) I 내용 요소 | 문제점 | 개선방안 

중영역: 초대와 행사 

가정 행사 돌잔치 

결혼 

회갑잔치 

중영역: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주거 공간 | 자녀방 
계획 

부엌과식사실 

결혼생활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비용줄이기 

평균수명연장으로 희갑대신 칠순 

잔치를고려함이 타당함 

기족구성원 함께 일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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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에는 외식 산업이 발달하여 집 밖에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행사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음식준비와 뒤처리의 어려움을 알게 

하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아울러 가족원의 유대감을 형성하 

게 되고 가족관계가 긴밀해 질 수 있다. 

주거 공간을 꾸밀 때에는 사용자에게 맞는 공간으로 꾸미도록 하고， 특히 공 

동생활 공간을 가족 특성에 맞게 꾸미는 등 가족 친화적 주거 공간을 계획해 

보도록 한다. 



제 5장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및 지도지침 

제 1 절 초등학교 

초등학교 어린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지 

도 자료를 도덕·사회·실과의 각 과목별로 2차시씩 개발하였다. 교육내용은 어 

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내용으로 선정하였고， 이야기 자료， 활동 

자료 등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학습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 

다 올바른 행동 실천을 강조하여 활동 중심 수업으로 전개되도록 하였다 

1. 도덕 

가.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초등학교 도덕과는 초등학생들의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생명존중과 가족 간의 용서와 이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 자료를 개발 

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6학년 2학기의 단원 중 ‘소중한 생명’과 ‘너 

그러운 마음’에 관련된 것으로， ‘소중한 생명’이라는 주제에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여러 활동 자료를 통 

해 습득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용서합시다’라는 주제에서는 가족 내에서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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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 

| ‘로 μl탁 11 〓‘-’

「 소중한생명 

관련 6학년 2학기 도덕 학습주제 생명존중의 중요성 알기 

단원 2. 소중한 생명 학습자료 비디요/ 학습지 

Þ't족 친화혀 교수，학습훌동 탕구학습 

영역 
생명존중의 중요성 

수업 시간 40릎U차"'1) 

교과학습 생명존중의 씩미와 중요성을 알고 일상 생훌에셔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 

I~족 목 친표화쩍 
와획지를 지년다 

생명존중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태어난 생명이 을바른 가지로 인식되 

목표 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세상에는 소춤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춤에서도 7냉 소춤한 것은 생명 

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을 j\.;장 소중하께 여긴다， 생명은 가격을 매킬 

수 없으며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려는 ι생명을 존충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현실은 생명을 존 

중하거보다는 무시하는 태도가 더 만연해 있는 듯하다， 

이 수업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와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하께 이해하는 데 초 

점을 맞추고 었다. 도입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에 대해 환심을 갖도록 하고 

전개 부분에 서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명의 의 며와 중요성을 파악한 후 결론 부 

분에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례를 통해 생명 존충의 의의를 정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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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훌률톨훨틀I률흩훌홉를톨l훌을톨톨l톨. 

딩교수학습지도안 

단찌 | 화갱 .ii!.수 • 학좁쳐호안 | 유의사항 

도입 | 양 풍기 유받하기 쇼 생을화 우쟁을의 차이를 생각혜 보기 

- 생활 촉 경험을 흉한 동케 - 쟁을과 무쟁을의 차이를 받표하기 

유밭하기 1* 생탱용왜 중요한지 맡혜홉시다. 

없 학습문제 제시 1 - 학생들의 밭표듣기 
Q 생명존중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 
고 일상생활에셔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지년다 

천재 | 양 활풍1- 생명존중에 관한| 양 훌풍교사창:;:v.t휠 
버디요 자료 보키 | →교사가 준비한 비디오 자료 보기 I~ 비디요 -

- 마인드 앵으로 나타내기 1 - 이야기1을 읽으며 쟁탱존중의 의 "11영화 타이타닉 
와 중요성에 대해서 쟁각해보기 |중에셔 
생탱J 의 존재를 마인드볍으로 나타 1교사참고자료2 

내기 I~ 이야기 1 
학생창고자료 1 

=- 마인드맹 
1양 훨풍2 - 학습지 활동 1*활풍2 학쟁참고자료 2 
- 생명 존좋을 위해 내가 할 I - 학습지 활홍흐로 내가 할 수 었는 I=- 내가 
일 쓰기 |일 생각하기 |힘써야 할 일 

- 생명존충을위해 내가 할 일 걷기 

* 활풍:3 - 학습과저l 밭표 | 양 활풍3 학생창고치료 3 
- 학습지 활동 I~ 기사 밭표하기 1= 어린이 ;.1랑 

- ‘나도 생명을 소중히 하겠 1 -학생듣이 학습과져|로 초사한 기사 

습니다’ 라는 다침 쓰기 | 밭표하기 
k 활동* 
=-학습과제 밭표하기 

학숨과제로 사랑을 실천한 기사 

받표하기 

- 나의 다점을 생각하기 

-생탱 폰중에 대한 냐의 태도와 실천 

의지에 대해 생각혜 보기 

정리 1* 다른 생명의 입장 생각하1* 활풍 5 학생창고자료 4 
연셔 학습목표 청려하기 I - 다른 생명의 엽장에셔 쟁탱 온중 1= 효 다른 나 

- 효 다른 t냐’ 가 되 어 보기 |의 의미와 중요성을 나타내기 

생명존중획 중요성 확인하기 

양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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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 ““EII “한 경- ’ ‘ ν| 
딩참고자료 

웰 교A}용 참고자료 

• 이야기 1 내용 (영화 I타이타닉’과 환련하여) 

거룩한희생 

영화 E}이타녁을 알고 있지요? 천 세계 사랍들에게 깊은 인상올 준 영화압니다 

1500여 명의 송책을 싣고 당시로는 최첨단 기계와 호화로훈 장섞으로 꾸민 타 

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핵없이 침몽하는 모습은 정말 어이없기까지 합니다. 그 

러나 우리가 감돔하는 것은 타이타닉 호 주인공툴외 인깐 사랑과 생명 의 소중함 

흩 몸으로 보여 푼 것압니다. 

마지막까지 쪼총커를 놓지 않은 션장) 침팍하게 송책틀옴 보트에 태우던 송무 

원 자신보다 여자와 어련이를 먼저 보트에 태우던 남자들/ 쪼 끝짜지 ()r름다훈 

곡을 연주해 컬망에 빠진 사람틀을 위로하던 악사들1 그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 

해 기꺼이 목숨흘 내던친 추인공의 모습. 

그래서 타이타녁은 더 깊은 갑홈올 추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500톤의 벌과 함께 송책올 태우고 가던 노르망디 호는 안개 낀 어두훈 바다에 

서 쩨려호와 충톨하였습니다 배 옆구려를 받천 노르망디 호는 서서히 바다 속으 

로 가라앉았습니다 송래를이 어찌할 즐올 모르며 갈황질팡하고 있을 때/ 하베이 

션장이 큰 소려로 이렇깨 말했습니다. 

’모두들 쪼용히/ 보트를 바다로 내려라 부인들과 이이들이 먼저 타고t 그 다숍 

은 남자 손념I 송무원은 맨 마지막으로r 

션장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를포드 부장t 권총올 가지고 있냐? 여자와 아이보다 먼저 타려는 남자는 누 

구든지 씌라r 

모두 종용한 가훈데 션장의 뭇대로 구조가 이루어졌습냐다. 그러나 하메이 션장 

은 배와 함께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져 갖습니다. 

끝까지 책 임용 다한 하베이 선장은 자신의 목숨올 기꺼이 바컸습니다 

하베이 션장의 갱신이 그 후 많은 사람틀의 압에서 입으로 천해쳤고， 40년 뒤 

타이타닉 호 침홀에서 그 갱신이 그대로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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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책 올덕과지로씨섭훌한쟁명 ” I 
驗‘학생용 참고자료 

생 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지요? 그렇다면 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I생 

명1 의 존재를 마인드 맴으로 냐타내 봅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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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확파토덕과Ei로자료 11소중한쟁명 ν I 
삶설 학생용 창고짜료 
마언드 맴으로 냐타낸 소춤한 생 명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짜요? 내가 힘쩌 

야 할 일을써 봅시다， 

나 

아기 

어머녀 

강아지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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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도덕과 저당~료 iB 소중한 생명 I 
앓학생용 창고짜료 
다음 글을 읽고， 생명 존중에 대한 냐의 태도와 실천의지에 대해서 생각 

해 봅시다， 

i어 련이 λ}황r 언솔로 질천 
-책풍회장 받은 킬t홈훨 이 철홈 월장· 

’어련이들이 병에 걸려거나 비챙얘 빠지는 것은 모루 어를들의 사랑과 판심 

부족때푼압니다” 

소파 방;성환 션생의 ’어흰01 사랑ι 정신을 기리는 씩풍회로부터 제18회 잭톰 

회상(1995년)올 받은 이철욕 박사얘1시 인천 길뱅훤 의료원장)의 이 말씀은 어련 

이를얘 대한보호자의 책임올 강호한 것이다 

이철욕 박사는 돈 때푼에 수울올 하-^1 못해 고통 받고/ 후모 가슴에 한이 맺 

히체 하는 훌우 어련이 환자들올 위해 1991년부터 ’새생명 핫、01주기 훈풍’을 벌 

어 1만 9빽 43계좌‘5억 1천 7빽만 원을 모금. 섬창병/ 뇌총양t 파킨슨써뱅 풍을 
앓는 2백 85명의 어련 생명을 권졌다. 또한 인천시 각 초퉁학교 어련이확장들로 

껴l 추훌 봉사단’을 조칙하고r 한국 갱소년 인천 연맹 총장직올 맡아 해마다 양로 

훨 빛 재활훨 방문I 자연 보호 훈동I 천통 문화 교실/ 수현회 퉁용 통해 어련이 

들에게 이웃 사랑을 나누는 방법흘 가르、켰다 쪼/ 이철욕 박사는 의료 오지인 양 

평과 철원 그려고 인천 밤동 공단얘 병웬을、설립하고 척자로 문을 닫게 될 백 

형도 척십~I- 병원도 인수해 지역 주민 외료 혜택용 넓히는 데도 앞장셨다 

(1995.6, 2Q.국민일보 기사) 

짧 11나도 생명을 소중5"1 하꼈습니 다" 라는 나의 다칩을 쩨 히 써 홉시 다 

생명폰충을 위한 나의 다짐 

불우한 사람을 톱기 위한 나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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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파 도덕과 지도자료 n! 소중한 생명 ‘ I 
앓학생용 참고자료 
다른 생 명회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말해 보세요， 

。。。、

。。。‘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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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를〓〓과용서 - ’ I 

딩개관 

용셔합시다. 

관련 6학년 2학기 도덕과 학습주체 용서와 이해의 중요성 

단원 3. 너그러운 마음 학습자료 비디오1 학습지 

가족 교수·학습 왈동 탐구학습 

친화척 용서와이해 

여o 여 -. 
수업 시간 40분(1차시) 

교과학 1. 다른 사햄뻐 지혜롭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안다， 

습 목표 2. 일상생왈때서 용서와 이해를 실천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갖는다. 

i혹j$효;흙1{ 가족 내때서 먼져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생왈하는 것이 가족 
친밀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태도를 가진다， 

서로 너그렵 께 대하는 태도와 환련된 덕목무로는 용서， 환용， 사량 둥이 

있다， 용서는 도덕척 상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자기의 P}음을 미루어서 그 

의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다. 용서는 자신도 완택한 존채가 

아닌 장재척인 과오자임을 헤아려 상대를 이해하는 이지척 특성을 지닌 덕 

이다. 환용은 자신의 이익이나 키분을 억제하고 남을 이해하는 아량과 이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공풍션과 단합을 위하여 취하는 친사회척 태도인 

것이다， 사량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정성껏 톱고 그들의 고통을 렬 

어 주고 편안하게 해주려는 션한 마음으로 용서와 환용이 드러나는 근거가 

흰다. 사량이 없는 너그러운 마음이나 환용은 위션이 기 때문이 다. 

특히 용서는 생 활 속에서 말하기는 쉬우냐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덕 

목엄을 인식하여야 한다， 용서와 이해는 어혔을 때부터 가장、가J，7}이에 있는 

가족에서부터 생 활화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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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도덕과 지도자료 rJ 용서합~ ’ 끼| 
a 교수학습지도한 

단계 

도입 

과정 | 교수 , 학습활동 ! 유의사항 
* 폼기 유발하기 1* ’용서’、 라는 낱말의 의미를|학생창고짜료1 

- 생활 속 경험을 통한|알아보자 1""" 마인드랩 
흩기 유발하기 1 - 용서하연 혜오르는 낱말로 |교사창고자료1 

k 학습푼쩨 쩨시 |마인드 맴올 해 보짜 1""" 이야기 -

& 위인들의 위대한 용서에、 대 l 노캄 손수건 

해 알고 있는 것을 친구틀과 이 

야기해 보자. 

- 학생들의 발표듣기 

Q 다흘 사람에게 지혜륨고 너그 
럽게 대하는 태도의 의미와 중요 

생올 알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 

천하혀는 태도와 의지를 지닌다 

* 활동1 - 용서 에 판한1* 활훌1 1과함t책 
버디오 자료 보기 1 - 교사가 준비한 이야기 자료 1&이야기-누 

&학습지 활홈 - 션행이|보기 l가 생명의 

선행으로 퇴롤아온 컷에 1 - 누가 생명의 은인인지 생각 L은인인가? 

판한 예화 읽으며 용서는|해 보기 |학생참고자료 2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1 - ’용서합시다’에서 내가 용서 1"""용서할 수 
하기 | 할 수 있는 일을 써보기 l있는 일 쓰 

17] 
천개 ~: - -;.:;.-_- - -:,.; -.-'::'; -;.:.: - -1- ~ -:...~ -..:: - - -. - - - _. - - - - - - - - - -. - +::'~; :;~ * 활톨2 - 학습지 활톨 1*활동2 1.고싸창고짜료3 

- 용서받올 때와 용서해 1 - 이야기 2를 읽고 가족 강에 1""" 어 야기-

주었올 때 |내가 용서 받은 갱우와 용서해 l화옥한가정 

추어야 할 경우의 태도에 대해 「학생창'~f.료 3 

알아보자 |교사갱고2념4 

- ’무슨 일이 있었나요?’에서 1"""이야기-용 

용서받을 때와 용서 해 주었을l서할즐 모르 

때에 대해 써보;자 1 는사나이 

* 용서의 의미를 생각1* 활동3 학생강고자료 4 

하며 학습목표 정려하기 1 - 내가 아칙 용서하지 못한 사1"""용서의 편 

'1l리 I - 용서의 편지를 쓰며 l랍이 있으면 용서의 편지를 써보!지 쓰기 
학습옥표 정려하기 |자 

*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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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도덕과 지도자료 g 용서활m다 I 
딩참고자료 

繼교λ}용 참고자료 

노한쫓수건 

유명한 소성의이야기입녀/다. 

흑인 빙고는 뉴욕애서 교도소 생활올‘ 하변서 야내에채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출욕할 때까지 커다뀔 수 없으연 재혼하역도 좋소. 그러나 냐를 용서하 

고 받아 준다면 출육합 때 마을 압구 창냐무얘 노한 손수천흩 컬어 놓으시요. 노 

환손수핸1절려있지 않으;변 파는 집째 끌어가지 않겠소 j 
출욕 :.f, 그는 고향으로 카커 위챔 뉴욕에서 버스흩 당녀다 마침 짧은 액인 
담녀 세 쌓，Ój 같은 버스혜 타께 됩녀다， 긴 여행길에서 그들은 함째 식사도 하고 

.01 야커도 하던 중 빙고의 편지 이야기를 듣게 됩셔다. 송책을은 빙고의 이야、자를 

듣고 빙고를 위로하며 노란ι손수건아 반드시 걸려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회망을 

갖토륙ζ격려합내다 

바칭내 빙죄의‘ 고향이 71껴}쩌지자 숭책틀은 초쪼하재 밖용 용시하기 시작했 
습녀다. 고;향애 도악하자 홈구 밖 창따/부에 수없이 많은 노한 손수컴이 나부끼는 

것이 야녀꼈습니까? 버스 안애서는 합생이 터지고r 빙고는 마침내 가측의 풍에 

안긴다는 이야기압냐다‘ 

남의 아픔흩 내 아픔으로 여기는 송책틀의 인도추의 갱신r 그리고 빙고의 아 

내가 보여준 사랑은 우리 모두의 마옴흩 뭉를하재 합녀다， 

노한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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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도덕과 지돼료 ~.i 용서합시다 “ 사| 

협웰교사용 참고짜료 
.'누가 생 명의 은인인가γ 이야기 내용 

째2차세계 대천 때 독일외 하롤러는 휴독 휴태인을 싫어하여 마구 학살하었 

습니다 

유태인틀은 목숨올 부지하치 위혜 나치 독일군찍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번 어 

여한 어 려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충에서 축숍올 무룸쓴 활출과 찌하어l 강 

숙이 숨는 일이 제일 많았습녀다- 하지만l' 체2차 세체 대천;중에 독옐 나치에께 

학살당한 유태인은 무려 6빽만 명이나 될다고 합니다ν 인류、역사상 인깐에 인깐 

흩 대향 학살한 예는 없었숍냐다. 

그 당셔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어느 쪼총사가 비/챙장얘서 비챙키를 점검하고 있었는쩨 갑자기 밟모르는、 젊은 

이가 뛰어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매우 다급한 목소려로 말했습녀다. 

’저를 좀 살려 주시오 독일 나치 비밀경찰이 저를 좌으려고 합니다. 저를 외 

국으로 떼 려다 주시오. 은혜는 잊지 않고 욕 갚으려다” 

젊은이가너무도 애타재 간갱하자/출총λ}는 그 젊은이를 자신의 비챙치에 태 

꿔 안천한곳까찌 떼 려다 주었습니다‘ 

그/후 천쟁은、더욱 확대되면서 치열해쳤습니다‘ 유태인 짧은이를 도와 푼초총 

사도 영국으로 펴신하여 연합군의 풍군 포총사로 천푸애 창7\-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천올 벌이다자 추학하여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병원애 업훨하게 되었습니 

다. 그런떼 그 병훨에는 죠총사의 뇌를 수술할 만한천푼 의사가 없었습니다. 병 

웬에서는 사갱을 혜째는 쪼총사의 수슐을 담당할 의사를 급히 핫는다는 쌍총올 

하였습나다. 마침 한 의사가 이 방총올 듣고 달려와수울올 해 주어 그 종종사는 

목숨용 건철 수가 있었습니다i 그런데 그 후에 알고 보니t 의사는 언첸가 그 쪼 

총사가구해준 바로 그유태인 젊은이였습니다. 

조총사는 차지가 베푼 션챙이 짜신애채 다시 롤아온 것을 알았습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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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도덕과지도자료 밍용서합시다 ” 꾀| 

짧썰교λ}용 참고자료 

;화폭한 7f:갱 

어느 마흘에 화복한 가정과 그렇지C봇한 가갱헤 이용얘 살고 있었다ι 

화옥한 7r청에서는 언쩨나 꿋용소리가 넘쳐흘렀고I 그렇지 못한 가정애서는 

언쩨나 짜우는 소리가 그철 날.?1 없었다. 하‘루는 화옥 하지 못한 가정 의 영캄어 

화목의 버 컬훌 알아보려고 화목한 가청올v 방문하였다， 마침 그날은 불얘 독아 
서 구멍이/ 뚫련 자Pt:솥올 놓고 화목한 가청 의 사합들이 모여 았었다， 

‘융다(야우리;흉목한가정이라도 오늘은 안;，싸윷 수가 없겠지 ?II-. 

이렇께 생감하고 효들훌 지켜보끽로 하였다 그련떼 이、께 웬일인zt? 

큰 소려는커녕、쪼용하고도 진지하께;.7!-마솥에 구멍이 단것은 모두가자치 

촬못이라고 하연서 자기?r 책임올 지겠다고 하였다. 

남편은 차치가 장작을 너무 많.~I 장딴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할아버지는 짜기카 장작올 너푸 많이 부엌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t 

할머 니는 자기가 가마솥에 움올 너무 척께 부었커 때문이 라고 하는가 하연/ 

며느려는 자기가 장싹붙을 지펴 놓고 뿔래를 하고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광、~을 본 영감은 자치 집 같았으연、 서로 ’네 탓’이라고 하면서 큰 소려가 

오왔/올핸떼 바로 화욕의 폐철은 모든 찰못흘 페 닷’이라고 뼈마는 것아 아니라t 

z내 탓’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끌어안는 것이라는 것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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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초등학 덕ιl“ f ι시“ F I 
뚱성교사용 참고자료 

• 냐는 용서받았으면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치 

생각해 봅시다， 

용셔활 률 모르는 사냐01 

한 사나이가 무릎용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섭시요. 제가 사청이 딱하여 멸련 돈올 갚올 수가 없었습니다 

빚진 사나이가 얘컬하게 호소했습니다 

”안 됩녀다 더 이상 봐 흘 수 없소. 경찰서까치 갑시다” 

돈을 옐려 춘 사합은;‘ 단호하게 말했습나다. 

i아이구/ 살려 주십시요 제、늙은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션려쳤고， 쩨 아내는 

아파서 흘짝도 못 합니다- 채 다섯 차섞들은 꽁부도 때려치우고， 막노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한성한 사정을 보시고 이번 한 번만 너그럽째 봐 주신다 

연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별련 돈은 욕 갚겠습니다.' 몇 년이 걸려서 

라도 갚꼈습니다‘ 쩨발 한번만 봐 주십시요 

사나이는 손흘 싹싹 별며 애걸복걸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돈올 별려준 사 

람은 경활서만은 갈 수 없다는 듯이 발버퉁치는 그 사나이를 보고 마용이 흔들 

렸습니다 

a알았소. 사정여 그려 딱하녀 내가 없는 생치고 당신의 빚올 탕감해 주겠소. 

당선이 멸련 1억은 이제 없는 것이오- 이채 나가서 새륨제 꾸려시오 억척곁이 

벌고 분수애 맡게 사시오 ” 

눈움을 흘리고 있던 사나이 깜짝 놀라 압을 다움지 못하며 수없이 캄사의 인 

사를 드렸습니다、 

그 많은 벚올 탕감 받은 사냐아는 이 기쁜 소식을 멜려 가족에게 알려고 싶어 

달용박질 하며 집으로 뛰어값습니다 그러다 웬 초라한 사람올 만냈습니다 

”아니/ 김씨 아닌가?'I 

그 초라한 사람은 깜짝 놀란 표정올 칫더나 이내 겁댁은 얼굴이 되어 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찰못했습녀다” 

김써라는 사람은 길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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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괴도덕 지로al료E 힘〓〓ν ‘-•- I 

"~~~~/.짤 반);t쩌; 그래 내 돈ν어 1쩍활 꺼야?’ 
낌찌는 벌벌 떻며 말했습니다. 
끼용서혜P준십셔'.2.，째까사정。l 너우;와하여 빌린 돈흘 깊을 수가없었습니다X 
*뭐라고? 이 형체 쩌; 챙겨t 때고/ 요려&:려 로방 다녀 놓고 무슨 웬쇼려야:?'" 

사냐어는 화를 벌쳐 내었습나다. 

”현목 없습녀다쩨 늙은 아비 는 병 들었지만 돈이 없어 치료 한번 못 받고 돌 
아가셨고/ 제 아내는 집용 냐가 버렸으며t 제 자섞툴은、 다 흩어져 제 살길올 핫 
아 뼈냈습녀다. 저 또한 몸이 아파아무 일도 못 하고 있습나다 저외 이 불쌍한 

;사챙올 보시고 한「 번만 너그협체 봐 주신다언 어뺑께 혜셔라도 별련 돈은 갚겠 
습니다.、 벚 년이 컬려도 욕 갚꼈습녀다. 제발 한 번만 봐 주섭시오.’ 

검써는 땅바닥에 쓰러지며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냐이는 더·욕 화흩 내었슬녀다. 
”이놈야t 그 톨안、 날 얼마나 얘펴었어? 네자 한 갯은 도쩌히 용서할 수 없어， 
오늘은 갱찰서에、\7h서 널 사기꾼으로 감욕에 쳐넣용 거。F.'" 
사나이늪초라한F、사랍의c 벽살올 챔고 결될 끌고 겠습녀다. 
';O}이구I 아이 구."j 

김씨라는 사람의 압얘서 선숍 쏘려가 째어r나왔습니다. 
마침 이 소식이 1억올 번째혜 준 사람의 뀌에 틀어았습니/다. 

s뭐라고?’ 

1억을 탕김혜 준 사람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 꺼}흩 당장 끌고 오너 라 

다시 끌려 온 사나이에재 1억용 탕갑해 준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선은 어찌 나에채 1억이나 연째 받고선 당신에채 십만 원을 빚친 사람올 갱 

찰서로 끌고 가려고 한 커요? 른 용서를 받은 자가 깎은 용서를 하지 못한다니 

당신은 도져허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랍어..Q.:" 하고 크게 나무랐습니다. 
사냐여는 다선 그러한 셋올 하지 않졌다고 소리치며 용서혜 달라고 몸부립컸지 

만1 그가 칸 곳은 감욕;0] 었습녀다.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및 지도 지침 177 

( 초등확파 도덕과 지도자료 aI용서웰l아 I 

핵학생용 창고짜료 

.' 용서 I 하면 r떠오르는 낱말로 마인드 맴으로 나타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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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파토덕과 I돼 ?‘ 학l ’ ” ’ I 
앓학생용 참고쳐료 

* 가족 중 누가 냐를 괴롭게 했냐요? 그래서 아직도 까슴이 아프고 답 
답하냐요? 하지만I 너그랩 께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순 없을짜요?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괴롭고 답답한 마음은 구름 걷히듯 사라진랍니다 자1 마음을 렬어 

버려고 용 • 서 • 합 · 시 · 다. 

내자”아껴는)올건을 

명::if.뜨혔을 때 

1f에채 상처를 주었을 때 

대 물건용 망가뜨렸을 때 

나에깨 모욕올 추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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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페l ‘’‘휠합시다 끼 ‘ I 
설설학생용 창고짜료 

“ 나는 1억의 빚을 면체 받았던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 척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무슨 일이 었었나요? 일어난 일과 그에 대한 행폼에 따라 어떤 결과 

가 있었는지 써 봅시다， 

l 내가 가촉에께 실수 했을 때 

} 가족이 냐에게 실수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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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파 도덕과 지도자료 ~ 용서웰l다 、 「 I 
앓싫학생용 창고자료 

• 냐의 마음을 보여 주어요 

우리는 남을 용서한 감동척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칩을 느껍 

니다. 가족이 실수한 것 중에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o}음속에 숭겨 

둔 i누구?가 있나요? 주져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편지를 써 보내세요. 

애게 (째) 

년 월 일 

훌웹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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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가.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인구 증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에 접 

근할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5학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가 사는 지역’ 

에서 ‘도시 지역의 생활’ 및 ‘촌락 지역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도시 생활의 

문제를 알아보아요’라는 주제로 도시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 젊은이들 

의 결혼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 

하였으며，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라는 주제로 촌락의 큰 문제인 인구 감소 

와 고령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인구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목표 

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나.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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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사회파〓‘ a래 ‘l 인 이| 
a 채관 

도서 생활의 문쩨를 할아 보아요 

관련 
5학년 1학기 사회과 학습주제 

도시문제의 혜컬방안 

2. 우리가 사는 지역 탐구하기 
한헨 -도시 지역의 생훨 학습자료 학습지 

가족 
인구 충7t로 인한 문제획 교수·학습훌동 탐구학습 

친화쩍 
염역 

해결방안 수업 시간 .40분(1차시) 

쿄과학 l 도시 지역의 운제점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 수 었다 
습목표 2. 도시의 운쳐|정에 하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었다 
가촉 

도시화에 아른 생활의 블펀므로 인혜 짧용이들의 절혼과 출싼율의 감소를 출 
천화혀 
목표 

이고/ 결혼과 출산율을 중가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 짧은 도시와 촌확으로 대비되는 지역에 대한 탐구를 통뼈 도시와 촌 

학gl 기능켜인 특정을 이해하고I 최총책으로는 지역의 문쩨해결을 통한 지역 발 

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원이다， 

도시지역의 생활에서는 우리 나라 도시의 특정， 도시 분포 빚 도시화 파청I 

그려고 기능켜 특정을 파악하여 인구의 밀집， 환경의 파괴와 오염 풍 복합켜인 

도시 gl 문째를 이해하께 한다. 도시는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한편 인구 밀집I 

교통단I 주택 문제1 환경 푼쩨 퉁 복합척인 문제를 일으킨다， 도시의 편려함 때 

문에 인구자 도시에 립중 되고 었으나 최근 들어 인구희 중가 폭이 둔화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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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피싸‘I‘률래 ’씬ι , I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정은 i인구1 임을 확언하고 앞으로 우리 나라의 도시지 

역의 인구 중가 모습을 예측하게 하여 그동안 인구의 도시 집중 원인이 도시의 

기능책 편리함만 강조되어 온 것에서 추가켜으로 도시의 인구 중가 폭이 둔화 

되고 었는 문제를 탐구하게 한다. 

a 교수학습지도딴 

단계 과청 교수·학습활동 유의사항 

* 풍기 유밭하기 * 뉴스 시청하기 교사창고자료1 

-생활 촉 경험을 통 - 안구의 도시 갱충효후 생겨나는 c;> 

한 풍기 유밭하키 
운제정 염상 보키 http://www.ez'J. 

도입 Q 도시 지역의 문제갱을 파악하 
양udv.i:\e.t/$'uh 고 문제정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 

* 학습운져l 져|서 서 할 수 었다. pte.r3/ a~Lcl，;3_se.‘ 

2 。양tS.hl뼈1 

* 활풍l * 황풍 1 학생장고자료 

- 도시의 운제첩 핫 - 묘품별로 도시의 문제 당구하키 c;> 심각한 도시 

아보기 
-교통운제 품제핫기 
-주택문제 

- 과제훌풍 므품별로 - 환;영오염문제 
칙소학습하기 
--------------‘ •• -------------* 활동2 f상 활동 2 학생활흥2 

- 학습지 활동 - 여성들의 컬혼과 출산율의 처하 c;> 도시문제와 
도표보기 

출산율 관계 알 
-특정 찾아보기 

천7~ - 결혼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었는 71 
원인분석하기 교사창고자료2 

- 도시문제와 출산율 저하와의 관 c;> 최근 출산융 
계핫아보기 과 결혼율 져E 

도표 

Y앙 활풍3 f앙 활동 3 ----------，ι;;-

-밭표 활풍 - 도시의 문제에 아른 혜컬방안 
받효하기 
- 도시운져l 해컬방안과 출산율 쳐 
하와의 관계성 찾아보기 

양활동 4 * 활풍 4 학생활풍* 
- 학습 왈종결과 밭 -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 는 문제 CP 마혜의 인구 

정려 표하기 를 션택하여 그 픔제를 해절하였을 
애 출산율이 어떻게 협화할지 정리 

차시 예고 하고받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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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과사호펙지도자훌 〓휠엠 ’ I 
a 참고자료 

짧향교사용 참고자료 

• 인구의 도시 첩뚱으로 생겨나는 문제점 영상 

출처 : IG" 11한p:llwww.양2방udv.net/ss chamer3/ss d13 없2 'p않t3.htm1 

4펠교λ}용 창고짜료 

+5년간 출산율과 출생아수 

Jl;;;영짝할 얻;>aîSll수찢용‘’‘g 

홉톰홉聊뿔뿔 
口훌생생수 i!! 19iU‘:m; '"훌뼈 짧m1 

ol!ì~훌산옳 ” 영 111쩌-:m;대 1.16 

lìl여자 1명O!)f임기간 종안 짧거! 휠 헝균 훌생생수1 

수록-'1견 t던 ι때70--z，:05 ) 

혔 
483.471 ~ 양1.m 

tts 1.11 1.3l 

출처 :htlo:/ /k。허s.!\So.2Q.kr / ca:i-비n/sws999.ca:!(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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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핸l과 지도자얽: 미래 되l의 인구 I 
설싶학생용 창고짜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문체 

그렴 션택하여 붙이기 그렴 션택하여 붙이기 

원인과 문제 써 보기 원인과 문제 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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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樞 ill 미래 되I 인구 I 
앓싫학생용 참고자료 

• 도시문체(교통문채， 주택문제， 환경오염문제)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4컷 만화로 꾸며 봅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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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초등학과사‘FJ힐}료l1li“‘ -’1 찌 1 
설성학생용 참고자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문제 : 

도시 문제를 해 컬하였을 때 인구는 어 떻게 변화할지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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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I과 투자”“.. ’ ’ ” I 
a 깨관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판련 
5학년 1학기 사회과 학습주쩨 촌학의 인구 강소 

단원 
2 우리가사는 지역 

-종학 지역의 생활 
학습자료 방총자료/학습지 

가족 교수，학습 활동 탕구학습 

친화척 인구의 감소로 인한 문제점 

영역 
수업 시칸 40분(1차시) 

교과학 촌학 지역의 푼제점올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습목표 ~. 혼학의 푼쩨점 에 trf를 대안올 제시할 수 있다 

친카화족척 촌학의 큰 문쩨 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웬인을 쪼사하고 인구를 중가 
목표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의 꽤교 사태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1 이들 문제점이 생커는 이유와 

원언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조사해 본다. 

펙교되는 지역의 학생 엽장에서 폐교 후의 일과를 상장해 보고I 그 원인 

이 인구의 감소로 인한 현상엄을 파악하께 한다，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낙 

후성과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패1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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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과사회과 지화료Fl 촌락으l 인구 r τ-

a 교수학습지도반 

단계 

도입 

전재 

정려 

과정 교수·학습활동 유의사항 

양 동기 유밭하기 |양 풍서 듣기 |교사창고자료끼 

·생훌 촉 캠험을 통1 - .'아푸도 없었솜니다’를 통해 109 풍시 들려주} 
한 풍기 빠하기 |흔락이 가지고 었는 운제정 알기 171 IG 촌학 치역의 뭉제캠을 자료를 ‘ 

통해 파악하고 문제정에 하른 대 
양 학슴품제 제시 | 안을 쳐|시할 수 었다 
i:l 활동양 통계 자료 보기 |교사창고자료2 

- 촌학의 문제정 찾 1 : 농업가구 및 놓가 인구 통계 109 통계 자료 
|자료보기 | 

아보기 I~~~.~I Il~tt:p:/ /mira.e.rI$ 
I~성 훌풍'1 

- 과제훨풍 밭표 I -~ 흔락의 얽|검을 사례를 통해 |αlr6.kr/sφC때1/ 

알아보기 
- 인터넷이나 신플기사 스긍햄을 
통해 흔학의 운제갱 파악하기 
- 초사혜 은 내용을 받표하기 

1상 활동.2 양훌풍:2 학생참고자료j 

- 학스치 훌흥 1 -촌학의 운쩨갱이 밭생하는 까 109 촌학의 인구 
닭알기 | 

l감소월인 찾기 - 촌학의 문제정 밭생월인 알기 l 

- 촌학의 릎체에 관심 을 가져야 
하는 까밝 알기 

f양 훌풍 3 교사창고자료3 
- 촌학의 운쳐|에 따른 대안 제시 109 방총 자료 
하키 | 

12005년 10월 30 
,- 쪼사 내용 밭표하기 | * 훌동 4 영상자료 보기 |일 KBS 취재파 

- 2005년 10월 30일 KBS 취재파|일 432:1 
일 4321 중 ‘어느 농촌 학교의 부 
훌t 

Y양 활동 3 양 훌풍 5 학생창고자료2 
- 학습 활동컬과 밭 1- 흔락의 뭉채캠을 극욕한 뉴스 꾸109 뉴스꾸미기 
표하커 |미기를 통혜 학습 훌풍 컬과 밭표 

.하기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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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碩 ".1 촌락와 딴 I 
a 참고자료 

灣쿄Al-용 참고자료 

*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시 자료 

아무도 없었습니다. 

펴l교펀 지 벌써 3년. 

참초에 묻혀 었는 교청 에는 세총 대왕만이 

흘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녀다. 

탱 빈 교실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을씨년 

스렵거 확이 없었습녀다. 

칠판에 남아 있는 낙서만이 떠나간 친구들 

의 아픈、마음을 천하고 있었습니다. 

/잘 있거라， 청든 학교야. 

꿈을 커웠던 청든 모쿄 

난 널 잊지 못활 거야. 

션생님， 운동창/ 친구플 ............ ‘ .. 

짤 있거라· 난 녀회들을 사량해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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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1B ‘ “‘ )를. 뜩닫찌‘매| 
직형교A많 참고자료 

• 농업 가구 및농가 인구의 통계표 

톨잃성없싫iIf!i없~범빼職~월;짧m 갖릎등냥명“휴쩌*훌끊를훌훌혐짧쩔l 

ì~JP. ~ 2K~ ?Di øξ:;년i~、n 

훌?틴윗우거/성기수i농가씬? 

싫 ~，tt 가잉 !앤I-.~W~ 강':;1 ‘ 잉，p‘~，~ 

농엽 71 구 및 농가 인구 
m~eJ씨 

캉i!‘형사ní:삭]'I!t‘、지 않옆 않훨활〕 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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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를할〓〓지로차훌 ν졸략gl 2.!Br I 
협썰표λ}용 참고자료 

• 어느농촌 학교의 부활 

쳐\f'M여년간、천국에서 .3천여깨 농어촌/학교가 인구강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정책에 
밀려 엣바라?빼뇨를 했슴니다 그런혜 비록 극소수。'1;긴 하;<1만 폐교위기애까지 5'1르렀 
다가 호히려투셔 학갱들이 정학을 ..2;는 영운학교혹 할바용한초동학교를ól 았랬다 
/교육 주쩨들휘 헌신혁안노력화?척형안 만%. 충성적‘쿄충으로 쌀혀댄.'61들 학쿄를 찾 

하면셔 내면펙 비밀도 덜어놓는가 하면 천구의 억미를 받견하기도 합니다‘ 
학교 규묘가 학아최 덕에 학푸므와 교끼L 그러고 /학생들이 더욕 7.까이셔 셔료를 보채 
휩니다 공용져 내애셔 각자의 역할도 떠 커졌습니다， 

농어흔의 소규E 학교는 흔히 대도시 학쿄에 벼혜 교육 환경이 낙후될 것으로 알려져 
았습니다‘ 그러냐 3표육악 혁명용 오히려 폐교 위기에까지 몰렸다 되쌀야난 놓어온의 소 
규묘 학쿄에셔 시작펴고 있송니다‘ v 

r'fttp:/Jwww‘빼，s:<Xl .krt432:1 
20(6연 jO:월 30일 방충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및 지도 지침 193 

초등학쿄 사회과 지도자료 ~ 촌락의 인구 11’ ‘I 
앓앓학생용 참고자료 

• 다음 보기 중 촌학에서 당면한 문제점틀을 모두 고르시요. 

팩낀그/ 
교통 혼캅， 인구의 고령화1 주택 부족I 놓산물 수입 재 방 

의료 시설 부족I 과밀 학급1 이농 현상I 문화 시셜 부족1 

대기오염 문제y 바다오염， 저소득， 석탄 수요 감소， 주경}문제 

• 농촌1 어촌， 산촌 가운데 한 촌락을 션택하여 촌학에서 일어냐는 문제 

정 과 그 원인에 대하여 마인드 맴으로 작성하여 보시요， 

l ~í. 、샤 F t 촌확의 윤~J~ 

-1 |< | /\L냐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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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파씨과겨”씨m 훌략mι- ’ ’ ‘ l 
앓학생용 참고자료 

• 촌확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썩 생각하여 

뉴스를 꾸며 봅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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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과 

가.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편견 없이 대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알고 서로 돕는 마음을 지 

닐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모두 5학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의 가정생 

활’에 관련된 것이며， ‘가족의 다양성을 알아봅시다’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알고 편견 없이 대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의 

일은 함께 해요’에서는 남녀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가족관계 및 역할 

에 대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나.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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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털〓“‘ 의J 
딩채관 

鐵 가족의 다양성을 알아봅시다 랬짧 

관련 5학년 1학기 실과 학습주저l 가족의 다양성 알기 

단훨 1 우리의 가챙생훌 학습자료 비디요/ 학숨지 

가족 
교수· 학습 훨풍 탐구학숨 

친화혀 가촉의 다양성 

영역 수업시간 .40분U차λ1) 

교과 1 다양한 가측 구쪼가 었용을 알고， 7t족의 다양성을 인갱하는 태도를 갖는다. 

학습목표 2. 다양한 가족 형태 촉에서의 나의 쩍할을 알고 서로 홉는 마용을 7t핀다. 

친가목화족표쩍 주법의 다양한 가촉을 펀견 없이 대하는 자세를 가젠다 

우려들 71족의 요습은 최근 들어 여러 자지의 모습을 띄고 었다.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핵71촉， 핵71쪽에 조부모님을 포함하는 확대 71촉， 부부 중 어느 

한사람파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한부모 가족， 부부만이 었는 무자녀 가흑1 형쩨1 

차매만이 있는 71촉I 또는 혈연환계는 없으나 71옥과 갈이 함쩨 사는 시설 71촉 

풍퉁 71쪽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어느 한 유형의 71촉만을 갱상이며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생각이다， 주변의 다양한 71족을 편견 없 

이 대핸 째117~ 매우 중요한 시점 이다. 저출산， 초고령화 현실을 반영E냥 이 시 

대에 꾸준히 사회를 읽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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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훌훌휠흩I틀톨I훌필--톨톰톨톨l 

a 교수학습지도한 

단계 과정 교수·학숨훌풍 유의사항 

풍기 유받하기 양가족소개하기 학생과제학슴 
-생활 촉 캠험을 통한 - 학생듣이 좌성해 용 과제 학습지를 c:i?'가촉 소재 

풍기 유밭하키 이용록하여 한 학생들이 자신의 가촉을 소개 

도엽 학습릎체 제시 하도 다 

- 가족 소재의알 시케간 한을다 통.하여 가족 형 
태씌 다양성을 
Q 다양한 가촉 구포가 았용을 알고， 가촉 
의 다양성을 인청하는 태도를 가핀다 

r확-t인k 주하 훨변기풍에l셔 - 버디오자료 월짧빨藥말상차歸종않않찮젊월혜짧감깅뿔 갔좋3 
교사참고자료1 
져|시 

에 올수있는 =- 버디오 
7확}촉입구하죠기를 예시를 보며 'IV 동화 행복 

한 세상 중에 
셔-

------------------•------‘- ---‘- ----------'* 훨동2- 학습지 활풍 '*훨풍.2 - 학습지 활풍흐후 내가 할 수 학쟁참고자료1 

1양 활동3 - 다양한 가족 았는동 일.2-.묘 생동각별하로기 
c:i?' 역할극 

1성활 다양한 가족의 형태 시좌하71 천 

구찾71 초아 촉에셔 나의 역받 타 촉내에셔 얼어냐는 일들을 역할극으로 나 에 생각하기 
역할극으로 나타내 기 

- 역할극을 통속해에 다양 생 
=-가족 컬청하기 

천재 
길고 한/ 가옥구조 셔 틀-묘 으 가내똥 g율옥가갱히을 구이 잉 @효생용다 ~원 다lF 역양씨 §@융끼이 역@한 기앙 가} ?측} 정갱의흔하에억 영기서 양에영 하이 중는 잉 하다냐 수 었는 풍제정 알 
냐의 역할 갖기 

일을 

"""생 역각할혜극 보 연고습하 그기 엽장에셔 표협해 보기 

는 선 선 일빽택들한한을 가 가 소촉촉재의의로 일 형 한부태다가에.셔 얼어날 수 았 
펴어 얼어날 수 

았는빠 일，을 엄 역마할/극으 , 동로생 재연한다 
- 아 나， 동 풍 각자의 역할 
을 정하고위 서해로의 엽짱을 주장하다 좋 
용 가갱을 셔로 협력해 가는 묘슴 
을 역할극a로 꾸며 보기 

학습 훌풍컬다과양 밭표하기 그 양양에 역 다할 따양극른한 밭표 족의하기 학"""생 가훌족동의 2 특 
- 가측의 성을 인 가 특정 생각혜 보고 
정하는 태도를 갖기 나씌 역할이 을 당라질 수 있용 정과 나의 역 

갱 a1 다양한 가촉구조의 을학슴지로 나타내기 한 
특정 정리하기 -학슴지로 나타내기 
- 나획 역할 정리하기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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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틀 괴설과지동자료 킨 다양한 뺨〓j바 〓- 끼 I 
a 참고자료 

헬‘표사용 참고자료 
+'빽 번째 손님， 01야 71 내용 πV 동화 행복한 세상， 생터) 

첨심 한 때 바글대던 국밥집에 손념이 뜸혜진 시간/ 추인이 한슐 툴리며 
신훈옴 뒤척이고 있을 때 푼이 열리고 한 할머니와 뱃움이 출출 흐르는 아이가 

틀어셨습、녀다. 
’저1 쇠머 리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하는지 ? 
할머니는 영커주춤 앉은 채로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해야련 뒤 국밥 한 

그릇을 추푼했습니다. 
김ój 모학모학 냐는 국밥 한 그룻y 뚝배기를 손자가 앉은 쪽으로 벌어 넣었습 
니다"소년은 침올 꽁찍?삼키며 
?할머니I 정말 점심 벅었어?끼 
’그러엄” 
할머녀가 ι싹두기 한 점을 압에 넣고 요물거리는 동안 소년은 국밥 한 그릇올 
마파람에 게 눈 갑추듯 벅었습니다. 그 모습올、지켜북、던 추인이 할머녀 앞으로 
갔습、내다‘ 
”할머니/ 오늘、창 훈이 좋으십녀다 할머녀가 우리?첩에 빽 번째 손념아세요.’ 
주인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짖 지난 어느 날ι 국밥집 킬 천I킥에 쪼그리고 앉야 원가 

헤아려고 있었습니다 우심코 창밖흘 효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은 국밥집에、손념이 들어갈 때까다 톨맹이 하Lf씩을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있었던 것압니다1 하지만 청심시각이 다 지나도록 돌뱅이는 쥔 재흩 、넘지 못했습 
니다. 마숍이 급혜진 주인은 단골들에게 천화를 걸었습니다 

”어~바쁜가? 일은、 무슨ι. 국밥 한 그풋 벅고、 가라구- 오늘은 공'*야 공짜” 
그렇게 동네방네 천화를 롤련 뒤 손 념툴。1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든 하 

냐/ 여든 룰/ 여든 셋 ... 소년의 생이 1훌라꼈습니다- 그려고 마침내 아흔 아홉 재 
의 돌맹 이가 품그라며 속얘 틀어컸을 때 소년은 황급히 할머 니 손을 이 끌고 국밥 
집에 들어셨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내가 사드리는 거。F’ 

천짜로 빽 번째 손님이 훤 할머 니는 따풋한 죄머 려국밥 ι한 그릇올 대컵받고 
소년은 할머 녀카 그랬던 것처혐 짝투기、만 오물커 렸습니다 

l쩌 아이도 한 그룻 출까요?‘ 

”쉬잇! 저 아인 지금 댁지 않고도 배부를、 법을 배우는 중이장소’ 
후룩후룩 국밥을 맛있게 벅 던 할머 녀가 쯤 남겨률짜 싶었지만 소년은 뼈를 

앞요로 쭉 내 밀고 말했습니다. 

”아니I 냐 배붙러 이거 봐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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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 설섣 학생용 창고짜료 
• 역할극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기 

‘’ 역할극을 한 뒤의 느낀 점 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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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틀학과실과〓 .. ‘“I ’ I 
앓학생용 참고자료 

• 가족의 모습에 따른 특정과 냐의 역할을 쓰시오， 

부모와자녀 

아버지기s는 

어머니/ 

자녀 

쪼부모와 

손자，손녀/ 

행쩨 자t쩌 

혈연 판왜 없어 

함께 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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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학교 질과 자도자료 2: 칩얀 ”빠 〓 - “| 
a 개관 

가정의 일은 함쩨 해요. 

판련 5학년 1학기 실과 학습추쩨 가족의 역할분담 알기 

단웬 1 우려의 가정생활 학습자료 비디오/ 학습지 

가즉 교수，학습 
탕구학습 

친화척 역할분담 활동 

영역 수업 시칸 40분(1차시) 

쿄과학 1 우리집 가족구생웬틀의 역할올 알 수 있다. 

습목표 2 가족 속애서의 냐의 역할올 알고 서로 톱는 마옴흩 가친다. 

친목가화족표척 
남녀 는 서로 같은 사랍으로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함올 알고 실천 

벼으로써 톰퉁한 해|가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틀을 찾아 실천한다 

집안 살림이나 육아는 무꽤 여자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던 1아버지’들은 점 

차 사라지고， 그 대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를 함쩨 나누눈 I아빠I들이 

늘어나고 었다， 그러냐 남성들의 육아 참여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 

하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마의 몫이 라는 인식이 여천히 남아 있어 육아 

를 비롯한 가사 문제는 직장 여성툴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었다 카사 

는 여성만의 책 임이 아닌 부모 모두의 권리이자 의푸임을 깨닫고 남녀 차별 

이 없는 가청 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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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률훌훌를I를훌릎톨톨뿔톨를l톨톰-

a 교수학습지도반 

단계 | 과정 | 교수·학습활동 | 유의사항 

* 톰기 유발하기 1* 영상자료 보기 |교사창고자료1 

-생활 속 경험을 1 - 2002년 9월 22일 KBS 취재파# 방송 자료 
통한 풍기 유발하기 l 일 4:321 중 ’아이 키우는 남자 12002년 9쩔 22 

도압 일 KBS 취째파 

* 학습푼체 제 시 10 가족의 가사분당올 확인하고 |일 4:321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한 

다 

* 활동1 1* 활동1-가정 에서 행하는 여 러 | 학생창고자료 1 
가측의 가사분|가지 일 중에서 누가 맡아서 하 I<Y 집안일 분 

당 찾아보기 |는지 찾아보기 |담표 

- 학습지 활풍 1 -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핫아보기 

* 활동2 1*활동2 - 생각해 보기 |학생창고자료2 

- 학습지 활동 1 - 학습지를 통혜 아버지가 가 I <Y 가사일 즙 

사일을 룹는 모습을 찾아보기 |기의 여허가지 

- 학습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천재 일올 생각하여 척어 발표하기 

정리 

- 남녀 모두 같은 가족구청원으 

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비슷하다 

는 것을 알기 

& 함께 일할 때의 쫓은 점 핫아 

보기 

- 가족의 가사분담 확인하기 

- 가사일은 집 안 모두가 도와야 

한다는 점 알기 

- 내가 도울 점 핫기 

& 활풍 s 교사창고자료2 

학습 활품결과1* 활동s 제시 
발표하기 1- so년 후 의 우리 가족의 모습 |양 신문기사 

차시 예고 

생각하기 |학생참고자료 

ζr 미래의 우 

리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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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과실과” 료 :칩 햄l 해요 ’ “ I 
a참고자료 

灣교^l-용 참고자료 
.'아이 키우는 남자’ 방총 내용 

아이 키우는、남자 

육아를 푸후가 함쩨 핵업 ;..1 는 가정이 늘고 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칙을 할 
정도로 육o}에 혀극혀인 야짜들도 늘고 였숨니다. 벌확하고 었는 남성악 육아 장여 실태 
와 그 한계를 취재했습니다 

환하깨 웃는 아이의 얼굴을/보며 아빠는、 시간 7t는 출 묘릅니다. 날、마다 기쳐귀를 철 
아 주연셔 아이가 얼마나 쑥쑥 크고 았는지 실감합니다 칙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옴용 
비록 고안하지안l 귀여운 활과 함째 놀다 .!i.연 정안 일이 하나도 힘들져 않습니다. 일찍 
퇴흔해 히루얘 셔너 시간씩 꼭 아이를 돌화추ι혀고노력합니다. 아이가 생창하는 므습을 
기록하고/ 사랑울 듬확 당용 육야일기를 톰통어 써 1싸갑녀다‘ 

Y좋온 추억슐 만들어 주고 싶다는、생각 얘문에 나충애 아이7J 컸을 째 아빠는 갱댈 나 
블 。l렇게 사랑했무냐， 'Ot이들여 사람을 많이 받으연 찰 큰다는 이야기도 았많아요 그혜 
셔 사랑플 주기 위혜셔 쏘기 시학했죠.’ 

인터넷 육아 사이트에는 아빠가 쓰는 육아 일기들이 푸준한》 사랑을 받고 았습니다 아 
빠와 함째 하는 툴놀이에 셰 쌀 빼기 발용 목욕하는 체 를겁송니다 옷을업히고/ 머리를 
빗겨주는 것도 므루 아빠 좀씨입니다 
/’쳐금용 제 풍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능현 가사일도 훈당하고 아이 7\우는 떼 

최대한 시간을 할얘하려고 노력하고 았어요，π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애운에 아짜는 아침마다 아이를 어련여갱에 맡기고 았습니다
검싼이라도 헤어지는 게 싫어 아이가 혜를 쏟 얘마다 아빠는 쏠에케 미안함을 느껍니다. 
그해서 칙장애셔 돌아와 갱에셔 야이와 함께 하는 참싼의 시간이 고싸에게는 하루 중 가 
짱 소종합니다 

아예 、육아에 천념하고 었는 아빠도 었습니다‘ 차영 회 씨는 아내7t 칙강에 나가는 대신 
짜신이 7년째 가사를 를보고 었습니다. 
아이가 호퉁학쿄에셔 돌아오연 벅을 것을 챙겨주고/ 숙쩨도 빠침없이 쌀핍니다 /’처도 

이렇게 쌀힘을 하면서 3‘4년 동안용 계촉 그런 강풍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런 걸 혜야 
되나 설거지해야 되나ι 아에들 목욕 시키려고 하면ι 이거 청낼 내가 혜야 되나/ 이거 남자 
로셔 할 칫이 갱밭 이것 얻써l 었나? 그런데 그렇께 하고 나셔 아이듣 활ι 자라고 하니까 
그런 출거용으로 하는 것 곁아요’ 
악하고 밝깨 꺼}란 남째를 보연셔 :Òt빠는 칙창생훌율 했을 얘와는 Eξ 다를 홉의a보랑과 

성취감을 느껑니다. 
아짜는 6}이듣과 함째 나와 장을 보는 게 이제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남매에게 펼요한 결 픔폼하게 챙기는 묘습이 여느 엄마와 똑활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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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실과 자당}료 ~ 집안일 합찌I 해효 I 

!A빠와ι 엄pf7J 합째 시간을 투자해셔 o}이듣을 71르는껏여 7}강 좋용r 것 캄아요 
어느 한 쪽이 천쪽혁으료 71훌다고 좋용 것이 아녀와/ 한 ‘쪽이 묘자라더라도 될이 협력해 
셔 카우는 것이 아이들용 좋용 것 활o};a:， 체가 커위보니까 그해요? 

챔안 쌀컴여녀s 육~l는 요뼈 ;~f、배가 하는 것￡로 생각하던 1아버지l듣용 갱차 사라지 
、고 繼때 객”대신쩌J뺏써:ØJ9t틀、뚫고.?W를ι:함께아누는J짧용 t아빠’들이 급촉히 
늘헤나고았습니다이령 윌(행공첼에셔，Af빠들용 。}이와 함쩨 패와 흑구도하고자천거도 
당녀다불이터애셔 노는 것 같이 화 추고 같이 핵도 맑어 추고 、억렇재 합니다ι 한 시간 
갱도쩨71 했?써l꽃솥슬 만와ι1131푸、운동、하고r}천체 타고…Y 

대형힐언첨째션 쳐녁 늦게 아이를 더|리고 쇼핑을 하려 나용 남성들의 E습을 영채 
찾아올 수 었습니다. 빽화갱야냐 고촉도로 남자 ι화장설 안애 Of7).71쳐귀를 /흩수 았는 
받껴대가철‘，;f，혜는홈'01、0)를 안고나요눈행흩 아짜듣øl 많습니다、남학생듣도、 학교얘셔 
71정ι수혈을ι들윷/갱도ι로경딴일용 ~l쩨 냥녀 딪두펙 관샘사로‘뼈융합솜니다; 주5일 근부 
로 자족들과ι:함〉깨 하는 시간이 늘어나연써、셰러한 캠향용갱차 두E혀지고 있솥니다. 
P육아라는 꺼| 도와준다는 채 O}녀고 켈‘φl 훌}는 건떼/ 찍장 생활하다 보니까 혼자 청사 

람이 다 하많아요，;"1용흑으로 미안헛 P~용도 았고 될 수 있으면 곁이 하려고 노력을 하 
고 싶어.A;’ 

육아를하는 
내지봇하는것을 
’칙창생활/ 하체 

돈을ι벌어야찍v고 
에 대한낭생듣씩 
촉에셔는 Cl}빠 노 
Z좋용 아p!l!~같돈곰 없이 튀어나용 것온 아니고요/ 그런 아빠들의 요구가 알채 모르게 계 
휴생수가 환거효f 

”하지만 남성들의 육아 활여는 이;쩨 겨우 시작 한계에 블과합셔다 •. 01에를 카우는 것 
용 엄마의 용이라는 인식이 여천히 남아、 었어， 휴아 운째는 최장 여성틀의 가팡 큰 고민 
꺼려가펴고었송니다f 

μ믿고 맡갈만한 곳이 었기 얘릎에 부묘념이나 친척 외에는 체가 칙혐 알아보러 다녀 
야 되는데 그펀 청보들어 너무 후촉하고째7} 갖아다닐 수 었는 데는 한계가 었는 것 같 
아요항상 고민거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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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실과 자돼료 ~ 집안일 함께 해효 I 

기본혀인 일안 육ll~에 /남생들 
의 창여Jl 쳐종한 까h 이것용 캐캐인흘\S1 、;다셔; 한、 번 자거 끓‘흘 뒤톨아보고 특히 앞요로 
씌 울&에셔 자녀들과 어현 관계를 햇울지를 정찰해/홉으로써 새로훈 육아문화획 핸화펙 폐 
기가 될 수 었지 앓을까‘ 그:런 생각흘;합니다.’ 

엄마t혼자 육아를 책엄지는 시대는이깨l 、끝4"、가고 었솜니다 차녀를7'1우고 돌보는 것 
흘 이제는 엄마 아빠 므두의 권~J이자 씌우업 니다， 

방총 :， '20따년9월 22일 

~tP:/l빼h\r;!.<bi1， co.).<r/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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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실과 따자료 쐐안일 첼mJ 빼 I 
협첼교사용 함고짜료 

+，아자! 야이 셋 맞벌이] 

엄마 모임에 웬 O얘짜? 알고 보니 육아 고수 ! 

지안 동요알화 파티애 챔섞했다;혔척 명품i:.t 있는j껏완아녀었고~;외좋으훌ι짜라는 야 

~I의 사갱밝빼;주고〈첸수업~fi~:;'한편 뺨보輪 마련환 죠흩한 묘업썼다 창 
자 안훨흔아십!윷쳤명쩍‘그 부당랬; 폈!l \1~Ól틀 뼈고능후두;활용 유치헛애‘째는 친 
구들확 그 야이활i{;썽확 어흥생。j였다; 

;놀하운 건 i:>jζ 흠생애 아짜 한 명에창석했다는 거다"이런、딛업에는 장연히엄마들만 
묘일 갯야하눈 결 뻔히，'.알았을 핸혜 투 아이를 떼려고/용 것91ι더우 놀라웠다. 그런핵 더 
불화훈 건 1어쩔 수‘ 없는 갱4μ'7~ 01니었언 것， 평소애도 육싹에、 혀극쩍이라 엄마들반 묘 
안짜리에도 야부‘빼낌 없어 용 수 했고，합쩨 공강할추 았는、이야깃거리도 흥후했다‘ 

더더용 놀라훈 건;아때까 일을 그만툴 쳐 1년91 지냥 지급도 퇴한I캉 엄수는 툴큰 심 
지어 회식에도 까지책는다는 거다 꼼갱최근혜 아이들과 놀역}쥬':.:14 한내와、앞벌이릎 했 
을~t~쳐렴 카사를홉눈파고 환다‘ 보홍워 ιl남킷}즐용 아푸리 양벌셋을해톡 육öl의 천권울 
여자에체 뼈념찌고/、 *1듣 얘릎에 일찍 퇴근하는、경우도 쉽지 않용쩍| 이훈용 너푸도 당 
연하게ι /해야 할 일1로 받아들이고 었었다， 

육아얘 너푸 푸관성환 납펀、이 블만이라는 엄마들이 압도척으흐 많용 핫에/ 갱맡 아렇게 

가갱혀일까 의성 ol; 、틀 갱도였다 호 t그혜두 옐자는 사회생활억 중요한 건더1， 혹시 짱1I'~7r 

61닐까/ 싶용 생각도‘들었다. 

、그혜도 /그 청 엄마는 좋꼈구나/ 부러운 마용이 든 채 사살아었다 남편이 얼마반쯤 아 

짜 역할을 혜 주느냐애 t빠 육아가 노풍이 되느냐， 보랑이 척느냐가 걸청되는 것 같다 

남현 교육을 어떻체 시켜야 이런 남펀으로 다시 혜어날 수 있을짜 

[중앙일보 2Q06,07,30 J 

l:1ttp:l1짜tide，fo썼 <:t:Jrr\1양li.clii/nawr.aSP?aîd';'27앓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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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한과 칠과I할뽑I 칩밸 활꺼R요 ’ “ 
싫학생용 참고자료 

• 우리 가청 안의 집안일은 누가 하고 있냐 알아봅시 다， 

우리 접 가사노동시간표 

가족 구생훤 | 겹딴 열 중 맡아셔 하는 일 | 걸려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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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핸 실과 자털〓 칩밸 합쩌I 돼요 rI 
앓학생용 참고자료 

• 우려 모두 함께 집안 일을 해요 ! 

1.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가사일을 돕는 모습을 본 춰이 있는지 생각해보 

고I 었다면 그 때의 느낌은 어떠했는지 말해봄시다. 

2. 아버지가 가사일을 함께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생각해 봄시다， 

3. 내가 가사일을 돔는다면 어떤 일틀을 할 수 있올치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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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실과 지덮뽑 ~ 집안일 햄l 해요 「 궈| 

싫학생용참고자료 
• 30년 후에는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 아버지냐 어머니가 되어 있을 

거 예iL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3월의 어느 일요일 우리 가청에서 얼어냐는 

일틀을 써보기로 해요， 물론 오늘 학습한 내용처렴 모두가 함께 도우며 일 

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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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중등학교 

1. 도덕 

가.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본 지도 자료는 우리 사회에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의 도덕，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 

단력， 행복한 가정생활의 자세，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 가정 설계， 우리 가족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개발된 5차시의 지도안은 동일 

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1,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때에 따라 수정·보완되어 중 

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도 사용되어 질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5차시 분은 연속적인 내용의 지도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발의 방향과 

내용 선정의 이유는 차시별로 개관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사고력， 도덕적 행동 등 인지， 감정， 행동 영역 

에서 고른 활동을 두어 도덕적 성장에 기여하려고 하였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 

을 통해 도덕적 가치의 내변화를 시도하였다 

나.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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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학쿄도덕과지토자륙 11 때 1똑의시작은-’/ • 

며깨관 

중학교 1학년 도덕 n 가정 ·이꿋，학교생활 예쩔 
관련 단훨 1 행북한 가정 

(1)가청은 왜 중요한가? (찌 건강한 가청 (S) 부모와 자녀 깐의 도리 

학습추쩨 우려 가족의 역사 핫기 

1 우려 가측이 어헝게 셔작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학습목표 
2 나찍 탄생이:천의 부모 모습과 현재까지외 냐의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다. 

S. 우리 가족의 역사책올 만품요로써 가갱 외 소중함올 깨달을 수 있다 

본 지도안은 내 가청의 시착이 어떻게 되었으며T 7댐의 중요성을 깨닫고1 

가깝지 1잔 자칫 먼 환계일 수 었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환계를 보다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냐라에도 

역사가 있듯이 한 가정애도 역사가 었을 것이다， 부모의 만남에서부터 자신 

이 태어나 지금까지 성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탐잭해 보고 우려 가갱의 

발생 과청을 인식함으로써 가청이 어떻께 시작되었는지 또한 카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f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가족환계를 개 션하는 

방향으로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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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도덕과 지돼1료 배 j쁨의 사작은 

a 교수 학습 지도한 

교수 
유의 

학슴 수업내용 표수학습활톨 
사항 

단계 

가족의 · 가측의 역사에 대해 기본척인 설명올 하고I 오늘날 현 학생 

도입 
역사 대 가청외 모습에 대해 셜명한다 용활 

채판 우려 가족의 역사책흩 만드는 의의를 설명하고1 그 중 동자 

요생 에 대해 인섞시킨다. 료1.2 

역사책을 , 지난 차시에 과제로 부여한 학습지를 확인하고/ 역사 

만툴지 책올 만틀 수 있는 지초 자료 쪼사가 되었는지， 재료가 푼 

위한 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천깨 
기초 l 학생틀로 하여금 호사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어행체 

작업 역사책올 만툴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역사책 · 학생 자신이 준비한자료와 재료를 바탕으로 역사책을 

만툴지 만툴도록 한다. 그 형쇠에 구얘받지 않도록 가정의 7H생이 

나타날 수 있는 역사책올 만틀도록 한다 

가족 · 자신이 만든 역사책에 대해 가정이 형생되기까지외 과 학생 

역사책의 청 에서 자선외 역할과 부모념 의 노고 퉁 역사책올 만들연 용활 

정려 
의미 서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풍자 

찾기 ‘ 교사가 학생들의 2새로훈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유도 료지 

하고/ 가족 역사책의 의미를 재인식키기 위해 그 중요성에 3 

대해 다시 설명하며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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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뇨덕과 지돼료j페협1訴 I 
뎌져도지첨 

융도업용 

1. 현대 사회의 변화와 함쩨 다양한 71청의 모습을 소재 한다. 

2. 가족의 역사에 대한 기본척인 셜명과 함께 한 국가에도 역사가 있듯이 

한 가청에도 역사가 있음을 설명한다. 

3. 우리 가족의 역사잭을 가지는 것이 얼마냐 소춤하고 좋은 경험인가를 

강조하면서 학습활동에 대한 풍기를 유발한다. 

윷 천7ß용 

1. 우리 가족의 역사책을 쓰기 위한 기초 작업인 계획서를 지난 차시에 

과쩨로 .lf-여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예쁘게 반드는 것보다 우리 가족의 재성을 살렬 수 었는 것이 푸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업도구1 재료 풍을 교사가 제시 

해주고 학생들이 춘비할 수 었도록 지도한다〈학생용 활풍자료 1r2 ). 

2. 가족과의 인터뷰를 하는 과청에서 나타난 어려움이냐 에피소드를 학생 

틀과 발문을 통해 튿고 역사책을 만들 준비를 본격척으혹 한다〈학습지 작성 

시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가족과의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질푼의 내용틀 

을 더 제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 과정 에서 부모님이 기억하는 일， 부 

모가 바랬던 어렬 때 자녀의 모습〉 어릴 때 자녀의 얘교냐 버릇1 습관 풍에 

대해 지난 차시에 충분한 설명이 션행되어야 한다，). 

3.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가족 역사책을 만들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y 교 

사가 순회하면셔 학생 재개 인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 역사책을 만드는 

과청을 교사카 지도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려는 방향으로 만들어 

결 수 있도록 교사는 초언한대학생용 활동자료 3 배부). 

용마무리용 

1. 학생틀이 역사책을 완성하면 학습지{학생용 활동자료3)에 었는 질문을 

완성하며 학생들의 발표를 유도한다， 자유로운 발표가 되도록 한다. 

2. 역사책의 의의를 젤명하고 가정의 소중함율 이야기하며 마우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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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도덕과 치돼료 æ 대7쁨의 시작은 

협형학생 활폼짜료 1 

￡‘우려 가족 역사책 어 떻제 만들짜요?~ 

우려 가족 역사책 

체옥은? 

우리 가족 

역사책의 구성은? 

우리 가족 

역사책에 활용할 

도구는? 

가족과의 인터뷰 

계획은? 

우려 가족 

역사책의 

구쩨척인 

형태는?(신문/ 

포까‘터 퉁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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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도덕과 지로자료컨 대 1쁨의 시작은- I 
협혈학생 활동짜료 2 

따우려 가족 인터뷰하기 

\? 우려 가촉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 (와 의 ( 

와 의 ( 

역사척 만남은 언제인가? 

)째로 태어난우리 아빠는 

)째로 태어난 우려 엄마의 

2. 우리 엄마1 아빠의 연애 시절 에피소드냐 기억냐는 일은? 

3. 우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은? 결혼할 때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 

냐요3 결혼 준비 과정 은 어떠셨냐요? 

￡ 부모님 결혼 당시 아빠는 엄마에께1 엄마는 아빠에게 어떤 좋은 점을 찾 

아 결혼을 결심하시게 되었냐요? 신혼 생활은 어떠셨나요? 

‘아빼는 엄마에게 

엄마는 아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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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뚫 날덕과웹k싸:때j쁨와댄틀만 ’ 뀐| 
5. 내가 임신훤 시기와 뱃속에 있을 때 어떼셨나요? 꽤교나 대가 뱃속에 있 

을 때의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 내가 어릴 때에 있었던 일 중 키억냐는 일을 알려주세요 

( 형제가 있을 경우 다른 형제들도 기록하게 한다.) 

Z 자녀틀을 양육하는 과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엘과 슬픈 일은?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일· 

가장 기억에 남은 슬픈 일. 

10.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길 바라셨는지? 

11. 우려 가족의 현채 모습에 대한 반족도는? 

12. 미래 우려 71흑의 모습은1(가족 구성원 각자가 가촉 구성원 모두에게) 

양 이 밖예 다휴 질퓨은 각자 마틀어 화용해도 좋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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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도덕과 지덮}료 iI 내 7쯤으l 시작은? I 
똥철학생 활동 자료 3 

〉깐우리가족 역사팩 만들기녔 

1. 애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기짜지의 과청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은? 

2. 우려 가족의 역사책을 한 문장ξ로 표현한다면? 

3. 우려 가족 역사책을 만든 후 느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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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도덕과지도자료a 냉 7웹서작은? I 
훨표λ}용 창고 자료 1 

1. 건강한 가족의 l07t지 지칭셔 

1) 항상 참사하는 마용흩 갖도록 하자. 
감사하는 마용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다 타인올 폰중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 인깐은 건강하게 생、장할 수 있다 

2)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찌찌혜 주자. 

항상 얘정옴 표사하며I 서로가 하는 일얘 대혜 긍정척인 감갱을 표출하고 지지해 
줌으로써 서로의 자긍심용 높여출 수 있다. 이는 곧 재인뽕딴 아니라 천체 가측의 
건강한 생강흘 도모하는 일이다 

3) 가갱에 대하여 환샘i훔 혜엄흩 갖짜. 

책임강은 곧 사랑이다 인간은 사랑이 있는 가갱 에서 권강하게 청장할 수 있다 
'Å) 가폭깐에 대화의 셔깐흩 갖도록 하짜. 
을바른 대화법의 기본 요건은 찰 ~갱하기/ 나외 생각올 중심으로 대화하기 
(l-mQooagQ), 냐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무송부의 대화하기 퉁이다. 올바를 대화는 
대인관계의 근본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냐를 양보하는 기초척인 과정이다 

b) 가족훨 게깨인의 제옐생흩 존중하짜. 
가족원의 재생 빛 사생활을 폰중함으로써 개인의 생장을 도율 수 있으며/ 이는 곧 
가측의 건강한 발천을 도모하는 일이다. 

6) 가좀훨이 함찌 있는 씨간흩 갖도록 하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강의 기본욕구인 소속강올 확인하는 것이다 적어도 하루 
에 한번좀은 섞시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자 일추일에 한번폼 가족회의를 해 보자 
η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도덕척 가쳐환흩 세우자. 
서로 촌경하며 열심히 살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랍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 한 
가정의 자녀를은 을바른 도덕판을 형생할 수 있으며 사회는 질서 있는 도덕척 사회 
가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의 가훈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가폭의 옐흩 켈청할예는 모든 가족웰의 합의하에 흘정하자. 
아이들의 의견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횡다 자녀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족이야말로 
건강하?얘 기능하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9) 가갱에 푼져가 왈생했다거나 위기에 처웠흩 예 긍갱척 사고로 협폼하며 대 
처하도록 하자. 

어려훈 일일수록 가족원의 단합으로 혜걸해 나갈 수 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올 해결함으로써 가족훨은 더욱 성쌍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 

10) 주변 사회와 긴밀한 유대를 갖도록 하자. 

인간의 추변 환경인 이용/ 학교/ 직장과의 관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와의 판계를 
걷강하게 휴지할 수 있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의 가족도 제대로 기능 
할수 있올 것이다-

〈출처 한국가족상담연구소 홈페이지 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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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도덕과지로‘” 대 7뽑의 시작은 ‘ νl 
짧교λF용 참고 자료 2 

2. 현대 가총외 다양한 형빼 

지 명크족 맞벌이를 하연서1 차식을 갖지 않는 독득한 가족(자발척 무자 

녀 가족) 

2) 통크족: 자녀에재 부양받기를 거부하고 부부꺼려 독립척인 노년의 삶 

올 일궈가는 할아버지1 할머니들이 놀어나고 있다 

퍼 한부모 가족 

: 부모 중 아버지나 어머니 한 사람과 자녀로 구생된 가폭.1999년 통계청자료에 

따르연 천국의 한부모가정은 riJ년 39만 2000가구에서 30년 만에 94만 1900가구로 

늘어앓다， 편모가정의 비중은 91.9%에서 82.7%로 출였으나/ 편부가구는 8.9%에서 

17.3%로 크재 늘었다. 이련 중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푸의 98년1월 집계에 

따르연 지난해까지 정부의 보호대상인 모자보건가구는 천쩨의 29.2%인 5，772가구/ 

3년 천애는 18%였다.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경우는 5.6%인 1，109가구이 다 

IMF이후 갱쩨척 사유로 이흔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냐 

다 생활고 끝에 칼라션 한부모를이 자녀를 체대로 톨볼 여력이 있을 려 만무하다 

경쩨난은 가청이라는 가장 기초 단위마저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4) 재혼가족(복합가족) 

초혼에 실패한 사람틀이 각각 자신의 자녀를 떼려고 다시 결혼(이혼융 

의 중가로 접접 늘어냐는 경향)하역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깐다 

5) 소년 소녀 가장 가족 

1999년 인구쪼사에 따를 소년소녀 가장(만18세 미만)은 7322가구에 이른다 아 

동 인구는 률어드는데 소년소녀 가장은 해마다 늘어난다. 보캠복지부의 칩계에 따 

르연 97년말 현재 야폼인구는 1，346만 l，..000명(총 인구의 29%)으로 80년의 l，..562만 

1，000명(총인구의 40.9%)에 비해 216만명이나 즐였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은 부모 

가출 빛 사망/ 이혼 퉁으로 96년 말 8，849가구(1만6，001명)에서 1년 만에 약9%가 늘 

어난 9，544가구n만6547명)， 소년소녀가장가구는 99년 7，322가구α만 4293명)로 해마 

다 2-3%씩 늘었고I 특히 최근 3년간의 중가폭은 9%를 념을 정도다-

6) 소호족 
훨름웰이 쩍근 부상하고 있다 IMF시대를 맞아 집무와 살렵올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용도 공깐을 이용하는 사랑틀을 가려킨다. 

〈출처 : ’현대의 다양한 가족뺑태’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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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확「파덩과 Bl료 m깨‘ L’- I 
a 재관 

중학교 1학년 도덕 II. 가정 · 이웃 · 학쿄생활 예쩔 

관련 단원 
l 행복한 가정 

(지 가청은 왜 중요한가? (2) 컨강한 가정 

(퍼 부모와 자녀 간의 도려 

학습주제 7r족과 마용 열기 

1 우리 가족 건강성을 쩨크해보고/ 우려 가족의 건강 정도를 알 수 

있다 

2 올바른 대화법올 배우고 우리 가정에서 올바를 대화를 할 수 있는 

학습목표 
놓혁올 치를 수 있다. 

3 건셜척이고 긍정척인 인간판껴|를 형성하기 위해 대화의 중요정올 

깨달을 수 있다 

4 우 려 가측의 대화법 을 분썩하여 을바른 대화법 의 숙지를 통해 가족 

의 화목을 도모할수 있다 

우려 카촉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행복하고 지속척인 환계일 수도 있 

지만 반면에 가장 힘들고 갈풍척인 관계일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 

계가 대화에서 시작되어 대화에서 마무려하는 기본 원칙을 생각했을 때 우 

려는 7}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칫 소흘해지기 쉽다， 따라서 대가 

어떻께 가족과의 대화를 이물어 가고 있무며 가족과의 건셜척이고 긍정척인 

대화가 얼마냐 우리 가족의 화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인식하여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본 지도안의 목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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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도텀과 지도樞 ~ 태화를 L뷰O썩 I 
a 교수 학습 지도반 

교수 
유의 

학습 수엽내용 교수확습활흩 

단계 
사항 

가족의 건강생 · 우려 가측의 건강청은 어느 정 도인지를 생각해본다 학생 

확인하기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는 가정과1 관계의 사작인 대 용활 

도입 대화의 중요성 화를 연판지어 대화의 의미를 되새긴다 동자 

인섞하기 ’공익광고 - 대화의 창을 열연 마용이 얼립니다.’ 동 료1 

영상올 시청한 후 대화의 중요생에 대해 설명한다. 

천강한 가촉을 모툴활동 -’대화연습하기’학습지를 배부한 후 대화 학생 

위해 대화의 시 자신의 반용과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외 공통첨 용활 

종요생 과 차이정올 찾아보고I 그 속에서 냐타난 다양한 대화 홀자 

인식하기 형식올 보고 나의 대화 방법에 대혜 되톨아 블 수 있 료2 

다. 활톰 추 모륨원칸의 느낌을 나누도록 지도한다. 

우려 가측의 학생 각자의 가족 대화법올 녹용이나 녹취의 방법을 

천깨 대화방법에 통해 우려 가족 대화의 좋온 점과 냐쁨 점 풍올 분씩 

대혜 분색하기 한다 

을바를 대화법 ‘’듣는 기술; ’말하는 기술’/냐 천달법’퉁의 을바른 

찾기 대화법의 숙지와 연습용 통해 이를 가족 대화 속에서 

활용할수 있게 한다. 

’냐’천달법 ·나 천달법r올 실쩨 연습 푼쩨를 통해 이를 얽히고 실 료지 

연습하기 제 가족 대화 속에서 실천한다 3 

갱리와 · 모툴원들과 짝올 지어 수업을 통해 배훈 내용들을 

확인활동 실체 5분 갱토 대화할 시깐용 주고 대화하게 한 후 

학생들외 느낌을 자유률께 발표시킨다. 
청리 · 학생틀로 하여금 가갱 에서 톨아가 실천혜효고 쩨크 

려스트를 착정 하여 우리 가측의 반용올 살펴보고 어 

떠한 밴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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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등학교 도덕과 저덮벌g 랴화를 L뮤어요 I 

뎌지도지첨 

양도입옮 

1. 우리 7똑은 얼마나 건캉한 7~폭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모든 인간팽l 의 기뽑 

대화로부터 시작휩을 인식시킨다셈생용 활풍2많 1 배부) 

2.'공익광고 - 대화의 창을 열면 P~음이 열립니다/ 풍영상을 시:갱함으로써 대화의 중요성과 

대화의 대&한방법의 모잭이 얼마냐 중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깨닫채 한다，뼈lIlW. wd..coJr.j 

공익광괴 

옳천재양 

1. 모둠활동 J대화 연습하:71'를 통해 내가 대화핸 방식을 찾아보고， 상대방의 반용을 통 

해 자신의 느낌을 살며본다. 서로의 대화 패턴을 보고 학읍지의 질문 내용을 작생하케 한다. 

학생들이 작생한 후 모둠원들이 서로의 느낀 점이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학생용 활 

동자료때뼈) 

Z 우려 7~쪽의 대화 내용에 대한 기록을 미 리 숙체로 배부한다. 가쪽 대화의 내용 중 5분 

갱도의 분량을 가록해오거나 녹음이 가능하다변 해요제 하여， 있는 그대로 적제 한다‘ 기록한 

후 우리 가족의 대화방법에 대해 잭꽉적으로 분적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작생하께 한다.(학생 

용활동자료 2 ) 

a 우리 가족 대화의 객판적인 분석이 끝냈으면 올바른 대화의 방법과 요령， 가족에 있어서 
의 대화의 중요생에 대해 다시 한변 셜명한다. 

4 효과척인 의A~소통 방법인 /나f천달법을 익히고 이를 연습송}는 기회를 갖는다; (학생용 

활동자료 5 배부) 

5. '냐f천달법의 갱답에 너무 의식하지 않고 가본 형식에 랬l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틀에깨 지적하도록 시쳐본다. 미 리 청답을 공깨하지 않고y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학생들이 스스로 챙따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합을 강조한다， 

윷마무리옳 

l 학생들로 하여금모둠원끼리 짝을지어 대화를 5분갱도 할시간을주어 실제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를 푼다. 학생들이 대화를 한후의 느낌을 발표하께 뼈 대화의 중요생을 인식시키 

고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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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도덕과 지도자료 ~ 대화를 L뷰O않 I 
협첼학생 활동자료 1 

텅우리 가족 건강환가?양 

건강한 71족은 j\-족 중 어느 한 사람의 노력과 책임이 아니라 가족 모두 

가 함쩨 노력해서 만들어 냐가야 한다. 건강한 가촉이 되기 위해서 우려 가 

족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푼 항 가족원1 가족원2 가족원3 가족원4 

1. 내가 먼저 대화를 갱한다 

2. 하루에 한번 이상 우려 가측에께 청찬을 한다 

3 우리 가측은 서로 믿고 존중한다 

4 우려 가측은 모든 움자를 아끼고 철약한다. 

5 우려 가측은 이꿋과 천하게 지댄다， 

계 

1) 가족원1， 가족원2 풍은 우리 가족툴이다， 가족의 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각 문항마다 7}촉 각자의 점수를 비교해보자， 

2) 각 문항뼈 가족의 웅답。i 일치하면 당신 71족은 서로 닮은 점이 많은 것 
이다. 서로 점수가 다른 항목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평소에 이런 정에 

대하여 서로 다르께 느꼈다면 왜 그련지 함쩨 이야기를 냐누어 보자， 

| 가족웬 1 I 가족웬 2 I 가족월 3 I 가족원 4 I 
l 

* 점수가 가장 높은 가흑원과 가장 낮은 지족원이 어떤 항목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y 이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 

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당신 가족은 건캉한 가촉이 되는 데 합격을 한 것이다. 

〈출쳐:’01는 만쯤 행복한 결혼I 건강한 가족(200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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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틀웰도덕과 I및랩 2: 대끓 L뷰어요 - 그l 

쩍평‘ 학생 활동 짜료 2 

대화 연습하기 

d다읍의 대화 내용을 보고y 서로의 반용을 척어봅시다， 

자신의 반용올 켜어홉시다 내가 바라느 상대의 반용 

1‘ 엄마 ; 풍부 총 혜라. 
1. 나 엄마‘냐 학웬 안가연 안돼? 

나: 
엄마 

2. 아빠 : 년 옷이 그채 뭐냐? 단정히 
2 냐 야빠 。];;.]마 어때? 멋지지 않 

께 압고 다녀라 
아요? 

나· 
。}빼~ : 

3, 영회 내 꺼 건드려지tJh 
3 나 : 언녀는 나만못살채 롤어? 

나 
영회 . 

4 철수 행은 째얼 컴퓨터 혼자만 6 
4. 냐 : 컴퓨터 같01 활래? 

냐/냐도 하자 
영철. 

냐: 
5 냐 · 도덕 50.점밖에 못 받았어요 

5. 현회 . 너 이것도 못하니? 
토연· 

나: 

1. 자신이 실째로 보이는 반움과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반용이 얼마나 틀 

련지 생각해봅시다. 

2. 내가 원하는 반웅이 장대방에께서 하여금 나오지 않았을 때의 기분을 척어 

보세요 

3. 우리 가촉 구성원과 대화를 할 때 71장 대화가 힘든 대장은 누구이며 왜 

그런지 。1유를 척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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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로덕과지화벌캄대화를따어요 ，νl 

훨철 학생 활동 자료 원앞면) 

우려 가족의 대화법은? 

O 우려 가촉의 대화 중 일부를 척어오게 하여 이를 통해 우려 7l족의 대화 
는 어떤지 생각해봅시다. 쟁분 내외) 

양'\;‘)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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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i! !ëS:l.i!f ÃI.$Ã.~ 2: r:: Iln~1. 

핵협 학생 활동 짜료 원뒷면) 

우려 가족 대화 분석하기 

1. 대화 듣고 나서의 느낌 

2 우리 가족 

하루 대화 시칸은? 

3 우리 가족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주월 시간대와 

공깐은? 

4 우려 가족 대화의 

짤원검 

5. 우리 가족 대화의 

잘못원 검 

6 냐의 대화법의 푼제점 

7 우려 가종의 건강한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8 우려 가족 대화에서 

바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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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 도덕과지도지륙 I 대회를 m‘ 
짝할 학생 얽기 자료 1 

열린 대화를 합시다!! 

일치갑을 느낄 수 있는 효율척인 외사소통과 7-f존감은 서로 상송작용을 일으키므 

로/ 의사소통 방식을 체대로 익힌 사랍틀은 좋은 인깐판계를 형생하고 자폰감이 높 

아친다(김영애，200외‘ 그러므로 가족깐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배우자의 자존갑에 긍 

정척인 영향올 미치며/ 친밀한 가족관계를 행정하고 유지t 발천시키는데 매우 중요 

하다- 효융척인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과 강청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를 이 혜 

하며 수용하재 하여 가족깐에 발생하는 푼채를 합리척으로 해절하게 함으로써 가족 

관계 의 질올 향상시킨다 (중략) 

가족이 긍정척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용과 효융척인 의 

사소통 기울이 철대적으로 필요하다 효슐척인 의사소통을 위해 고려해야 할 듣기 

기슐과 말하기 기 술은 다숍과 같다 (김 영 애，2002; 이 기숙 찌， 200l.;Olron,et 혀 ,2003) 

1) 듣기 기술 

촬 듣기는 자신의 판심과 욕구/ 편견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상대방올 친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꼈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상대방올 존중하고 이혜하여I 품고자 하는 

태도를 척극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올 방어쩍으로 듣거나1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 천에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말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공휴 

함으로써 상대가 자신을 이해했다고 느끼게 해춰야 한다 

2) 말하기 기술 

: 말하기 기술은 자기주장과 ’냐r천달법이 있다 자기주장은 자신의 느낌을 분명하 

고 솔직하게 표현하며I 쪼한 상대방의 의견을 폰중한다 ’나1천달법은 자신의 감정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용을 안정하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거나 폭발시키지 않고 천셜칙으로 천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r나y천달 

법은 갯째/ 푼제를 유발하는 상대방의 구체척인 행동이 무엇인지/ 툴쩨/ 그 챙풍으 

로 인해 자신에게 초래원 결과와 구체척인 행동이 무엇인지/ 셋째1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 무엇인지를 서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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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등학콜도덕과젠로자륨1태끓딴학흉I‘ 二 I 
짧〉학생 활동자료 5 

/나/천달법 연습하기 

I""'l체’천달법 ‘당신은 당선 친구를 앞에서 나흩 무시했어요” 

싸나’천달범 냐는 당신이 당선 친구를 앞에서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 
져서 마옴에 상했어요 다용부련 그런 일이 없킬 바래요 

@나’천달볍외 3가지 구성요소 -π네카 ‘하현(하여서1 나는 ·느꺼다” 

CD 상대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 없는 친술(행통) 
@ 그 행동이 냐에게 미치는 구쩨척 영향(영향) 

@ 상대의 행동이나 행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느낌 말하기(감정) 

〈연습푼쩨〉 

1 어머니가 저녁 뉴스를 듣고 있는데1 아이가 ?댁 떠들어 뉴스에 집중할 수 없는 

상3양 

정당 엄마가 뉴스를 보고 있는떼/ 네가 떠들연 I (챙동) 나는 짜중이 난단다.(강 
정) 왜냐하연 뉴스에서 무슨 소려를 하는지 틀을 수 없거든(구체적인 영향:) 11 

2 째일 꽁부만 하라고 잔소려딴 하는 엄마에게 왈이 스트허|스를 받고 있는 상황 

;성답 냐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매일 찬소려만 하연 내가 스트레스 

를 받아요. 째일 엄마가 뭐라고 하시녀짜 저도 힘들어요 

3 뱅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폼생안 내가 컴퓨터를 할 

수 없는 상황 

정맙 뱅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째일 컴퓨터를 하녀까 내가 컴퓨터를 할 수 없 

어 짜충난단 말이 야. 나도 컴퓨터로 할 숙제가 있는데 못하니까 속상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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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도덕과 지돼료 ~ 대화를 L뉴어요 1I 
훌 교사 창고 자료 1 -"71족대화볍도 빼융시다R 
’그걸 맏이라고 하는 거야? 듣자듣자 하니까 도처히 안 되겠태 쳐용부터 플까지 순 거짓맡 
만 늘어놓고 었어기 

’쳐는 항상 거짓밭만 한다는 밭인가요?’ 
두 명의 대화가 끝나자 룰 다른 의견이 쏟아졌다. 
’거짓낼이항 맡을 반욕하연 부청혀 의미를 단정하기 애운에 안 좋용 것 곁아요.’ 
l'오히려 껴| 많을 믿지 못하시겠다는 밭쏠。l시군요j 라는 표혐이 좋지 않을까요… ’ 
상대방의 낼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t바꿔 밭하기J 밭을 활 듣고 있으며， 이해하고 었용을 
표협하는 풍시에 격한 감정으로 대화가 단철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최근 가족 간 대화 부 
채를 극복하고 ‘소통의 길’을 찾자는 용칙업이 일연셔 여성·시민단체/총교딴체， 학교를 중심 
으로 '7}촉 대화법J 강좌가 인기를 묘으고 있다. 청소년/ 학부묘， 교사 풍을 대상으로 하는 캉 
화의 수캉료는 1만‘2만 원얘셔 수입만 원까지 다양하다 이들 캉화의 수캉생용 ，~부릎 주부 
와 청소년들. 곁용 강화를 두 번 이장 수강하는 사람틀이 았을 갱도로 호용도 좋아 업 소운 
을 타는 중이다. 매추 수요일 오천 9시 30릎， 과천시 한 :!i!.송학원의 빈 강억실에는 추부 30 
여 명이 묘여 대화법을 공부한다 이듣용 과천 학교평화만들기 네트위크가 마련현 켈퉁 혜 
컬 평화교육 강사양성 과갱’을 듣는 수강생들이다. ‘평화교육 캉사’라니 거창하게 틀리지만 
사실 이들용 ’남편과 훌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하고 짚어 이곳을 찾았다’고 업을 묘용다. 
초퉁학생과 중학생 두 차녀를 둔 손뭄화뼈)써는 ’아이가 어릴 얘는 육아，교육 책도 열심히 
얽었는데 학교에 업 학하나 오히려 교육에 신경을 안 쏟고 았더라’며 ’첫째 。}이가 중학교에 
업 학하면셔 r~확에 빽이 생기고 아이가 이.로 인해 상쳐 밭을까 걱:정돼 캉획를 듣는다’고 밭 
랬다. 매일 하는 밭을 한어/ 감정， 이해， 요구하는 화정므로 릎석하며 t밭하는 법’을 빼우는 
것용 푸엇보다 가정에셔 꾸준한 실습(꺼이 총요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허경행 
8지씨는 ’때운 rl로 혜볼라."1연 남펀용 푸혹폭하께 t오늘 그거 빼웠냐?라고 밭혜요”라며 
J’7}.까운 가족과 체대로 대화하는 게 더 어렵다t고 털어놓았다. 허씨의 밭에 대부릎 수강생들 
용 l'그래서 대화법 빼우는 거는 가측에첸 비밀’이라며 공깜을 표시했다 하지만 납편과 아이 
입장에셔 느끼고 요구하는 방법 풍 날마다 새로운 화볍을 익히고 나연 수캉생들용 ’어째 남 
펀이랑 싸우고 어떻게 푸나 고민했는혜 오늘 방법을 알았다’ 거나 t’청애 돌아가 남펀과 아 
이들에게 어떻케 쩍용시키냐 걱청부터 앞천다”는 반용까지 수업에 대한 느낌율 올칙하게 교 
환하고 서로 격려한다， 여혜숙 강사r평화를 안드는 여성회l 철뚱해컬앤터 교육팀장)는 ”내 

행동이 우엇이 찰옷이었나 깨닫는 순간 관계는 바뀌기 시확한다’며 ”플쳐|의 초검을 자신애 
게 맞추고 나를 이해하는 것에셔 대화의 운용 얼련다’고 강쪼했다 대화법을 바꾸고 사훈기 
알과 새로운 관혜를 안듣고 었다는 만희(43)씨는 바로 t문제’를 자신에게셔 번쳐 찾용 경우 
다， ’평소 칼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자부했는폐 가만히 나를 쌀펴보니 왈의 초찰거 렴에 그저 
t용/ 용’ 대합만 하더라’는 안씨는 n아이의 얘기에 갤운 한 가지를 보태니 랄의 고민을 알게 
되고 그만를 믿케 되었다’고 밭한다. 안씨의 얄 고마용(17.행은고)양도 /’엄마와 얘화가 통하 
나 엄마의 인간쩍인 고민과 매력을 알게 되었다π며 ’엄마는 비멸을 공유한 소충한 친구π라 

고 맡한다. 고양온 엄마와의 관계 개선으효 친구관계도 무혀 좋아졌다예천앤 친구와 싸우 
기 싫어 푸조건 양취줬는더| 지금용 친구가 기훈 나쁘지 않재 내 의견을 천당할 수 었게 되 
었기 애문”이다. ’부묘에첸 가갱의 대화를 유치해야 할 책엄。l 었다’고 캉쪼하는 한염한 한 
갱신건강연구소 소장용 /’부·므띔의 자척을 갖추기 위혜 우선 자신율 이해하는 탐액의 시간을 
가지라”고쪼언했다 

I출쳐 l 여성신문 876호 (2006-04-28) 김미량기자， 정대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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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어며녀1호마 무셔훈I 요즘 에를확 대화하거 

고교생 22%, 중학생 17%, 아버지와 하루 1분도 안해 ? 
5분 。l 상 ’셜교r 말고 아첨밥부터 함께 드세요 

대한민국 101껴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공부 때푼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 

다고 외치며 피켓을 들고 팡화푼으로 냐겼다. 집에서도 아이들은 묵직한 자물쇠로 

업을 닫아걸었다 청소년보호위훨회 쪼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퉁학생의 22%, 중학 
생 의 17.4%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1분도 안 환다’고 용답했다 우올충/ 

심하게는 자살이라는 극단척인 상황을 택하는 자녀를의 챙홈에 1낭감한 건 부모들이 

다 아이와의 사이에 가로막훤 장빽을 어떻게 뚫어야 할까 천푼가들은 ’원인이야 

어찌 됐든 일단 부모가 열쇠를 취고 있다"고 압올 모은다. 그 버 볍올 들어봤다 

.'철표’로는 철대 J절득I 뭇한다 

총마경 한국청소년상당원 연구훨은 l아이들의 우율중/ 자살 총동의 표연척 원인은 

학업생쩍 Eξ는 친구 푼쩨어지만/ 본질은 (부모 또는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았다ι고 말했다 따라서 ’내가 인쟁을 더 오래 살았으나 교훈이 나 충고를 

해야겠다’는 마옴으로 정근하연 컬대 안벅힌다 ’10대들이 학교에서도 나이 든 교사 

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엄마와 비슷해서예요” 단답형 대답올 즐기는 10대 자녀 

에게 5분 이상 길어지는 말은 ’셜교’에 불과하다 차라려 달라친 행동용 보인 뒤 아 

야 방푼애 ’네가 원해서 엄마가 요늘 이렇게 혜봤다r라는 내용의 쪽지를 써 블이는 

제 효과척이다 

l외모를 두고 한소리 말라 

이 시기 외모는 아어 들 자존감으로 연결되는 첫 번째 최도다. 남자는 명치와 근육/ 

여자는 예쁜 얼굴애 째왈련다 ’공부는 안하고 만날 멋만 부련다’고 다그치연 반항 

심만 커훈다 초퉁학교 때짜지 오좀~qA 에 정척이 바탁권을 돌던 아들 웬상써를 영 

국의 갱체명푼대학 UCL어| 보낸 주부 박현수써는 ’가능하연 칭찬하고 격려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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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중등학뀔묻덤과 B료 I 대화를 L판어요 」I
이 비결”이라고 말했다 아틀어 초퉁학교 때/ 이상한 색짤로 염잭을 하든1 한겨울에 

반바지나 반팔올 업고 나가든깨성이 있어 좋다”고 청찬했다 성척이 나쁘면 ”엄 

마는 네 나이 때 더 못했었다" 만화책만 별려다 보연 ’엄마가 함께 봐도 되꼈냐?" 

하는 섞어다. 대신 엄마가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이런 엄마를 보연서 아이는 중학교 

들어가연서 스스로 꽁부하게 됐다 . 

• "엄마도 그예는 협틀었어 l' 고통증갑(훌훌#훌) 
예슬(고1) ， 정빈(초3)올 키우는 엄마이자 껴북여자정보고퉁학교 교사인 이 영미씨는 

’부모가 조급해하연 아이가 병든다”고 말한다 생척이 그리 좋지 않은 예슬이는 ’내 

신 9풍급체 상대평가1의 중맙갑에 시달렸지만 점차 자신강용 얻고 있는 중이다.1단 

계가 고통공갑 엄마도 공부 때푼에 힘들었노라고 쏠직히 이야기해준다 2단계는 꿈 

만툴기다 

’무초천 공부하란 말 대신 앞요로 꿔가 되고 싶은지 함께 고민했어요 풍부는 그 
길올 가기 위한 과정 에 불과하니 1.2퉁올 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 켰지요 

.'111 01'픈I 것도 갱to}라 

민수(가명 .1껴는 중학교를 중퇴했다 시험 때만 되연 잡올 거외 못자고 배가 아파 

혜굴떼굴 굴렀다. 내내 반에서 1동올 놓친 척이 없는 아이다. 극도의 긴장 속에 2학 

년 2학기 중간고사를 방친 뒤 자살을 시도했다 민수를 상담하고 있는 신철회 아동 

갱소년상합센터 소장은 ’땀연히 부모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시험올 한 번이라도 

찰못 보연 부모의 태도가 싹늘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효 민수가 친심으로 두려운 

켄 생척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부모의 사량을 앓올까봐서입니다” 임정최 밝은갱소년 

지웬젠터 소장은 ’아이들 방황의 원인은 정척에 집악하는 부모틀 때푼”이라연서i 

”배고픈 천 창아도 배아픈 건 못창는 부모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꼬집였다 . 

• 01'빼와 함쩨 아침밥흩! 
10일 오천 7시 30분 서울 욕정중학교 앞에서는 풍꽂길 학생들에께 주벅밥과 우유를 

나눠주는 이색 행사가 펼쳐졌다얘을아/ 밥 며자’는 쩨목의 이 챔페인은 아침에 초 

금만 일찍 일어냐 아침밥올 함께 며으며 자녀와 대화를 혜보자는 취지로 서울 

YWCA가 마련한 행사. 이날은 특히 자발척 쌍여를 회망한 끼우리흥쇼핑’ 아빠 직훤 

틀이 나와 더욱 화기애애했다 이 학교 쿄사이연서 중학생 왈올 둔 허익배(50)써 역 

시 사훈기의 예민한 왈아이와 아침 식탁에서 대화를 나눈다 l아이가 찾아오기를 

기다려지 마세요. 아이 는 아뼈가 먼져 말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처] 호선일보 :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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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로덕과 fJl토짜료 ~ 대화를 나누어요 l 
훨교사참고짜료 2 

111 더 행복해지는 부부대화법 
말하기 기울i 서로 찰 해보려고 해도 ;;<.~꾸 어긋나는 대화 처용 의도는 그렇지 않 
았는데t 대화를 하다 보연 점점 감갱 이 상해깐다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존 
중의 마용이며/ 깥은 내용이라도 어형게 말혜야 상대방。l 좋게 받아툴일 수 있올지 
생각해야 한다 그려고 여기에 말하는 기술이 더해친다연/ 왕벅한 대화가 생립되는 
것이다-

1. 자신이 주인어 되어 말하기 
부부는 서로깐의 기대와 요구가 높기 때푼에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냐 가치판이 다 
를 때는 비난하고 지척하는 말올 하치 쉴다 부부들은 자신이 한 일이나 행톰보다 
는 상대방의 행훌이나 말하는 것에 더 민감하기 때푼에 Y당신은이라는 말로 대화 
를 시작하기 쉽고 상대방이 연화하고 고쳐주였으연 하는 기대로 대화를 이어가는 
갱우가 많다. 
예를 들면당신은 신용이 없어”당선은 내가 한심하체 보이지 ?n 퉁이다 이런 말 
하기 방식은 말하는 사람의 명확생이 결여되어 있어서 천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 
금하게 만든다 반대로 ’나는…’으로 시작되는 말하기는 속마옴올 정확하게 말하거 
때푼에 상대로부터 오해나 역효과의 반용올 일으키지 않는다， 
주체가 ’당신’에서 r나Y로 바뀐 갱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l천보다 나에게 말도 찰 안 하고1 늦체 들어오는 일이 잦으냐/ 나는 당선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생각이 드네.’ 
1당신이 언제 시부모에 대해 판집올 가친 척이 있어?" 
→”팡신이 부모님 에게 천화도 찰 안 하고I 내가 시댁 에 가자고 하연 정 말 싫은 표 
청을 지으나/ 냐는 당신이 시부모에게 너무 무생 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 
j당선이 어행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니 당선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틀어서 너무 서운하다. 
당신은 내 사정올 촬 알고 있는 사람이찮아 

2 감각정보 말하기 
자신이 갱험한 구쩨척인 사실올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 구쩨쩍인 근 
거를 말하는 것이기 때푼에 더 갱확하고 분명한 째시지가 될 수 있다. 딴일 구쩨척 
인 사실올 말하지 않고 자신의 소망이 나 감정을 말하게 되연 상대방어 모호하게 받 
아들이면서 오혜가 생치기 쉽다. 다용 왈호 친 부분이 바로 감각 정보 말하기이다 
이 부분올 뺀다고 생각하연/ 감각 정보 말하기가 왜 중요한지 쉽게 이혜할 수 있을 
것이다 
n(신푼올 보녀 오늘 주식 앓이 30포인트나 멸어졌네.) 주식 투자하지 말아요” 
n(큰애 생 척이 많이 떻어쳤 어.) 당선 집 에서 탤허|비 천만 보지 말고 큰얘 공부에 쯤 
신갱 써” 
n(지난달 혼자 친정 갔었짧아. 엄마가 팡신 바쁘냐고 하더라고 ) 친정 에 천화 홈 
혜 
n(당선 요재 눈에 찍체 피곤혜 하네.) 담배 좀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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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각 표현하기 
자신이 믿고/ 혜색하고i 기대하는 풍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를연 ’난 
그것이 굉장히 충요하다고 생각혜” ’내가 보기에 가능할 것 칼아n n당신이 요츰 바 
빠서 집안일을 찰 도와추지 않는다고 생각해요n n이것보다 저것이 더 실용객이고 
가격도 저혐하다고 생각하는데?" 풍의 표현이 있다. 

4. 감정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칙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려는 부정척인 감정에 대해서는 드러 
내놓고 말하기보다는 돌허 말하는 버룻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인지 장 모 
르게 할 때가 많다 그러는 중 요혜와 불만이 쌓여 정상척인 대화가 힘틀째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갱을 말할 때는 자신의 감청을 찰 인쇠혜 철쩨 있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어 좋다 흔히 생각과 느낌이라는 말올 흔동해서 사용하는떼 I 이를 찰 
구분혜서 사용하는 것이 충요하다. 

5. 소망 말하기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 풍을 상대방에게 천달하는 것이다. 소 
망을 。l야기할 때는 반드시 r누구를 위한 소망인지r 명확하께 혜야 오혜를 막올 수 
있다. 대부분의 부부를은 상대방이 나의 소망을 알아서 해결혜주길 바한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하지 않고 짐작혜서 행동하는 것이므로 철과도 좋지 않올 수 있다. 그 
러 니 명 확하체 자신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 
나를 위한 소방 -자신 
’오늘 하루 총일 이블 딸래를 혜서 몸이 피곤하나 쉬고 싶어” 
“내 생일에 프리지어를 션물 받았으연 좋겠어 
다릎 사람을 위한 소망 - 배우자 
’난 당선에 건강올 위해 훈동을 셔작했으연 좋꼈어 
’아이를과도 잘 통하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었으면 쫓꼈어 ” 
’조금씩 담배를 출여서 더 건강혜쳤으연 좋겠어” 
우리를 위한 소망 - 판계 
’우려가 연애시철처럼 서로를 많이 생각했으연 좋겠어 
”냐는 천호다 우리가 자추 대화했으연 쫓졌 어 

6‘ 7-~신의 챙톰 말하기 
자신의 과거나 현재/ 미래 행동에 대해 말함으로써 상대방용 이해시키는 방법이다 
이 중 미래 행톰은 소방보다는 결심과 행톨의 쩍극척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나는 당신에게 싼소려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현재 행동 
NLH가 원래 깜확깡학하는 버릇이 있거든 n. 과거，현재 행풍 
’아침마다 아침옴 쟁겨주겠어 미래 행폼 

? 틀어주기 기술 
말하기 기술 이상으로 들어주기는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고민이4- 생각) 소망/ 
느껑 동을 들어주고 반용하는 것만 혜도 혜결책올 제시하는 것 이상의 도옴을 주는 
것이다. 

8 주의 기율이기 
충분히 마숍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뀌람아듣는 것 우션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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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약깐 그쪽으로 향하게 하고/ 웰려|비천여 나 라디오를 끄고/ 휴대폰에 대해서도 판 
심을 놓는다 그런 다옴 상대방의 어야기에 판심을 가지고 끝찌지 들어주며 그 사 
람의 압장에서 상황을 이혜한다. 중칸에 끼어툴지 않는 것이 키포인트! 

9 상대방의 경험 인정 해주기 
칸단하다 고깨를 11덕거려거나 ’그랬구나r ’아I 그래?" ‘아w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N팡신 마숍 이해해’ 풍으로 맞창구를 쳐추는 것이다. 쪼한 ’당신 청말 화낫 
꼈다” ’걱정 많이 했쨌다” 퉁 상대방의 감정을 언급혜주는 것도 좋다 그러냐 ’Eξ 
그 소리 야?" N그럴 출 알았어” 풍은 좋지 못한 맞장구 나 피하도록. 

10. 청보 요갱하기 
상대방아 이 야기를 중단할 때 좀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갱우 λ}용하는 방법 이 
다. ’구쩨쩍으로 말해출래?" ’더 듣고 싶은데 계속해” 풍으로 부드렵께 말올 유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용을 살펴보기 위해 참시 말을 중단하고 듣는 
사람을 살펴본다. 그려고 상대방이 들올 마용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야기를 이어나 
가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타이멍에 맞는 척척할 반용올 보여 이야기를 유도 
하도록 한다. 

11. 요정 요약하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요약혜 천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요점 
을 천달하연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촬 듣고 있었는지 알체 되기 때푼에 
더욱 쩍극척인 대화가 될다 특히 복챔하고 미묘한 주제일수록 이러한 과갱이 욕 
필요하다 예를 든다연1 ’그렇다연I 당선 발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실망되고/ 
화가 냈고7 훤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란 말이지? 내가 이 
혜한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이다 

12 철푼하기 
상대방의 어야치를 들으면서 의푼이 생기거냐 내용올 더 보충하치를 웬하거나 이해 
가 짤 안 될 캠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연/ ’팡신 부장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기훈 
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부장과 무슨 푼제라도7" n어머니 이야기를 하연 눈이 흐려 
지는데i 어머 니 생각만 하연 가슴이 아픈가 봐" ι그험 이 사태를 어떻계 해컬하고 
싶어?" 퉁이다 질푼올 할 예는 ’예’냐 ’아니요’로 답하는 칠푼은 피하자. 특히 1왜’ 
로 시작하는 칠푼은 상대방에채 비난하는 의미로 천달되지 쉽기 때푼에 촬 돌려서 
좋게 이 야기하는 것이 좋다. 

[출처]가정푼화웬 흥페이 지 1>\rWW.familvcα: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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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좋활톨틀I톨I톨활훌훌 

a 개관 

중학교 1학년 도덕 n 가정 · 이꿋 , 학교생활 예쩔 

판련단원 
1 행복한 가청 

(지 가정은 왜 중요한가? 댄) 건강한 가갱 

(3) 부모와 자녀 갇의 도리 

학습주쩨 가족에게 사랑표현하기 

1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랑임을 알 

수있다. 

학습목표 
2 가족간의 사랑은 표현할 때 의미 가 있으며1 표현하는 사랑이 ö}릅 

다용을 실천할수 있다 

3. ’우려 가족 10.계명’올 통해 우리 가족에 맞는 가족 사랑 실천 방 

법올 핫아실천할수 있다 

가족이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버팀목이 된다. 71청을 바탕으로 사 

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가촉이 우려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었다. 하지만 이런 

가갱이 갈수록 흔틀려고 무너지고 았으며 서로의 자존심이나 이키심으로 인 

해 서로 상처주고， 본의 아니께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 

리가 가족하면 가장 번져 떠오르는 단어가 i사량이라고 한다. 가족칸의 사 

량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에도 우리는 이련 사량을 표현하는 데는 너 

무 서툴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 사랑은 무엇보다도 표현이 중요하며 표현하 

는 사량이 아름다운 것엄을 체험할 수 있께 하는데 수업의 목척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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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교수 학슐 지도안 

표수 
휴의 

학슴 수업내용 표수확습활흩 

단체 
사항 

가족의 의미 · 가족하연 떠오르는 생각을 척용으로써 우리 가족이 학생 

되새기기 냐에게 주는 의미 생각하기 용활 

’만약 냐에게 가측이 없다연?’이한 발푼을 통해 실쩨 동자 

가족이 없다언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에 대해 료1 

도입 생각해보께 한다. 

가족의 가족구생원을이 각차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실천하고 

화목을위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냐외 실천 

방법 찾기 

우리 지금까지 생활하연서 우려 가측이 나를 사랑한다고 학생 

가족에게 느낀 갱우나 내가 가족 구정원틀을 사랑해서 한 챙풍/ 용활 

사랑 우려가 가촉 구성훨틀에게 고마용을 제대로 표현했커 풍자 

표현하기 나 표현하지 못했던 경험을올 우려 가족구성 원 하나 료2，3 

하나에 대 혜 생각혜보고 이를 핫아 쩍어보기 

학습지를 작정한 후 학생들에께 내용을 발표하게 

천깨 하여 느낌올 나눈다 많은 학생들이 창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교사카 지도한다 

· 가족사랑 표현을 강쪼한 공익 광고를 시갱하게 한 

후 내가 얼마나 가족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혜 본다 

가족사랑 일주일 동안 내가 가족에게 사랑올 표현하연서 지내 

표현하기 는지 확인혜보고 자기 생활 반성 하기 

정려와 우려 가족올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혜야 할 것 학생 

확인활동 틀에 대해 구체척으로 정려하는 끼우리 가족 1Q껴l 명’을 용활 

만들어 보고 학생들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다. 풍자 
정리 

· 교사는 10계명 활폼이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료지 

어 야니라 실제 가정 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4 

요함을 강출하연서 수업올 마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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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도지침 

용도업용 

1.학생들로 하여금 눈을 감께 한 후 가족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단어 풍 

을 생각하께 한다'.(학생용 활동차료 1 때부) 

2. 만약 냐에게 가족이 없다면l'이란 발문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평소 자 

신의 71촉에 대한 행풍을 생각하케 한다. 

3. 자기의 가족을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그툴이 가폭을 위해 하고 있는 

공청척인 활동들을 생각하여 기록하께 한다， 

윷 천7ß 윷 

1. 학생틀이 평소 우려 가촉 구성원들에게 얼마냐 칭한을 하고 있는지， 고 

마움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하께 한 후 표현의 구체척인 방법을 충분히 인 

지시키고， 가촉 구성원 한명 한명에 대해 척제 한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나를 사뭘해서 한 행동이냐 고마움을 표현을 제대로 

뭇한 경우 둥 되도록 구체척인 상황을 제시하며 효과척이고 진심어련 표현 

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용 활똥자료 2 때부) 

2. 가족사랑 표현을 강조한 공익광고를 시청하께 한 후 내가 얼마나 가촉 

에 대해 사광을 표현하고 있는지 일주일칸 스스로를 관찰하께 한 후 채크려 

스트를 작성하도록 숙제로 때부한다; (학생용 활풍자료 3 매부) 

융마무리윷 

1. 71촉 관계의 중요성을강조하며 우려 가족을 사량하기 위해 어혜한 실천 

들이 따라야 하는지 설명한다. (교사용 지도자료 참고) 

2. 우려 가촉을 사랑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t우려 가족 10계명I을 기록 

하게 하고 자신의 가족에 맞게 보다 구체척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I 이를 집에 붙여 놓고 온 가족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학생용 활풍자료 4 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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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도덕과 지도자료 -템은 효현하는 거래요 I 
확싫‘ 학생 활동 짜료 1 

1. 

떠오르는 생각어나 

2. 만약 나에게 가족이 

없다연? 

사량하는 나의 가족 

3 현채 우려 가즉구정원 각자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이 부엇 

구체척요로 써홉시다-

가족훨1-( 

가족훨2-( 

가족원3-( 

가족원4-( 

가족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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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도덕과지 }료싸량은 포현꿇커 ’ I 

짧학생 활풍자료 2 

우려 가족에케 사량표현하기 

@ 우려가 생 활하면서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량하고 고마워하는지를 표현 

하는 방법을 알아야 상대방에께 효과척으로 냐의 진심이 천해칠 수 있고 상 

대방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사량 표현의 방법을 익혀 우려 71촉 구성원 

한명 한명에 대해 푸엇을 사랭이 라고 느꼈는지I 그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 

은 무엇이었는지 척어봅시다. 

*효과적인 청찬방벙 8가지 

1 구제척으로 한다 
2. 깐컬하게 한다 
:3. 남 앞이나 제 3차에게 청찬한다. 

4. 사소한 것을 칭찬한다. 
5 당사짜 주변의 인움을 칭찬한다 
6 우연 그려고 의외의 상황에서 칭찬한다 
7. 상대에 따라 칭찬 내용이냐 방법옹 달리한다. 
8. 컬과뿔 아니라 과챙과 노력을 칭찬한다 

가족원 사랑표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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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강1 학생 활동 자료 3 

사량을 표현하세요^^ 

※ 다음 통영상 두 편을 본 후 생각해봅시다 

< 출처- 종익광고협의회， WWW.TVI~F. r:o. f::R > 

1. 많은 시간과 경험을 같이 하는 가족들혜 대해 당신은 얼마만큼 알고 있 

습니까7 (점수를 매켜보세요) 

2. 우려 가촉에게 i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란 말을 하루 동안 얼마나 사용하 

는치 체크려스트를 반들어 봅시다.(íE자로 표시해보세요) 

날 짜 고마꿔 미안해 사랑해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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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등학과 도덕과 ~덮ß료 ￡ 사량은 〓 꺼패요 1 

협성학생 활동 자료 4 

C!JC!J우리 가족 10계명합생 

·:· 우리 가촉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려가 해야 할 10계명을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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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로덕파 ÃI힐벌 ~ 사량은 표현꿇 거래요 싱 I 

옳모^}창고자료 1 
1. 효도하자 홈페이지에 있는 I효도합시다쏠’을 참고한다. 

h산p끼/www.hyodoh에a.com/flash50ngJflash50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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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훌휠훨훨률I를훌렐훌뿔활됩훌훌 

딩재관 

중학쿄 3학년 도덕 n 가정 · 이 꿋 · 학교생활과 도덕문제 
판현 단원 2 가정 , 친척 · 이 용 생활과 도덕푼제 

(1) 가정생활에서의 도덕푼쩨와 해결 

학습주제 가정생활의 도덕 푼쩨와 해철 

<>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도덕 문제를올 말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쩨시된 푼체에 대한 도덕척 판단력을 치르고 반성과 더붙어 바람 
직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 가족애를 바탕으로 천지한 마옴으로 체협을 하고 소감올 쓴다. 

이번 차시는 가청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히 학생들이 겪는 실생활의 

문쩨툴을 탐구해보고 원만한 가갱생활을 위한 반성 빚 체험활동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매우는 가갱생활의 도려가 자칫 추상척인 덕목이나 가 

치의 냐열로 끝냐기 쉬우므로 여 7μ1는 스스로 우려의 가청생활의 문제를 

진단해보고 지켜야할 도떡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있다고 하겠 

다. 특히 학생틀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문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문쩨이고I 

여기서 학생들의 일방척인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부모냐 다른 가족 구성원 

툴의 문제도 많다는 것이 가정생활 단원을 지도할 때 교사로서 겪는 한계이 

다. 그 구성원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반 수업에서 가갱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도 공유하 

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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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괴’과지도자료파 헬복략챔를꾸려나자효; I 
딩교수 학습 지도한 

~수학 
수협내용 

습단체 
가족칼퉁극 

도입 
시연 

갈퉁얘 대한 

이해 

천재 갈퉁 혜컬의 

방법 

-가정생활에 

대한반성과 

갱려 
다짐 

- 과제 쩨시 

(쩨험해보아요) 

딩 지도 지첨 

예§ 도입 <lP 

표수학솜활흩 

• 미려 준비된 역할극을 시연하고 역할을 바 

꾸어서도 시연한 후 느낌용 이야기하재 한다 

, 측켜에서 연기를 보여출 학생을 찾아 역할 

극을 시토해본다. 
역할극용 효고나서 학생들에께 각각 하나 

의 압장이 되어 행동올 반생해보고 상대방을 

이 해할 캠을 핫01본다. 

혐소 자신이 부모념을 대하는 태도에서 고 

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핫아본다 

총 4가지의 활홈지 중애서 한 장씩만 받아 

자신이 상당 천푼가가 되어 그 푼체에 대한 친 

지한 고민을 한 후 상담의 편지를 작성한다 

Brain-Btoíming 기법 을 활용하여 돌아가연 

^~ (Rol1ing l'aper) 모툴원이 한 출 상람을 작성 

한다. 

쩨크려스트를 작성해봄으로써 자신의 가정 

생활은 몇 점인지 반생하고 비교혜본다. 

• 교사가 임의로 정한 청수대를 기준으로 해 

서 컬과를 확인하고 행홈을 장혀한다 

1. 4명 1모둠으로 좌석배치 한다. 

유의 

사항 

”가족 

칼퉁 

역할극” 

활훌치 

’나도 

상당 

천푼7)-" 

활동지 

‘나의 

가갱생 

활은 몇 

청?"쩨 

크리스 

E 

2 며리 준비원 역할극을 시연함으로써 오늘 수업의 문쩨제기를 하고 활동지를 

냐누어 준다， 

3. 측석 상대방을 찾아서 역 할극을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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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틀할뀔 도덕과I당띨 ~~ 행복한 1댐을 꾸려내없~ I 
양 천7ß 4l> 

1. 각각 i엄마’와 t나l의 입장이 되어 행동을 반성해보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 

는 점을 찾아본다.뼈기서 투 입장이 동시에 되어 봐야합은 강제척인 사항이다. 

역할 채택 뼈5pecti냉〔밟ing능력을 연습하기 위함이다) 

2. 몇 명 발표를 하고y 평소 내가 부모님을 대할 혜 고쳐야할 태도도 합쩨 공유 

한다. (이혜 교사 자신의 부모로서의x 자식으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취도 좋다.) 

(0 쩨시된 71촉 칼풍 역할극은 사견에 며려 극본을 주어 연습을 하게 하고 역 

할을 바꾸어 시연해봄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칠 수 었게 

한다. 또한 흑석에서 다른 문쩨나 자신이 겪는 문쩨를 역힐극으로 보여줄 사람 

율 구해보거나 하나의 상대방 역할을 즉석애서 시켜봐서 그 학생의 반용을 토 

대로 수업을 꾸려나가도 좋다.) 

3. I냐도 상담 천문7y 4:까지 활동지를 한 모둠에게 각각 배분한다. 

4. 각자 한 가지의 활동지를 가지고 직접 상담 천문가가 되어 진지하게 고민한 

후 편지글을작성한다. 

5. 플난 후 롤령 페 이펴 작업을 통해 모둠원 모두가 한줄 상담을 돌아가면서 써 

준다， 

6. 활동지별로 1‘2명 발표를 한다. 

(0 상담 천문자가 되어보는 활동에서 자션의 문째를 고민하여 쓰게 한 후(익명 
상태로) 모두 모아 임의로 다시 한 장씩 뼈분하여 상담활동을 해보아도 좋다. 

그렇째 되면 친구들의 문째를 같이 해결활 수 있께 되는 것이다.) 

옳마푸리용 

1. I나의 가정생활은 몇 점?' 체크려스트 활동지를 받고서 자신의 가정생활 태도 

에 대해서 반성해보는 시간율 갖는다. 

2. 교사자 엄의로 4단계의 점수대를 갱해서 평까 척도를 마련한다. 그것에 따라 

손들게 한 후 높은 점수의 학생들을 칭찬하고 각자 +1단계 상송할 수 었도록 

자극해준다. 

3. I체험해보아요I 과째를 제시한 후 구체척언 실천 방법을 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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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중등학교 도덕과 저도I벌 n 행복한 썽을 꾸려대빡~ I 
훨협학생 활풍짜료 1 

가족갈퉁 역할극 

웅성 부모님 과 우려가 차주 겪는 다음의 갈둥을 극으로 표현해보고 바꾸어서 

시연해불시다， 

I (나는 열섬히 컴퓨터를 하고 있다) 
엄마 소현! 다용 스케플 쳐정도 안되냐? 그만 끄고 꽁부혜H 

나 내가 다 알아서 하나깐 신갱 좀 11셔l요 

엄마 . 녀가 혼자서 못하녀싼 그렇지! 내가 괜히 그러나? 
나 :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맨 날 나한테 그러는데-

엄마 : 나가 흔짜서 하는 것 좀 보여주연 엄마가 이 러겠니? 

나 : 그러 녀깐 지켜보라고요(윷댁울며) 

엄마 : 언쩨까지 지켜딴효냐? 

나 아/ 알꼈다고. 끄연 되잖ö}Hl 

엄마 . 이 형제 째일 싸워야되 냐? 쯤 짤 행동하라고lH 

나 : 엄마가 시비만 안걸연 돼 

엄마 : 말대꾸 하지 말라고! 

나 : 내가 언제 말대꾸했어? 아이 씨’‘(불만가득한 얼굴로 방올 나가버련다) 

=9 다음의 입장을 이해해 봅시다， 

엄마 나 

=9 평소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고쳐야 할 정은 무엇인가요? 

댐
 벼
 냐
 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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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도덕과지도자료*행북한‘꾸려따}확 〓 에| 
않혈학생 활동자료 2 

나도 상담 전문가 1 

학년 반 이름 : 

@ 우리 친구들이 비밀스랩께 상담을 신청해 온 가정생활의 문제입니다， 어 

떻께 하면 찰풍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JD 여러분이 진지하께 도와 

주세요. 

냐는 꿈이 만화가이다 나도 그 직업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 

가 원하고 있고 욕 이루고 싶은 꿈이다 그래서 부모님께 미술학웬에 보내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엄마의 대맙은 향상 NO이다 그리고 언냐는 지금 고3이다- 언니 

는 실용용악을 하고 있어서 용대에 갈 예정이다 언니는 숍약학원올 다니고 있는 

데 언니의 꿈은 가수이다 그런떼 언니는 내 회망직업에 대한 단점틀만 부모넙 

께 늘어놓는다 나는 졸직히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엄마는 왜 내가 

원하는 걸 나만 안들어출까하는 생각이 틀고 언니가 공부쪽으로 진로를 정하지 

않아서 내게만 공부쪽으로 가라고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다. 내 친로를 마용대로 

선빽하지 못하게 하는 엄마와 언니가 너무 법다 

'v'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에게 진지한 상담의 펀지를 써주세요， 

@ Rolling paper(-우려 모둠 모두가 한 줄 상당을 해주세요) 

「L 
| 

「L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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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한과 훌덕과 지통자훌 짜행복한 j댐을팍려나가혹 씨l 

나도 상담 천문가 2 

학년 반 이름 : 

@ 우려 친구들이 비밀스랩께 상담을 신청해 온 가청생활의 문제엽니다. 어 

떻게 하면 갈풍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을짜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도와 

주세요. 

나는 요츰 엄마가 나를 창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 해일 내가 알아서 옷을 

압는때도 창견하시고/ 내가 알아셔 공부하는째 창견을 하셔서 화가 날 때가 많 

다 내가 찰못올 할 때도 있지만/ 그 외에는 창견을 하시지 않았으연 쫓졌다. 학 

쿄나 학훨이 끝냐고 초금만 놀다가 와도 어디서 놀았냐? 누구랑 놀았냐? 하시며 

사사건켠 냐를 짜중나게 만든다. 남자애들이랑 문자를 하는 것올 보연 항상 ”너 

랑 사뀌는 애나 7"라고 움어보는데 그냥 친구사이 인떼 정말 짜중1랴다-

그려고 매일 내가 어려다고 하시고I 내가 아직 멀 자랐다고 하시는 것이 너무 

싫다 주변 친구들은 친구를꺼려 명톨도 가고1 놀이동산도 가지만1 냐는 시햄이 
끝나고반 갈 수 있고1 정 말 우율하다 아이 들은 노래방 가서 노는데 나는 놀기는 

커녕 공푸나 혜야 되기 때문이다-

잉 이련 고민을 하는 친구에게 친지한 상당의 편지를 써주세요， 

@ Rolliηgpa야r(우리 모둠 모두가 한 줄 상담을 해주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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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도덕과 지덮}료 ~ 행복한 7씹을 꾸려내핍~ I 

나도 상담 전문가 3 

학년 반 이름 : 

@ 우려 친구들이 비밀스랩께 상담을 신청왜 온 가정생활의 문제엽니다， 어 

떻게 하면 갈풍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었을까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도와 

주셰요， 

아버지는 잔소려가 너무 많다 본인은 칙장에 다녀 온 후 집에딴 있으연 뉴스 

보고 TV보연서 소파얘 누위 융칙이지도 않는다. 나애게는 밥 :차려라I 웅부해라， 

이 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풍 심부름만 시킨다 그것도 동생은 놔두고 나에 

게 만 시킨다. 냐도 보고 싶은 프로그햄이 있는혜 공푸하라며 컬대 못 보제 한다. 

또 용돈문쩨도 갈퉁이 심하다. 사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인데 부모님은 용돈에 

인색하다 옷을 사달라고 하연 옷이 많다는 핑계로 사추시지도 않는다. 나는 내 

마용대로 돈을 쓰고 별고 싶다 그리고 동생과 방도 짜로 쓰고 싶은 심갱이다. 

다른 친구들은 졸업 션물로 휴대폰용 받았는데 나도 휴대폰 갖고 싶다 

(/ 이련 고민을 하는 친구에게 진지한 상담회 편지를 쩌주쩨iL 

@ Rolhng pape:r(우리 모둠 모두가 한 줄 상담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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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학과 털과I힐필L꿇활7탬을 꾸례가묻드7 되| 

나도 상담 전문가 4 
학년 반 이름: 

@ 우려 친구들이 비밀스랩재 상당을 신청해 온 가정생활의 문제업니다. 어 

떻께 하면 갈풍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지하께 도와 

주세요. 

엄마는 내가 갱말 못 미더운가 보다 옷을 조금딴 파친걸 압으연 학생이 이께 

뭐냐고 화내고1 다흩 얘들이랑 생척 비교하고 놀다가 늦채 틀어요연 화부터 내고 

맨날 흥부만 하라고 사사건건 간섭하선다 밤에 뭔가 책상에 앉아 만지작거리고 

있으연 장 안자고 쓸 때 없는 갯 한다고 야단치고 늘 업에 달련 소리는 공부하 

라는 이야기이다 

또 내가 연예인 좋아하는 건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공개방송이나 핸 싸인회 

같은 데 철대 못 다니재 하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넘어랑 싸훈다 재를 밥 벅여주냐연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욕하실 때 

는 정말이지 법다. 

잉 이련 고민을 하는 친구에게 진지한 상람의 편지를 써주세요. 

j 

@ Rolling paper(우리 모둠 모두가 한 줄 상담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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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도덕.닮료 D 헬북한 카정을 꾸려나가확 l 
짧껑학생 활동 짜료 3 

나의 가정생활은 몇 점? 

학년 반 이름: 

<> 자신의 가정생활 태도를 보기 위항업니다， 솔직하게 표시해보세요 

째 다 보 아 
번호 내용 우 소 통 니 

3 2 1 0 

1 표현 감사하거나 미안하거냐 하는 감정올 짤표현해요-

2 예쩔 
불만이 있올 때냐 의견을 이야기할 때 퉁명스럽지 않고 
차분하며 예외를 갖추어요 

3 외무 내가 할 일(갱소/ 작은 빨래 또는 가정에서 각자 정해 
준 일)올 미루지 않고 쩨때 해요 

4 용돈 
너무 무 려하지 않고 척팡하게 부탁드리고 
절대 속이지 않아요. 

5 대화 우리 가족은 대화를 자주하고 싸용은 척은 편이 에요 

6. 행복 부모님은 저로 인혜 많이 기쁘고 행복할 거 에요 

? 사랑 부모님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올 알아요‘ 

8 의견 내 입장이나 생각/ 고민을 찰 털어놓는 편이에요 

9. 책임 
종부냐 숙쩨t 학원 퉁 할 일올 미루지 않고 
그래서 야단맞지 않아요 

10 폰경 나는 부모넘어 존경스렵고 사랑하며 감사드려요 

11 활훌 가족꺼리 함께 하는 행사나 모임이 자주 있어요 

12 기대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 이해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14. 바햄 저는 부모념올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 드려고 싶어요 

15 규칙 가정에서 정해놓은 규칙올 짤 지쳐 
트러블이 척은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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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등학과 도덕과 지로자률11 헬복한 쟁을 #려1& I 
(> 컬과 (>( 해당하는 곳에 표시혜보세요.) 

텅훌텅l창 찰했어요 " (정N( )접 · 우수한 가족 구생원압니다 

앞으로도 일환되게 실천할 수 있겠지요? 

덩덩’짤 한 편이 에요 " (정;.(점 그런대로 괜장군요. 하지만 

부측한 점을 보완하기로 약속해요 

앙’좀 뎌 분발혜요 ’ 첩’첩 · 좀 그렇군요 앞으로 내가 실 

천해야할 일이 보이 지요? 

lrπ ’ 01 재 뭐 에요? ’ )점’첨 나부터 실천하여 벗친 가정 

생활용 꾸려나갑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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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등학교 도턱과 지도자료 ~ 행복한 7댐을 꾸려나꽤 
「

협평학생 활동 자료 4 

체험해보아요 

학년 반 이름 : 

& 다-음 3가지 활동 중에서 1카지를 션택해서 실천하고 작성하세요 

머 화해 노트 쓰기 

내가&는칸 

{ 부모념께 가땅 최총한 점} 

"* 
이 부모념께 가장 바라는 점 P "* 

E깅 3분간 부모념 손 고옥 갑야드려 며 대화하기 

\:? 요간 대화와 부모념의 소감 \:? 

C3] 1분간 꼬옥 포용하고 토학여 드리키 

I\:?나의 느낌 \:? 

부모념 칸(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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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도덕과 치돼료 .펌， 생뺑.작되는 곳 I 
a 깨관 

중학교 3학년 도덕 n 가정 .01 꿋 • 학교생활과 도덕푼제 

판현 단원 2. 가청 · 친척 · 이꿋 생활과 도덕푼쩨 

(1) 가갱생활에서의 도덕문체와 혜철‘ 

학습주제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 가정 셜계 

o 나의 출생t 생장과 판련하여 부모념외 사랑을 깨닫는다， 

o 가정 과 더붙어 생명 의 소중함을 느낀다 
학습목표 

o 미래 자신의 가정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판올 바탕으로 구체적 
으로 셜계혜 볼수 있다. 

o 제시원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가족애와 가족 간의 도리를 되새길 
수있다. 

이 번 차시는 'tf라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 탐구하면서 그 생 명의 출발점이 

가청임을 깨닫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그 존 

재의 출발점이 부모님의 사량엄을 알고 사량과 생명에 대해 연환성을 갖는 

다， 또한 현채 한국 사회의 낙태율이나 출산율의 현실을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생명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향후 가갱생활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가청을 꾸릴 계획과 청사진을 그려본다. 바람직하고 행복한 가정생 

활에 대한 가치환 형성은 특허 사춘기라는 성장기에 않은 영향을 받는다， 

자신의 가갱생활도 평가하고 주변 친구들이나 대중매체셰서 둥장하는 가청 

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구성하고 있는 시키이다. 이 시기 

에 자신의 미래 가족 사진을상상하여 그려보고 미래 포괄척인 가정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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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도덕과 지닮료 ~ 뺑 생명~ 시작되는 곳 I 
a 교수 학습 지도딴 

표수학습 
수업내용 

단체 
과제 확인 

도입 

우려 사회의 

생명푼쩨 

천개 
미래 나의 가정 

짧은 소감 작생 

정려 

딩지도지침 

윷도업융 

교수학습활동 

이 활폼지는 이천 차시에서 미려 제시되는 

과쩨활동지이 다.(하단에 있는 그림표현활동은 

이 번 차시에서 시행하게 원다) 

• 지금의 나1 출생시/ 뱃속 풍 당시 부모넘어 

내제 가쳤던 마숍을 확인한다 

· 푸모념이 도와춰야하는 활동지이다 
우려 사회의 현채 생명푼쩨와 저출산푼쩨 

를 사실쩍인 통계표를 통해 인식한다. 

가정은 사회의 생명i 출산푼체와 많은 연 

관올 가지고 있다. 
• 가족 사친올 상상하여 그려보고 미래 자신 

의 가정 의 모습올 구체척으로 답하재 한다 

· 가정생활에 대한 자신의 가치판이 촬 반영 

되도록 활동지를 작성한다 

• 가정 생활 단헨올 시작하연서 이 활동지를 

시작하여 매주 하냐씩 수업의 마우려 단계 에 

활용한다 

i 그외 교사가 다양하고 흥미로우며 짧은 시 

깐에 마무려할 수 있는 자료를 핫아 활용한다. 

· 감상은 길어서 쇠상한 것 보다는 짧게 3흘 

정도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한다. 

1. 지난 시칸 미리 제시한 과채 활동지를 준비한다. 

유의 

사항 
l나는 

어디서 

왔올까 

요?" 

휠폼지 

”나의 

30년 후 l 

미래 

가족 

사친” 

활동지 
x세출 

메모장 

”활톰지 

2. 가정 속에서의 tf, 초풍학교 져학년 시절， 출생시， 뱃 속에 있을 때를 각 
각 발표하게 한다，(각f 명) 

3. '1.1-'라는 생명이 지켜졌던 근원이 부모님의 청성 과 사량에 있음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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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도덕과 지도자료 a 總 생행l 시작되는 곳 I 
며 소충한 생명과 사랑얘 대해 그림에 비유하여 표현해본다. 

(0 이혼 가청이나 부모가 없는 7t갱이라도 자신이라는 존재의 근원은 남녀의 
사랑에서 출발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성처를받찌 않도록 조심스레 접근한다. 

<> 사진이 없으면 그림을 그려 와도 좋요니 허용적 분위기를 쪼성한마. 
<) ν냐는 어디서 왔을7Jh요?활동지는 미 리 과제로 제시한 후 도입 단채 에서 사용한다;) 

윷천재윷 

1. 낙태문제r 출산율I 생명문제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쩨시하여 우리 사회의 

생명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한다， 

2. 가정에서 생명을 킬러내고 찰 성장시키는 것이 곧 국가와 사회에도 중요 

한문채염을강조한다， 

3 ι30년 후 냐의 미래 가족 사진" 활통치를 받아서 자신의 미래 가청의 모 

습을 구채최a로， 자신의 가치관이 잘 표현되도록 작성한다， 

4. 7문7탑을 하나하나씩 발표 시커면서 배우자의 도려， 역할 분담 문제， 부 

모와 자녀의 도려 풍을 구체척으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4pl-.!f-려용 

1. 미려 받은 ι세 줄 떼모장’ 활동지를 쩌고， 채시되는 자료를 시챙 또는 확 

언한다. 

2. 자신의 느낀 감장을 채 줄로 척는다. 

3.2-3명 발표를 하면서 실천의 각오를 다지제 한다. 

(0 ι세 줄 메모장/은 수업의 블에 짧게 5분청도 시간을 내어 짧은 느낌을 
쓰는 것이다. 가촉에 환련된 여러 다양한 문화콘텐칠플래시， 공익광고， 인 

쇄광고y 수기， 애니메이션)를 짧재 째시하고 감상을 쓰는 것인데 가정생활 

단원을 시작할 때 한 주에 하니쩍 보면서 수업을 마푸리하는 것이 좋다. 

o 참고 자료 : πF 풍화 행북한 세상(www.kbs.co.kr)에 첩속하여 다양한 주 

제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효도하자fwww.hvodohaia.com.1에 점속하면 더욱 

다양한 플래시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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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중등학교 도덕과 fJ화}료 ”랩， 생명m작되는곳 I 
않섭학생 활동 자료 1 

나는 어띠서 왔을짜요? 

학년 반 이릅 : 

* 냐는 어디서 왔을짜요? 지금부터 나를 찾아서 떠냐봅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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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나 출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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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 도덕과 ml당‘“ ; 명mI 되 곳 꾀| 
••• 

* 만화(서울여중 박수연 작)는 참고. 그 위에 사진이나 자신의 그림을 덧붙이세요， 

그로부터 5개월 천(부모념의 나 임신기) 

••• 

그로부터 수재월 천? 

(부모념의 연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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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톨훌톨훨훌률톨훨훌틀를휠톨홉-톰 

양 내가 생기고1 태어나고， 성장하기까치 - 소춤한 생명과 사량에 대해 그림 

으로 비유하여 표현해봅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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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등〓도덕과.‘” 〓‘lι작되는콩 ’ )’ I 
똘썽학생 활동짜료 2 

30년 후 미래 가족 소재 

학년 반 이름 : 

• 30년 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촬영한 가촉 사전을 찾￡러 왔습니다， 

자신의 가족 사진을 그려봅시 다， 

깐단한 가측 소재 

잉 7문 7답 

1 어옛 빼우자를 헨 

하시나요? 

2. 나는 어옛 빼우자 

가 될 것인가요? 

3 가사분담용 
어떻게? 

4 나의 자녀 교육환 
을구쩨혀으후? 

5 자녀의 도리는 우 

엇인가요? 

6. 부묘로셔의 도리 

는 무엇인가요? 

7 자녀는 몇 명 ? 

그러고 어옛 자 

녀였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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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흩학과로덕파I화〓 ‘Imøa착되는콩-매| 
텔학생 활동 짜료 3 

제 줄메모장 

학년 반 이름 : 

〈첫 주> π7 동화 행복한 세상(KBS) "아버지의 하얀 운동화” 

앞두고 힘겨훈 연습을 한다. 랄은 은 

그런 아버지가 부당스렵고 다른 

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고 싶지 

않았다. 그냥 큰아버지나 삼혼이 대 

손을 장고 식 장에 가킬 바랬는데 

지는 걱정했던 대로 하얀 훈동화를 

풍장하셨고 -그 운동화는 남편 될 

몰래 사푼 것이고 아버지 의 연습에 

를 북돋이추였다는 사실올 아버 

독해서 병원에 계실 때 알게 원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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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학f ‘〓I화료“‘ It ““ ’ I 
<2 주> : 공익광고 

2~~6 인쇄공익광고 

최우수상 

수상자 강갱구1 

박수연/ 신청현 

제목 우려 가족은 

칫솔통에서만 

만납니다 

출처 

www.kobaco.co.l<r 

(한국방총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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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도덕과 지덮}료 .댐， 생명이 시작되는곳 ’ iI 
〈3주>: 좋은 생각 수기 ‘、딸에게 매운 활 노릇’ -청 은진 님/광주시 광산구 

l아/ 바람애 세수를 했더녀 더 예뼈졌네{" 

바람 부는 마당에 한창 서 있던 활이 거율을 보며 하는 말업니다. 두 돌이 막 

지났용 무려J 할머니랑 마실 나겠다가 날이 어두워지차 엄마 을 때 컴캄하지 않 

게 가로퉁용 켜 달라고 했다는 왈、아。L 그빼도 나를 행복에 겨워 쩔끔 율께 하더 

니 벌써 이렇게 커서 시인 같은 말도 합니다 어느 날1 비가 쏟아지려는지 찜통처 

혐 더웠습니다. 내가 5개월 환 품생을 안고 어르느라 고생하는 컬 본 왈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아기 냐한테 앉혀 주고 세수하고 와” 

’그렴t 수연이 힘들짧아 ’괜않아- 세수하고 와’ 

유난히 뺨을 많이 흘리는 엄마가 가역위 북였냐? 세수를 하고 들어오니 왈아이 

가 자꾸만 뒤척거려는 품생을 앉혀 놓으려 얼마냐 얘를 썼는지 툴 다 거 의 드러 

누운 상태로 얼굴이 벌께져 있었습니다 툴째는 뒤로 누우려 하고 랄'òl-’ 이는 동생 

훔올 받쳐 주려고 버티연서 힘쓰고 있는 모습용 보자 꿋용이 컬로 나왔습나다 

하지만 다옴 순간 왈짝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띄약벌에 논일하며1 밭일을 하고 요신 부모님께 이제껏 세숫물 한 번 안 며 드 

렸던 기억이 갑자기 가슴을 쳐는 겁니다 ’네 살배기 활아이도 힘든 엄마를 배려 

하는데 I 30년 넘토록 산 냐는 역태 그련 생각을 못했단 말인가‘’ 가솜이 벅댁 혜져 

왔습니다 왈아이한테서 받은 감동과 부모념에 대한 마안함이 뒤섞여 그날 오후 

내내 눈움을 홈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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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를할뀔 도덕과 I및관합: 7Pcj, ~~Ol ÁI햄둡곳 • 
<4 주>: 효도하자@쩨w.1wodohaia.comi 행복가족쏟 플래시 

행복 가종쏟〈가사〉 

우èj 모두 사랑의 노래를 불러봐요/우려 모두 유쾌 한 마옴 으로/우려 모두 사랑의 

노래를 불러봐요/기쁜 암으로/하나! 툴! 셋! 넷 f{매월 8일 효도하는 날/행복 가득 

누풍지데이/엄마의 웃옴/아짜의 마소/하루 1분이연 충분해요/호이”호이·호。1 N 

매일 챈·득한 포용 한번/사랑해 문자 복 한통씩/철없는 투정 이제는 그만/행복한 

우èj첩 /원 f 투! 쓰쩌 ! 포f{내가 드련 작은 사랑/부모념 천 넘 치 는 기 뽕/언제 냐 옷올 

수 있쩨/이첸 제가 노력할제요/우리 모두 사랑의 노래를 불러봐요/우리 모두 유쾌 

한 마옴으로/우려 모두 사랑의 노래를 불러봐요/기쁜 망으로/하냐! 툴f 셋! 넷! 

엄마 속 긁는 반찬투정{<lf빠 속 타는 용돈타행/흰머려 가득/주름살 찬폭/내 걱정 

으로 늘어가요/속상해요/방청소는 여제 내손으로/공부도 열심히 할께요/엄마 아빠 

。1첸 걱정마세요/이첸 달라졌어요/언제나 부총했지만/이첸 정댈 믿어주세요/언제 

나 꿋올수 있체/이첸 체가 노력할케요/부모님 정발 사랑혜요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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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도덕과 지토k벌 -恩 생명m작되는 콧-과l 

옳표사참고자료 1 
<D 2006 인쇄공익광고 최우수 강경구I 박수연1 신청현 

출처 : 한국방총광고공사{www.k。없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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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똘웰를덕광 저도자료 ~ 챔， 생명”착되는 곳 ‘I 
옳표사창고자료 2 

@ 2004 신문공익광고 장려상-김담홍 

짧總짧懶뼈懶總짧n關때 
흉u앓없i1't빼했뺑II‘fK\繼짧빼빼絡흉없썽짧없짧 
繼|했f總網繼옳繼a뺑A빼않혔용했짧懶§ 
J懶!繼§繼繼혔뼈&웰줬뼈뺑뺑빼뿔g했%짧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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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도덕과 지당}료 [iBt]댐， 생명때작되는 곳 iI 
용교사참고자료 3 
@ 플래시 쏠뺑 복71촉쏟) www.hyodohaja.com 

(7싸우리 모두 사랑의 노래를 불러 봐요/우려 모두 유쾌한 마음으로/우리 모두 

사광의 노래를 불러봐요/기쁜 맘으로/하나i 둘i 셋 i 넷!J매월 8일 효도하는 날/ 

행복 가득 누릉지데 이/엄마의 웃음/아빠의 미소/하루 1분이면 총분해요/호이~ 

호이‘호이~ 
매일 챈~득한 포용 한번/사랑해 문차 꼭 한통씩/철없는 투정 이체는 그만/행복 

한 우리컵/원i 투i 쓰려 i 포V내가 드련 작은 사랑/부모님첸 넘치는 기쁨/언제 

나 웃을 수 었게/이첸 제가 노력할께요/우려 모두 사광의 노래를 불러봐요/우 

려 모두 유쾌한 마음으로/우려 모두 사랑의 노래를 불러봐요/기뿔 맘으로/하 

냐i 툴i 셋!넷i 

엄마 속 긁는 반찬투청/아빠 속 타는 용돈타령/흰머려 가득/주름살 잔뜩/내 걱 

청으로 늘어가요/속상해요/방청소늠 이제 내손으로/공부도 열심히 할께요/엄마 

아빠 이첸 격청마채요/이첸 달라졌어요/언제나 부족했지만/이젠 정발 믿어주처l 

요/언제나 웃을수 있게/이첸 제가 노력할께요/부모님 청발 사광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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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과지‘료센〓작되 ι-I 
옳표사참고자료 4 

@ 불볍 낙태 훌 34만 i생명I꺾여 

[문화일보]2006년 10월 11일(수) 오후 02:46 

(::미혼얘생 100 1명중 3명 엄신춤절수술 경험::)애년 33만여명의 태아차 불볍 
엄신중절〔낙 때) 수술희 희생 양핵 펴고 었는 것으로 냐다녔다-
또 머혼여성 100명 품 3명이 낙꽤 수술을 받은 척이 있는 첫으로 조사됐다， 
11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국청감사 자료로 제출한 I인공엄신중절 실태조사 
빛 총합대책 수렵I 보고서에 따르면 천국 각급 병 의원에셔 낙태 수술을 받 

은 15-4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표 본조사(2004년 기준)를 실시한 결과 
낙태 수술 건수가 모두 34만2433건이나 훤 첫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고려대 의과대학 산부인과와 예방의학교실이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전국 7757ß 의 료기관과 15-44세 사 
이의 가엽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I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 
대책 마련I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낙태 수술 건수는 전체의 약 5S%가 량인 19만 
8500여건이었으며， 미혼여성은 42%가량인 14딴3900여건이었다， 
1000명당 커흔역성 2M건， 미혼여성 31.6건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낙태 수술 비율은 20‘24세카 1000명당 4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1 
25-29세 40건 30-34세 3S.1건 순이 었 다， 
그러냐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중 현행 모자보건법이 허용한 범 위(부득이 
한 사청으로 2s주 이대 낙태하는 경우로 건강보험이 척용됩) 내에서 수술을 
받은 건수는 1만4900여건(4.4%)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5100여건， 25-29세가 4200여건이었다， 
냐머지 95%가량인 33반여건은 불법 시술을 받은 셈이다， 
이 보고서는 또 가임기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 20-39세 마혼여성의 성경험 
률이 39.1% 인 것으로 나타냈다고 밝혔다. 
성인 머혼여 성 10명 중 4명이 성경험을 한 셈이다. 
!E 15-44세 미혼여성의 성경험률은 23.3% 수준이었다， 
낙태수술을 받은 이유로는 며흔여성의 96.0%가 사회경제척 아유〈미혼， 미성 
년자 경체척 어려움 둥)를 들었고 기혼여성은 76.7% 가 가족계획{자녀 불 
원， 터울 조절I 원하는 성별 아님)을 들었다， 
이밖에 시술의료기관 기초조사 결과 셜문에 웅답한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 
원 7757ß 기관(전체의 34%) 의 SO%가량이 인공엄신충절 시술을 하고 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순환기자 s。on@munkη"，a.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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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한쿄 도덕과 지도자료 ‘쟁 1]작되- 곳 ‘ I 

용표Ã} 참고 짜료 5 
참고 통계표( 출처 : 뼈IVW. cl'\o없n.rom) 

주앓확헬혔i옳 
딴업;명，햄§없:&î 따훌댐}눈없빼} 

웹_1‘08 

월븐 

영혹 

표활스 

DI국 

1짜 

2.05 

형a씬옳: 여철1명01 '1엉기간빠빼셰} 똥언 
명을평월~녀수 챔;훌혜영 

^~더어l 혜한 71혼 며성악 
태뚱변활띤위t빠 

1없1\1 z뼈 없$ 없$ 
형훌훌정시뼈협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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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가.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본 지도 자료 개발 목표는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과 가족 

해체현상에 대한 대책을 사회 수업을 통하여 마련하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증진 시키며， 출산율 

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덧붙여 사회과 교과의 특성상 가치관 형성에만 기여하 

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의 심각성 및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통한 논리적 사고력 증진， 이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 제시 등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하여 학생들이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이의 해결을 위해 사회 

적，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발된 지도 자료와 교사 지침서는 중，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 중 가정 

영역에서 출산·가족 친화에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것들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총 5차시분의 4개 자료이다 선정된 주제는 가족해체 현상 및 세대차이 극복을 

통한 가족친화력 향상，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중요성，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양상· 문제점 · 대책， 저출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선정된 지도 자료와 지침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곧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중등 사회 교과서의 특성상 이 문제와 깊이 관련된 단원이 적 

으므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2차시 정도의 소단원을 구성하여 수업할 수 있게 

하였다.6). 학생 시청각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으며， PPT 자료에는 교수학습 보조 

자료로서 동영상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주로 사례 제시(지도 자료 1, 기 및 

개념 정리(지도 자료 3, 씨의 목적으로 수업 중에 사용되도록 구성되었다 

6) 관련 단원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사법의 보호를 받는 가족 제되디덤돌， 174p.), • 노부모 봉양에 관한 갈됨디딩돌， 17애) 
• 개인의 사회화 과정(고려출판， 156p.), 개인의 역할 갈등과 가족(디딩돌， 154p.) 
• 사교육비 지출 과다(디덤돌， 129p.), 실업 문제의 해결(지학사， 24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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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 

I뜰한파바I도ml륙휴?램친화력 ii위한 확솜 씨| 
딩개관 

·중학교 2학년 

IV. 깨인과 사회의 발천 학습주체 가즉 친화력 향상 

판련 단원 
(고려출판t 지학사) 

·주요 학습 내용 사회 

화/ 가족 해체 현장t 세대 학습자료 학습지， l'!'T, 볼펜 

:;.]-01 
사회화i 가족 해체 현상， 쿄수，학습 

개념학습/탕구학습 출산및 가족 채대 차이/ 도시 가족의 활동 
친화척 영역 역할갈퉁 수업시간 50분(1시간) 

1 사회화를통하여 재정올지닌사회구생훨으로성장함올 이해한다 
쿄과 학습목표 2.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 대혜 이해한다. 

1 가족 혜쩨 현상올 극복하고 가족 내에서 사회화 과정에 척극 

출산빛 가족 척으로 창역할수 있다. 

친화적 목표 2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쩨시할 수 있다 

s. 도시 가족의 역할 갈퉁 상황용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가족 친회혀 가치관의 함양에 있어 사회과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족 제도 

와 환련된 여러 현상들을 탐구함으로써 가족의 중요성을 인지켜인 측면에서 

받아들이제 한다. 특히 최근에 이혼율 급증과 세대 칼풍으로 인한카촉 해 

체 현상은 더 이상 캐별 71촉이 책 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 다. 친화력을 가 

진 안정될 가족 제도를 유지하커 위해서 필요한 사회척인 지원 체채 에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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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뚫학쿄사회과처로자료rI자환!“를 한학슬 -I 
딩교수학습지도한 

단계 수업내용 교수-학습활동 
준비훌맺 

t.외정 

천시학습 확인 사회화1 자아 정쩨생I 청소년 푼화1 채대 학습지 

차이/ 지위와 역할 퉁의 개념을 확인한다 빼부 

도입 
학습목표 학습지 얘서 학습 목표를 다갈이 읽고I 강 교λ} 설명 

략한 설명을 듣는다. 

가족 해쩨 현상의 정 가족 해체 현상의 청 의를 이해하고 사려| 교사설명 

의와사해l 냐틀 분섞한다 

성장 단계별로 사회 2정장 단계별로 가족 내에서 사회화 과갱 소그홈별 

천재 
화 과정에 창여하는 에 캉여하는 방섞을 탕구한다. 

방식 . .. ----. 
사회푼쩨로 부각되는 사회푼쩨로 부각되는 세대 차이 사혀l P!'I 자료 

세대 차이 --------
도시 가족의 역할 갈 도시 가측의 역할 갈풍 사례를 분씌하고I 소그홈별 

풍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탕구한다. 

가족친화력 향상의 도시 가족내에서 친화력이 향상되어야깨 교사설명 

정리 필요생 인의 정쩨쟁 행정과 λ}회 안정에 도용이 환 

다는 것을 이해한다 

a 지도지침 

도입부분에서는 전시에서 학습한 사회화， 자아 정체성 풍 기본 재념을 확인하 

고1 이 학습 내용들이 가족 친화력 약화에 영향을 마치고 있음을 인식하께 한 

다. 소그룹별로 학습지에 기본개념을 정려하께 하고y 제시된 사례에 대해 간략 

한 토의를 거친 후에 각자의 의견을 척도록 지도한다. 소그릅별 활동이 끝냐면 

엠r를 보여주면서 세대 치이로 인한 갈풍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모든 활동이 총료되면 가촉의 친화력 향상이 깨언이나 깨별 가 

족에께만 맡겨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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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등웹 사회과 지덮}료 1: 橋l화력 향상을 위한 웹 I 
형꽁‘ 학생 활품 짜료 

가족 친화력 향상 

1. 지금짜져 배운재념들 

@ 짜기가 촉혜 있는 사획의 언어r 규법r 가쳐환 풍의 푼화를 학습하얘 사회 

의 구청훨으로 생장하는 i훌검흩 (사회화 )라고 한마. 

@ 갱소년기에 짜션의 생쳐확 능력에 대혜 끊임없이 철푼흘 펀지면셔 자션에 

대한 인식흩 갖게 되는벼r 이를 ( 짜야 청쩨챔 }이라 한마. 

@ 청소년들이 갖는 독특한 언어r 챙톨방식1， 7l쳐환 풍흘 ( 청소년 푼회- )라고 한마. 

@ 세대 간에 발생하는 푼화척 *이를 ( 세대 작에 )라고 한다. 

@ λ}혁 또는 핍단 촉에서 체인야 하지하고 있는 위쳐를 ( 져위 )봐고 하며， 

그 위쳐에 학라 기대되는 훌훌 양식흩 ( 역활 } 이라고 한다. 

2. 이번 시간의 학읍 목표 

@ 가족 혜쩨 현깡흩 극복하고 7}족 내에셔 사회혹 햄에 쩍극 컴여활 수 있다. 

@ 사회푼체로 푸각되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땅안흩 져사할 수 있다. 

@ 도셔 가종의 엑할 칼퉁 장훌훌 극복하는 방안흩 체셔활 수 있다. 

3. 가족 쩨체 현장에 한? 

@ 풋 : 견통척인 가폭이 지냐던 결촉력이 약화되고， 결혼 맞 출잔흩 기펴하 

거나 01혼율이 중가하는 둥 왈가족화 되는 현장 

@사혜 

셔율시에셔 "1981년 조사펀 자료에 의하연/ 이훌 칙후에 후현하다는 사랑이 3뼈J 룡 

하다는 사랑이 49%, 재절합을 희망하는 사랑이 :3%, 후회한다는 사람이 "10%였다 

이러한 이혼 충가는 화국 사회에셔 더 이상 얘깃거리가 되지 않는다 "l99S년 철훌 7짱 

에 1짱 풍이던 이혼용 200:3년에 거의 2짱에 1짱 꼴로 압축회었다.(홉건복지부 밭표에 따 

르연 이훌윷 47.4%로서 미국과 스위l헨율 이어 세계에셔 3번째로 이혼융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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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사회과치돼확?랜화력짧을위한 .츠1 
@ 물음얘 맙하기 

• 사쾌빼l쳐 이혼율이 중가하는 훨언을 두 가져 이상 생각해보짜. 

a 여성텍 사회참여윷이 늘색나편석 부부 간에 정쳐1 력이 평등펙지고 위기가 발 

생하였을 혜 대합로 해결하지보다는 쉽λi려 。1흔윷선팩하는 λL폐 7]- 늪고 었다‘ 

쌓 7t폭에 때한 71찌환어 떤회효t여 사회혜셔 썩혼윷 평현하폐 역71-1:: 

형성되었다 

•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뿔생활 수 었는 사회 문체에는 어떤 것에 

었겠는가? 

。 편부， 편모 겨쪽의 언하여 자넉 양육펙 부담01 종까찬다. 

0 δ1혼과 체혼 퉁혜 수반띄는 사회척 비용혀 강71 한다v 

。 출싼율이 낮아칠 수 었다， 

4. 생장 단체별 가족 내의 사회화 과갱 

장년기 

노년커 
· 자깐듣 양휴하고 바른 쟁 I할 습판 교육하?1 
./\f촌에꺼1 i'l!1;영현 훨획 ;;\1혜를 까틀쳐투기 

5. 도시 가족의 역활 갈둥 극복하기 

@ 아버지와 역할 찰풍 사헤 

평범한 회사웬이신 잡돔써는 최근에 어려워진 회사 사정흐로 인해 가측을 돌보는 일에 

신경을 기율이지 못해 늘 미안한 마용을 갖고 았었다. 그런데 얼마 천 연로하선 아버님께 

셔 병환으로 를아가시고 어머님만 흩로 서골에 지내시게 되어셔 셔율에 묘셔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옐마간 어머님을 묘시다보니 아내가 블펀해하는 기액을 자추 보이케 

되어 창시 시청간 여중생 청에셔 묘시케 하였다 그러나 여동생도 남편이 블펀혜 혜셔 다 

시 묘셔컸으연 좋겠다는 천화를 여러 번 하였고， 잡돔써는 이려지도 처려지도 못하는 쳐 
지가 퇴어셔 많용 스트혜스를 받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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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ι“““~~ "‘l - 위 지문에셔 역활 갈둥헤 쳐한 갑돌 쩌의 지위는 어변 것언가? 

( ;약 식， 담편. S'. 뺑 ) 

- 위 칼둥 상황을 왜컬하기 위쩨 좋은 방볍은 어떤 것이 았겠는가? 

〈서 

환푸확 61 경~)쩡 i윤양까 핀 ζ약셔 척 i응씌 Dj í:켠 

o .AJ _ ...... 'ë:! 

청- 얘 

1상영 앞 111 현현 εt. 

J 'L."éf 가 

@ 어며녀의 역할 갈둥 

l 잡순 써는 대형 할인 마트에셔 계산 업푸를 하고 있는 주부이다 납펀의 수입 안으j료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벅차기 애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 오후 1시부터 쳐 

녁 Tl시까지 일을 하기 애문에 자녀듣에게 신정을 많이 쓴지 못하고 었어셔 늘 안쓰런 

P땀을 갖고 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퉁학교 2학년인 룰째 아들이 학교를 다녀와셔 누 

나가 학원을 간 사이 라연을 끓여 벅으려고 하다가 냉비를 엎는 사건이 생졌다 그래셔 

둘째는 한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런 일이 생기자 갑순 

씨는 계촉 일을 해야 할지 자녀 양육에 총 더 신경을 써야 할지 고민하고 었다. 

- 워 지문에셔 엄마로쩌 칼둥혜 쳐환 갑순 써의 역활은 어떤 것언가? 

liÎ륜 중를liJ_ O}야 하ζr 쩍쩔펴 자;쩡씌 강:협음 보 f.ß야 혀;， 쩍활 ) 

- 위 칼둥 장황을 혜컬하기 위혜 좋은 방볍은 어변 것이 있겠는가? 

녀 양육썩l 차정쓸 마착각 

면)'-1 .i1. ζ‘펙 

횡;;<J-녀의 역할칼풍 

1 호풍이는 중학교 3학년 학쟁릭다 료일제를 학교에셔도 하게 되어셔 매월 줄째/ 넷째 

주 로요일용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어 매우 좋아한다 이번 주 토요일도 쉬는 날인데 

특별활동으로 하는 사센반에셔 교외 지 역으로 사핀 왈염 을 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깝 

자기 부묘님께셔 두 본만 시골에 내려가시케 되 어셔 호퉁학교 2학년인 여동쟁을 돔보 

아야 한다고 맡씀하셨다 평소에도 맡썽꾸러기인 홍생인지라 분명 δ1 천구들이랑 밖에 

나가셔 놀려고 할 것 같아셔 제대로 통쟁을 돔불 자신도 없거니와/ 사핀 활염 행사도 

오햇풍안 기다리던 것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었다 

- 워 지문에셔 역할 칼둥에 처환 호동이의 지위는 어먼 것이 있겠는가? 

( 형챙; 오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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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m““ “ ‘ ’- 끼| 
• 위 칼둥 장황을 해컬하기 위혜 좋온 방볍은 어변 것이 었겠는가? 

’ lf-.!l.념혜자l 황챙쓸 r~라고 사할얘1 rt녀오샤략.:il .부팩-드월약 . 

• .1.)천 황형 觸);.}흘 3ε71하:il， 폈 λ생풍 월촬r::}. Î갱딴 경융쩡‘~l 쩌} 
.!;;; .. -..... , 
ε:ε1!ι μ1 

6. 아름다운 가족 10계명. 

@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 충분한 대화시간을 갖습녀다. 

@ 깥에하는 취마활동을만둡니다. 
생 집안얼을나뉘합니다 

f쩔 

행 집딴의 중요한 옐 함혜 결정합니다. 

@ 함쩨 지킬 규칙을셔로 상의혜 만둡냐다. 

행 각짜의 짜거계밭을 척려합니다. 

@ 사회봉사활동 함혜 참여합나다. 

@ 가족의 천통음 이해하고 쩨룹재 딴들어 갑냐다. 

행 가족의 날을 정합나다. 

g앓 아래에 우리 가촉에게 펼요환 계명을 직접 척어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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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웰‘11ι?램활력‘“‘’-
않섭학생 시청각자료 

- Powerpoint로 살펴보기 : 온라인 께 엄 중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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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홈를톨l필를을필뿔흩홉홉졸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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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훌훌롤룰I를I뀔활흩톨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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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챔l과 저돼료 ~廢화력 짧을 위한 협 「듀l 

뺑교사창고자료 

가족 해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환 여러 제도 

。이혼 숙려 제도 :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카정 법원에서 2-3주 

청도? 기갇을 두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제도. 

。모 • 부자 복지법 : 저소득 모 • 부자 가청을 대상으로 양육비 둥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 복지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정폭력/성폭력방지 : 여생 71혹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중임. 필요에 따라 상담소I 긴급피난처I 피해자 보호시설 둥오로 연 

계하여 폭력 에서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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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사회과 rJl닮료 .쁨메 대한 사회적 지원체뼈 협 ‘ I 
딩개관 

·중학교 3학년 학습주째 
가족에 대한사회척 

지원쩨쩨 
판련 단웬 V. 사희 생활과 법규범 

(디덤롤/ 지학사) 학습자료 학습지， 1’l'T, 볼펜 

교수·학습활 
깨념학습t 탕구학습 

출산및 가족 가록의 위기 상황/ 사회 홈 

친화척 영역 안천망/ 육킹}ν 노부모 봉양 
수업시간 50분(1시깐) 

1 사회법의 특징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쿄과 학습목표 2. 법으로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사회 보장 쩨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있다 

출산및 가족 1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에 대한 사회 안천망에 대하여 이 해한다. 

친화척목표 2. 육아 및 노부모 룡양을 위한 사회척 지훨 쩨쩨를 제시할 수 있다. 

사법廠去)은 재인 간 법척 생활을 규율하는 과정 에셔 가족쩨도를 보호하 

는 기능도 갖고 있다. 출생부터， 혼앞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쩍인 삶의 영역 

이라도 법의 큰 테두리에서 벗어냐지 못한다， 이 때， 법에 의한 규율이 사척 

인 삶의 영역을 침범하기 위해 폰재하는 것이 아녀라， 위기 상황에 놓인 가 

족을 지원하고f 각총 사회 보창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71족제도를 보호하 

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야야 한다， 

따라서 본 단원의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현재의 가족과 미래에 소속될 

가족의 삶을 보다 안청척 인 시각에서 구상하게 휩￡로쩌 보다 출산 빛 71족 

친회척인 가치관을 함양하께 될 것으로 키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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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훌를톨를웰훌를를댈를를훨를률를뿔훌. 

딩 교수학습지도한 

단계 수업내용 교수-학습활풍 
준비율빚 

유의정 

천시학습 확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1 사회볍/ 사회 보장 학습지 

과판련한볍 배부 

도입 

학습옥표 학습지에서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고/ 칸략 쿄사설명 

한 설명올 듣는다 

가족에체 닥치는 위 가족에게 탁치는 위기 상황들의 사례를 분쩍 교사설명 

기 상황툴 하여소그룹별로혜걸방안을탕구한다 

사회 안천망 사회 안천망에 대혜 이해한다 소그룹별 
---.‘ -------------

천깨 육.01를 위한사회척 지 도시 부부가 육아를 통혜 겪는 어허용올 지 FFT 자료 

왼쩨체 원할 수 있는 체제를 탐구한다 

노부모봉양올위한사쩍 노부모 봉양을 지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FFT 자료 

척지웬 체제 탕구한다 

;생 리 
사회의 기본요소인가 가족 제도를 보호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쿄사 설명 

족제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천제엄을 이혜한다 

딩지도지첨 

도입 단계에서는 천시 학습에서 매운개념들을 확인하고， 학습지에 척어 넣도 

록 지도한다. 그려고 소그룹별로 학습치에 냐온 다양한 위기 상횡들에 대해 간략 

하게 토의를 거치재 한 후， 조별로 1명씩 발표하도록 한다. 교사는 발표된 내용 

들을 총합하고 사회 안전망의 개념과 제도척인 실천 사례틀에 대하여 간략하게 

철명한다. 이후에는 엠r 자료를 시청하면서 도시 가쪽에게 흔히 닥치는 육아 및 

봉양의 어려움에 대해서 실태를 인삭하게 한 후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척 

인 대안을 모잭하도록 지도한다， 모든 활동을 마친 후에는 카족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치 밀하게 사회적 지원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함과 펌시 

에 당면한 출산율 급감 현상을 극복할 수 았는 대안염을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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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훌흩롤를I홉룹똘톨I톨훌풀훌톨홈I톨 

짝합N 학생 활동 자료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훤 체제 

1. 지금짜지 배운재념들 

@ 대한민국 헌볍 제10쪼에는 “모든 국민은 언간으혹처의 존엄과 가쳐 

를 가지며， ( il혔책 )을 추구활 권려를 가친다"라고 규정하고 었다. 

@ 헌볍에셔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국가 

에 요구할 권리를 가친다고 규청하여r 이 권리를 ( 착설 쉰 )이라 환다. 

@ 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혜 국가자 재입하여 질궐척안 i명둥 구 

현을 목척으로 마련환 볍이 ( 사펙 썼 )이다. 

생 사회볍에는 노동과 환련한 볍， 경체와 환련한 볍， ( 삭월 Ii! ι/쌓 )과 

환련한 볍이 었다. 

2.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에 대한 사회 안천땅에 대하여 이혜환다. 

@ 육아 및 노부모 봉양을 위환 사회척 지월 체제를 제시할 수 있다. 

3. 가족에게 닥킬 수 었는 위기 상황이란? 

φ 급작스러운 실업이냐 사망 포는 컬병， 01혼r 가청 폭력r 교도소 수용 

둥으로 언왜 생계가 은한해지는 상황을 의 며합 

@사례 

.(7~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질풍찌는 25셜에 입사하역 20여 년찬 성실하게 긍무한 직장인이 

다 픔이 블련해서 가사에안 연념하는 아내와 고융학교 2학년인 아들/ 좋학교 3학년인 왈/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닝을 묘시고 사는 갱형켜인 가팡이기도 하다 그런떼 IMf 외환위기 
가 닥치자 회사가 문을 닫게 회어서 그는 약간의 퇴직금을 받고 실업자가 쩨었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던 퇴직금도 생황비와 자녀 교육비로 거의 다 소현하게 되었는더|도 일자리를 

구하지 옷했다 그해서 꾀로쩌하다가 컬국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노숙자 생황을 하게 되 

었고1 낭온 가족온 낄홍씨에 대한 걱챙과 쟁체 곤란으로 많용 어려용을 겪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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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파 사회과지도차료 .쁨때태한샤회적 지원輔 협 I 

때 주몽이는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호풍학교에 다녀는 풍생 2명과 할머니와 함께 쌀 
고 었다. 몇 년 천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다른、도시에셔 일을 하시체 회었 

는더| 얼마 천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고 었다 그래쳐 아버지가 보내주시던 생활비가 끊 

기고， 할머니도 찰수륙 건캉어 나빠지셨지만 젠료는 커녕 변협한 약도 드시지 못하고 

댔다. 주용이는 합당한 협실이 싫어셔 가끔 청울 에냐고 싶용 생각이 듣기도 하지만， 

풍생들이 블짱해셔 그럴 수가 었다. 

횡물음에 합하기 

- 사례 행에셔 킬동 쩌 가족에게 닥천 위 기는 무엇언지 쓰셔오. 

α 칠통 써회 설척과 71출로 씬허1 냥은 71쪽-펙 생져Q까 곤한책캡 

• 킬폼 쩌 가족에게 학천 위 지를 해절하기 위왜 어면 사회 안천땅이 

펄요한차? 

。칠동 셔l까 실깎하였을 때 최소환씩 생계유지를 위한 실렵 수닿이 지급되석 

야 한r.:}. 

i 길동 써7} 7}출하였윷 E해 1강은 가쪽에꺼1 회저 생계벼가 지원되싹야 한다ι 

。 길몫 .J,<171 다λl 취 C겁할 수 있도록 일자려를 일-션하:저냐 쐐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았도록 도확주어야 한다. 

• 사례 뼈에처 주풍의 가족에께 꽉훤 위기는 푸엇언지 쓰셔오. 

Q 씨}버치j끽 연학두갤로 한핵 생활비까 끊겨서 i’냉폐까 곤량해:징 

- 주용의 가족에게 략캘 위기를 해컬하기 위혜 어면 사팩 딴천땅이 활요환7꺼 

i 주홍의 자족혜께 최쳐 /녕제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i 용이 불편한 할머니에게 보전 ).1 비수까 제공되썩야 한i츄? 

i 주몽과 동-생를허 교육을 찰 받을 수 았도록 확7.1사의 광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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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파 A꽤fJ]토!3]료l 같-‘세샤회적 ~원힐I한-

4. 사회 안천방이한? 

@ 포든 사회칙 위협에 대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거l 의료， 생계보호， 

보육l 복지시설 둥을 공혀 언 제도를 통해 보장쩨 주는 것을 의마함 

@ 환국의 사회 안전땅 

~ 1차 안천망 : 월활로뀔을 대상으로 하는 4며 보혐(연금i 의료， 산업체혜I 고용} 

-2차 안천방 : 최손들출을 대쌍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체도와 공공근로사업 

- 3차 안천방 : 위 기 싸합에 처하 사함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와 건강을 

보호헤주는 긴즙구호계도 

5. 가족을 보호하고 지월하는 것은 사회의 책 임이다. 

헬똘 「 꿇훨 
@ 가족의 기능 : 훌산〉‘ 육01'， 노j옴모 훌양r 휴식화 제충청의 출갇r 사회에 노 

톨력 증급r 안갱척인 사회 철셔 유지 풍풍 

@ 가측의 기능흩 효호하교 지월하는 것은 사획7~ 왈견하기 위헤 반드셔 필 

요하마. 가측의 어려용흩 사척언 영역으로 쳐j본하여 사회척 환정 밖의 영역으로 

하지 말고r 가좀의 푼제를 사획가 함체 고면하고 혜컬하기 위혜 노력혜야 한마. 

@ 가폭 찌도를 위혜 사회가 혜 즐 수 있는 것툴흩 장장혜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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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휠훌률률틀I를홉텔표를홉틀훌훨톨홈훌톨훌 

않상‘학생 시청각자료 

- Powerpoi nt로 살펴보기 : 육아를 워한 사회척 지면 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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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좋혈홉힐를I를톨댈표톨훨틀활활훌합톨l 

g앓 동강셉/t 훌흉으로 §영당짧 ;양 
있표.훌훌 A~효l쩍 현~전환 

뼈 정부업혈엽 
끓형훌~mλj짧 [H짧 월[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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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흘헐를톨를I훌를렐홈I뿔를홉를뿔를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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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톨틀를룹훌를톨똘를뭘월를훨웰훌톨톨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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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훨톨톨톨웰를를훨틀뿔활훌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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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끓홉훌률를I를를쩔훨뭘홉를홉틀훌톨.톨l 

뽕교^t 참고 자료 
F 최근 청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천망 실태 

앙보건복지 서비스 일자려 확대 

잉간병서비스 일자려 

。취약제충을 위한 일자리 발굴 

Q저소득충 창업지원 

。연금 빚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O긴급복지지원제도 

。장애인 이품편의 증진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풍 소수자 권려 강화 

。노인수발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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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파사회과지도. 〓삭및고령확m화 씨 ; I 
a 개관 

·충학교 3학년 저출산·고령화푼체 
IV. 현대 사회의 변화와/ 학습주제 

혜컬 
관련 단원 대용 3 현대 λ}회의 푼체 

·주요 학습 내용 . 저출 

산 ·고령화푼쩨 
학습자료 학읍지， 1'1'T, 톨영상 

교수·학습활 
깨념학습/탕구학습 

출산및 가족 
사회푼제인 

동 

친화척 영역 
저출산·고령화푼제를 

직;섭 다름 수업시간 %분(2시간) 

1 처출산 · 고령화의 재념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마 

교과학습목효 
2 저출산 i 고형화에 대한 문제점을 3가지 이상 셜명할 수 있다. 

3 쩌출산의 원인 및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책을 3가지 이상 말할 

수있다 

출산빛 가측 
1. 처출산 푼체의 섬각생에 대혜 인식한다. 

친화척목표 
2 쩌출산 · 고령화 사회의 문제 혜걸올 위혜 노력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져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현대의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지만 이에 대한 

단원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사회 문제로 파악하여 독렵된 소단원￡로 

다루었다， 쩌출산 • 고령화 사회의 양상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러한 문채의 원인에 대해 밝힌다. 이를 토대로 궁극척 목표인 져출산 ‘ 고령 

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특히 처출산 • 고령화 현상의 문 

제점 및 원인혜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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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쐐과 지도랩 ~.s흡산 및 고령화 Å~화문껴 I 
a 교수학습지도안 

단계 수업내용 

천시학습 확인 

교수-학습활동 

현대 사회의 푼제정 질푼 빛 확인 

준비울빚 

유외갱 

도압 I학습 목표 학습지에서 학습 목표를 다같이 읽고/ 간략| 교사 

한 설명을 듣는다 셜명 

저출산 · 노령화에|쩌출산 노령화사회에 판한 뉴스를 시청한| 동영상 
대한 |다 

개념 빚 푼쩨 인식 |뉴스 기사를 분석하고 학습지의 해당한을 채|소그홈별 

위 넣는다 쪼별 내용을 발표한다 

쩌출산 , 노령화의|저출산·노령화의 현황에 대한품영상을 효 

현황 |고 이에 대혜 설명한다. 

저출산·노령화의푼쩨갱|저출산·노령화에 대한 푼제점에 대혜 질푼 I 1꺼'T 

한다 I (풍영상) 
천깨져출산 i 노령화의 푼제점에 대한 톨영상올I 

j보고 이에 대혜 설명한다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노령화의 웬인에 대해 철푼한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이 에 

대해 셜명한다‘ 
저출산· 노령화 사l저출산·노령화에 대한 대책에 대혜 질푼하 

회의 대책 l고 의견을 듣는다 

저출산 , 노령화 사회의 대책에 대한 동영상 

올 보고 이에 대해 셜명한다. 

내용 요약 및 혐가 벼습지를 통혜 내용을 갱려하고 판련 푼쩨를| 학습지 

면다 

정리 l저출산 문제의 심각|저출산 · 노령화 푼체의 심각생 주지시킴 | 교사 

|생 인쇠 및 혜결책 |꺼출산 · 노령화 푼제의 해컬올 위혜 국민 모| 설명 

두가노력해야함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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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파사회과지화료 ;1 저훌잔및 고령화사회문제 I 
[;i 지도 지침 

도업 부분에서 쩌출산 ‘ 고령화 사회에 환한 뉴스를 시청하게 하고 간략혀 

철명한 후 뉴스 기사를 분석하고 조별로 학습지의 벤 칸을 채워 넣게 한다， 

각내용에 대한 발표 후 교사의 의견을 말한다， 소그룹별 활퉁이 끝냐면1 학 

생 시청각 자료를 통해 재념 설명을 한다， 재념은 학습지에 있는 요약·청 

려를 통해 확실히 익히께 하며， 쩌출산 ‘ 고령화가 사회척으로 큰 문체임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및 지도 지침 295 

「~~ii1. J..F~j!f ÃIÆAF.ë 3: Ãi~~ ~ .:i1~iF J..f 문 ‘ I 
§냥‘ 학생 활동 짜료 

져출산 • 고령화 사회 문쩨 

1. 학습폭표 

@ 져훌잔 · 고형화의 게념 맞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혜 철명할 수 었다. 

@ 져출잔·고형확에 대한 푼계캠흩 3가지 。l장 절명할수 있다. 

@ 쩌출산 푼계의 훨언화 그 혜철찍에 대혜 3가칙 에장 말할 수 있다. 

@ 고협화 사회의 노인틀의 활의 철 향상흩 위한 혜컬예흩 3가져 이상 말할 수 있마. 

2. 뉴스 가사 훈예 

다흩흘 쪼금 청에 보았던 뉴스 기사의 내용엽니다. 이를 원교 모둠별로 01-혜 

철푼에 맙하셰A. 

〈져출산고령화/ 챔부와 국민이 함께 풀어야〉 

저출산고형화 포럽에 창썩한 국내외 천푼가를은 사회 천쩨가 풋올 하나로 모 

으는 국민척 의지가 충요하다고 입올 모았습니다. 져출산，고령화 푼제와 판련 

해 각국의 천푼가와 정부 판계자들이 한자려에 모였습니다 세계척 추세인 처 

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용방안을 다 함께 모썩하기 위혜섭니다. 현재 션친국틀 

가훈데 가장 양호한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프랑스는 특히 아동수당체도와 

같은 재정척인 지원올 저출산 극복의 일퉁공신으로 용았습나다- 호주는 가족수 

당 퉁으로 자녀양육 F비용올 줄여 역생들이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챙 활 수 있 
호록 쩨도화함으로써 출산슐←회복에 성공했습녀다. 해외의 생응사례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선진국의 정책 정종이 천 사회척으로 져출산 고령화 해컬에 l' 

나서야 한다는 국민척 인섞어 밑바탕이 됐다는 것압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세 

계 최저수준인 출산슐을 끌어올리기 위혜 쩌출산고령화 총합대책인 1새로마지 

플랜1올 수립해 국가의 역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산 억제정책의 영향 

과 급속한 산업화로 현재 우리나라 출산슐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척극척으로 출산율 을려기에 나서고 있는 만쯤 천망이 어둡지는 않다 

는 것이 천푼가들의 지척압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슐은 세계 최저수준인 

1.1.)8명 장차 인구재앙의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혜 정부와 국민야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이 세계 각국 천푼가들의 쪼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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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활과써페m료”ι“”할 문채 l〓 I 
주요 션친국올 포함한 :3071 OECD 회훨국들은 져출산과 생폰가능 연수의 

상송으로 인혜 공통척으로 인구고령화를 검협하고 있습니다 이쳐렴 출산률 

은 상송하지 않는데 미래 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노인 인구는 지속척으로 늘 
고 있고1 노령인구 부양비 또한 동반 상송할 것으로 예상됩녀다 때문에 재갱 

척으로나 사회척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쩨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 

다. 쩌출산 고령화 대용 국제청책 포렴 제 2세션에서는 공척연금갱책을 주제 

로 스웨렌과 독일의 연금개혁 사려|를 통해 우리외 국민연금 역할과 발천방향 

용 모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마a 펴어슨 OECD 사회정책부장은 한국 

에 대한 사챔l분씩에서 한국은 보험료융은 낮고 소득 대체융은 세계 수준보다 

높다면서 빠른 고령화속도에 대용혜 재청척으로 지속가놓하도록 하려연 급여 

를 즐일 필요쟁이 있다고 지척했습니다 유어웬 마이어로어트 독일연금공단 

국체 협 력부 부장은 독일은 92년과 2α01년I 20여년 세 차례 에 걸쳐 꽁 혀 연금 

개혁올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을 60세→65세→67세로 상향 쪼정하는 한편재인 

연금 쩍립 퉁 보총행 은퇴계획올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중략 >

김정숙 국민연금연구웬은 국민연금의 발천방향과 관련해 현재의 깨혁안은 우 
려나라의 구쩨척 상황용 총분히 고려하지 않아 현실척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연서 사회쩍 합의를 통해 우리에게 척합한 소득보장모형올 구촉하고 발천시 

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찌일까지 계속되는 저출산 고령화 대용 국쩨정 

책포험에서는 선진국 사혀|를 통혜 1보건의료 재정정책’과 t주거정책1에 대한 

혜법도 논의합니다 〈한국 정책 방총 TV> 

• 합계출싼율이란 한 여짜가 평생품안 lØ if 몇 명의 짜녀를 낳는가 하 

는 것을 냐다댐니다. 우리 나라의 합계 출싼율은 몇 명이며r 이는 세계 

어느 청도업나짜? 

。 우리 나략의 합쩨 출산율은 1.08"경야며 세계 획쩌 수준입니다-

- 져출싼 문쩨를 버..il척 촬 혜컬하고 었는 나라와 이들 나라가 설시하 

는 청책은무엇엽녀까? 

Q 프 E쌓.)'-... 샤3률- 럭:::.r장 체도와 }:~;청척 지 J훤 

Q 호주 - 가흑수장 좋직:.，i료 지-뎌양홉 예용쓸 여생 양육과 깎상생 

활쓸‘형행할수 제도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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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뜰학과 사회파 I힐~료 .처훌산 및 뇨령〓싸문재 ‘ I 
• 혜외의 생공사례 뿔표 맞 천문가들의 의견을 총합하면 져출싼 · 고명 

화 문제에 대한 션전국의 갱척이 생공환 큰 요언은 푸엇엽니짜? 

Q 전 사회적..Q..로 져렐잔 고형화 펙결에 냐셔야 한ζ}는 국민척 ‘긴킥 

- 언구 노명화의 훨언은 푸엇입니까? 

U 즙산흘은 상송하꾀 않는폐 마래 수령은 

속척으로 늘고 있꺼 핵문 

남핵 따려 노씬 언구는 지 

• 져출싼 고령화 대융 국쩨청책포럼헤쳐 고명화 사획에 관해 다루고 

았는 분야는 크게 세 분야인데 이는 무엇이고 주뭘 내용은 푸엇이라 생 

각합니짜? 

i 쉰긍 ;정 책 - 노후 쟁 활 자금 마련 문체 

U 보건 펙 료 재정 청 책 • 노후 칠병 환려 및 전강 문제 

“ 주거 청책 - 노후 주거 한정 문제 

3.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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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등학쿄「사회과지따흘m저훌산 및뇨령!I: ̂ .~ ~^fl 그l 

〈고명화 현황〉 

(，에 

100.0 

i!;.0 

ffi.O 

2i.O 

0.0 
1910 1 !Ø)뼈 2000 i!OO5 2D1 0 2D2D = a:ro 

노령인구(6!l-셰 이상) 버융 국져l비율 (단위 %) 

@ 져출싼 • 고명화의 문체첨 

(생산 자 운) 인구의 감소 71.3%(2005년).:>-

(15 - 64세 인구) 53.7%(2050년) 

;뇨생;쳐꽁 성 인장구의 (운 노화령)화 노동생산생 하학 
검재 성장률 수지 하학 

노인 (푸양)인구의 충가 세대 칸량동 유받 
공쩍 연금 기금의 고철 단측 2042년 고철 예상 
정청 대상인구 감소 2050년 "J.1만명 분좀 

@져출싼문체의 월언 

일과 가청의 양립 은한 
‘ 25-29 여성 중 갱제왈통 비율 충가 · 
42. 6% (199이 .:>- 63. 7%(2005) 

자녀 양육획 갱져l쩍 심리혀 부당 
· 보육 비용/ 사교육비 충가 
·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내 육아 지원 감소 
결혼에 대한 소극혀 태도 

컬혼관，자녀관 악화 
출산에 대한 소극혀 태도 

• 갱년 실업률 충가 , 

소득 고용의 블안정 남자 4.9%(199이 .:>- 7.3%(2005) 
여자 "1.9%(199이 .:>- 4.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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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호혹를툴를I를흩률훌훌훌를를훨톨톰톰111 

@ 져출싼 문체 혜컬책 

@ 고령화 사회의 노언 복지를 위한 대책 

’ 국민 연담제도 내실화 

• 사켜 소득 보장제도 확충 

, 노후 소득 보장 사각지대 혜소 

, 노후 건캉관리 기반 마련(건간 보험 풍) 

. 노인 요양 보호 기반 마련 

• 안천한주거 공깐 마련 

활통혀인 노후 생활 보장 1. 고령 천화쩍 교통환경 포성 
• 노후 일자리창출 

@ 고령화 사회의 생장 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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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파사회파”“처훌잔및 고령화사화 채 111 I 
협혈학생 시청각자료 

- Powetpoin(동영상)로 청려하71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및 지도 지침 301 

f뜯B꽤11M"'!‘i휠랩화‘문X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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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훌뭘훌훌훌훌틀뀔훌홉훌훌를훨톨-톨l 

책훌안호행셔협， 

이렇제 CH l:l1한닥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및 지도 지침 303 

톰풍뭘를률률I롤흩훌훌톨를표훌 

뿔교사참고자료 

져출산 훤인 분석 

훌잔여푸 컬정 

/ 
출싼 자녀가 자녀로 

환현 제공하는 인한 칙협 청체쩍 라이프 양성팽퉁 

영향 
을결혀 비용과 욕연 스타일 사회제도 

심리혀 기회비용 욕연 욕‘연 

요인 해택촉연 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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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괴사회 I털f료i 저훌산 및 뇨령”“제 1I 

쳐출산 체고 대책 

출잔융계고 

뤘)* 행훤 
·아동수당 ·낙태방지 ·교육과정 

제도 도압 조기 도입 

대찍 
·출산장려 ·보육체도 ·부모부양 

(~햄책빼 
금 지급 캐션 지원체도 

표웹 

싸
』
 훌영
 센
 

첸
 현
 @ 

애
 
• ’ 챔

 
생
 

출
 輔f 책

 째
 

써
 
선
 

출
 

저출산현황 

출산율 최강I코형화 사회 

i 참고 사에트 

삼성 경제 연구소 l:ttl:p:J Jwww.se:r.i.or잦/ 

‘ IG 경제 연구원 htt:o: 11 www.11?없 .c.oml 

보건 복지부 h안o:llwww.mohw.QQ.l<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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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사회과 지따료 ~ 경제성장과 X활 I 
딩개관 

·고풍학교 1학년 저출산·고형화푼쩨가 

VIJ]. 국민 경쩨와합려쩍 학습주제 경제 생장에 미치는 

관련단웬 
션택 1국민 소득과경제 영향 

성장(충앙교육;24이 

·주요학습 내용 학습자료 학습지， I’l'T, 볼펜 

정쩨성장， 생산요소/ 노톰 

교수·학습활 
개념학슴/항구학습 

출산및 가족 우려 나라의 경쩨 생장융 위 풍 

친화척 영역 해선 출산이 중요함용 인식 
수업시깐 50분(1시깐) 

1. 경제 성장의 요인을 총공급의 판정에서 셜명할 수 있다. 
쿄과학습목표 2 제 생장의 요인을 생산요소의 판점에서 셜명할수 있다 

3. 컴제 성장의 요인 중 노풍 요소에 대해 셜명할수 있다. 

출산빛 가족 1 저출산이 갱쩨 생장에 있어 중요함을 인지한다， 
친화척목표 2 고령화사회얘 있어 경쩨 성장을 위한 노통 정책용 제시할수 있다 

져출산의 문제는 우려냐라 경제 성장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 

라서 이 수업은 경제 성장과 쩌출산 문쩨의 개념을 청확히 이해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경제 성장 단원의 탐구 활동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척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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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펠」사회파 지화}료 9l 경제성장과 저출산 I 
a 교수학습지도한 

단껴| 수업 내용 교수-학습활동 
준비훌빚 

유의정 

천시학습 확인 갱쩨 생장의 의미 질푼 및 확인 

도압 
학습목표 학습지에서 학습 목표를 다같이 읽고/ 간략 교사 

한 셜명을 듣는다. 설명 

;생체 생장 의미 확인 ;영체 청장 의미 확인 후 설명한다 

;생쩨 생장과생 총산응요급소 경제 성창용 총좋급 관점에서 설명한다. 
경제생장과 ;:g제 정장을 생산요소 판점에서 설명한다. 1'1'T 

천깨 
노동과 경제성장 경체 성장와 노동의 판계를 설명한다 

쩌출산·노령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엄한 경쩨 정장푼체 셜명 

경제생장 한다. ---- ----
탕구활동 저출산 • 고령화와 경제 성장 관련 탕구 활품 학습지 

을수행한다. 

정려 
져출산·노령화 사 저출산，고령화 푼제가 정체에 미치는 악영 교사 

회에서의 경쩨 생강 향주지 빛 이의 경제척 대책 생각해 보기 셜명 

딩지도지침 

경제 성장의 의미를 생산요소(노동 투엽)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이를 인지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언한다. 져출산 •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학쟁들이 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이 후 학습지를 통해 탐구 활 

폼을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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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꿇웰뿔뿔월똘훌월↓훨훨훌탤톨톰톨 

짖싫‘ 학생 활동 자료 

져출잔 • 고령화와 경채성장 

@ 노언 칙업 표육 (프랑스) 

중부 투르시의 성인칙업훈련협회(AFPA)에셔 만난 쿠탐(55)씨는 천기때선 일을 천칙으흐 

알고 쌀아왔다 그러나 몇 년 전 회사 홉수합병과정에셔 혜고된 이후 철환체좌 기술을 뼈 
우고 있다 천기보다는 철환 쪽이 취 업하기 쉽다는 협회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의 대표혀인 칙 업훈련기관인 AfPA어| 찾아오는 50대 이상 실픽자는 훈련에 들어가 

기에 앞셔 므두 심리학 천문카와의 상담을 거친다 Æ 경협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르 
게 짜여져 6~9개월 갱도의 훈련기간도 훈련생마다 차이가 였다 천편일률쩍인 우리나라 

와는 다른 탓춤형 교육으로， 훈련생듣용 일정 금액의 보수까지 받아가며 여유 었게 기술 

율습득한다 

1364년에 이미 고형화 사회에 김입한 프랑스는 실업자에 대한 수항지급에서 벗어나 칙업 

훈현 강화라는 근본쩍인 쳐방으로 옮켜간 지 오혜다 장 풀 가르소 협회장용 /’학습이 아 

니라 기업 파견연수 퉁 실푸위주로 훈현과정이 짝여 었다t며 ”취업자 중 60%는 실제로 

파견과정에셔 정해져 취 업도 자연스럽꺼| 이혜최다π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실업자에 대해셔는 국렵고용안정젠터(빼.JPE)와 AfPA 투 기관이 끝까지 추혀해 
가며 재취업을 추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993년에 도입원 t누보 데파흐’(새로운 출밭) 

프로그햄을 예로 듣연 취업알선/ 픽업중련 풍을 실시한 뒤 2년이 지나도록 픽장을 갖지 

못하연 현인을 핫아내 다른 형태의 구칙을 지월한다 

@ 노언 칙업 교육 (독일) 

노인 근로자의 개념을 만 댔제에셔 5Q1애로 낯훈 독일도 50대 이상의 고용유지 벚 재취업 

에 상당히 혀극혀이다. 연방노동고용챙 산하 고용사우소는 5뼈1 01상， 1년 이상 장기실업 

차를 대상으로 8주간의 재취업 프로그햄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료 후에도 1년 동안 구픽 

을보살펴준다 

본 고용사우소 부영 취업왈션업체 t시너지’의 빼르그(61) 수석연구위현용 /’프로그램의 목 

표는 창가자 중 30%만이라도 일자려를 찾도록 하는 것이었지안 혐재는 63%가 취업에 이 
르고 었다’며 "고용사푸소와 유렵연합(E띠/주 청부 퉁 3곳이 지원하므로 창가비는 무료t 

라고 밭했다 이 얘문에 고용사푸소는 1년 이상 장기실업자라는 천제포견을 없애는 방안 

도검토중이다. 

고흉사무소는 한 당에 'l ~2차례 기업 경영진과 실업자와의 자연스러운 안남도 주선하는 

데/ 채취업의 60%는 이를 통해 이뛰핀다 게다가 독일용 민간취업알선업체가 취업율 성 

공시켜도 보상릅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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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한괴사회과.률 경제성장과 i 
@ 우리나라의 노언 직업 교육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50.-64제의 픽 업훈련 창가 

9.6%로 Ql마.3. 44.5%，노르째이 40..0.%，미국 

동에 비혜 a께 낮다. 한국노동연구핸이 지난 
충고령자 고용 기피요인을 조사한 결과 t칙 업능 

이냐 놓률이 열어걷다'(l9.7%): 체력릎쩌l로 힘든 
콘란하다'(1&.0%): 협화에 대한 혀용력이 옐 

%) 퉁이 1，2앞’를 차지했용에도 칙업훌 
큰 관심이 없는 것이다. 한펀 통계에 의하연 셔율중앙고령자취업알선젠터7} 추천 

혜 20.(11 -20.0.6년 9월까지 취 업한 됐셰 이상 1만5498명 중 월 읍여 1φ만 원 이상용 
3.6%에 블과한 반연 60.만 ;.....70.만웬이 24.2%로 가장 많았고 6따1웬 미안도 31.6%에 이르 

렀다 

• 프랑스의 고명 설업짜에 대환 사회 보장 경책의 특생은 푸엇언가? 

( 셜업자빼 I찌환 수당지급색l셔 셋에L} 직업훈련 창화라는 근본최혈 책 

l압으로 확극쩍혈 사회보장 청책을 철-"1 혀고 었다. ) 

• 독얼이 근로자의 깨 념을 딴 55세 얘l셔 50세로 맞춘 이유는 무엇 언가? 

( 보다 아룬 셔가혈 50책3쥬라 노폼짜의 고용을 환려함으로쩌 노좋착 

의 갚용 휴지 몇 채취업을 확극칙으로 보장하기 위해처에다. ) 

• 특옐과프랑스의 중·고명충실칙짜훈련의 공통첨은? 

( 현설과 청책r 셜업;4:와 회샤 캄 연결고리로써의 격협훈련 찢 취업활션 거 

능을 중셔하며 양보다는 철 위주로? 구력혈동을 f혈척하커l 환려챔주고 었다. ) 

- 환국 기업이 중 • 고명짜 고용을 기펴하는 주뭘 이유 g가지는 푸엇언가? 

척업능력01 "4- 능률01 혈어전다， 

쩨력푼4로 렴든 작업01 곤련하다. 

변화-혜 I춰한 켜흉력이 렬 01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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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사회과친l덮뽑 * 경제성장과 저줄잔 I 
• 한국 충·고명 설칙짜들이 i셔울중앙고령짜휘업알션센터i와 같은 직 

업 훈련 기환을 기:펴하는 이 유가 무엇일지 2가지딴 기솔하시오. 

• 직업교육이 채째얀펙 특생을 무시하고 천면엘률쩍에다i 

i 척업교육센터해셔 소개해 주는 옐자려가 때부분 져합금확 란순 

노무칙에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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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훨톨훨I또홉홉틈홉를톨훌띔톨톨-

상잘~ 학생 시청각 짜료 

- Powetpoint로 살펴 보기 : 재 념 학습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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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호lι” ‘ ’성활과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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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좋훌률를I훌홉를휠률I째l딛K 

톨i않훌뿔떻灣뚫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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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활톨훌홉품훌률-톨룹흠톰 

휠교사창고자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실태 

。보건복지 서비스 일자려 확대 

。칸병서비스 일자려 

。취 약계충을 위한 일자려 발굴 

O져소득충 창업지원 

。연금 빚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Q 긴급 복지지원 제도 

φ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둥 소수자 권려 강화 

。노인수발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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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틀“과13화벌 * 경패성짤과쩌활!’ ” ’ 냐l 

I 醫노동앙 뚫강소A회E!ill.ll훨킬소f.1l린 
다 ( 
• 노풍 앞구얀 노흥힘능 노동~ 철흩 훌왜뜨려 [!E 
훌강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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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종활를롤틀I률훌훌훌틀룰톨톨톨톰-톨l 

g 노혈없 양 강소 운셈용 ts융안 !l;용m!정 [성처f 가썰 I I 노뚫않했tH 짧는 끊잉 없능 정g요로 짧잃 I 
~쩔 I 
* 끼 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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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 

가.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본 지도 자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과 가족의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증진 시키며，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가족 건강성과 출산율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또한 본 지도 자료는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중등학교 기술·가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내용 구성의 합리성， 채택률을 감안하여 2명의 가정과 교사가 

협의하여 3종의 교과서7)를 선택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중에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을 추출하였고， 추출 된 내용 중 현행 

교육과정 시행 중에도 활용 할 수 있는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도 자료와 교사 지침서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내용 중 가정 영 

역에서 출산·가족 친화에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것 들 중 5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는 모두 8차시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의 위기 극복(중학교 l학년 

2차시)， 가족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중학교 1학년 1차시)， 가족 간의 원만한 소 

비욕구의 조절(중학교 2학년 1차시)， 건강한 가정생활의 설계(고둥학교 1학년 2 

차시)， 부모 됨의 진정한 의미(고등학교 1학년 2차시)로 설계 되었다. 이들 주제 

는 가정과 교육을 통하여 다른 주제에 비하여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2명의 가정과 교사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도 자료와 지침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곧 바로 활용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학생 활동 자료는 학생 활동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 

며， <학생 활동 자료 1>은 도입 단계에서 지도 주제와 우리 사회의 실제 생활 

을 연결시켜 학습동기를 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성하였디-8). <학생 활동 

7) 중학교-금성출판"'1-， 대한교과서， 통화사/고동학교-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8) 단 ‘지도자료 2’에서의 〈학생활동자료 1>은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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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학생 활동 자료 3>, <학생 활동 자료 4>는 학습 진행 단계에 따라 
가정 교과의 내용 학습과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 

| 중등학교 7쩡과 지덮}료 iBt.l냄폭력을 말한다 ? ’ I 
a 개관 

중학쿄 1학년 

I 나와 가측의 이해 학습주제 7\-정 폭혁 

관련단원 • 나와가족 
-도용이 필요한 가족 학습자료 활동^L 블펜 
(흉화사) 

출산가폭친화객영 
폭력이 있는 가측 

교수·학습활동 문당법 

역 수업시간 90분(2시깐) 

교과학습목표 
1 가정폭력의 깨념을 안다 

2.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식한다. 
출산·가측친화격 1. 가정폭력 해컬올 위해 사회척 도융이 필요함용 인식한다 

옥표 2. 건캉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폭력의 사회척 대안올 핫는다-

가청 폭력은 7차 교육과청의 내용쩨계로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대단원 

F냐와 가족의 。1해a 의 중단원언 냐와 가족a로 볼류될 수 었다. 

우리 주변에는 서로 아껴 주어야 할 카족 관계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를 

쉽게 블 수 있다. 우려 사회에 만연흰 가청폭력은 문쩨의 심각성에도 불구하 

고 가정폭력을 가갱이라는 시칙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척인 문제로만 여겨 

왔다. 부부， 부모와 차녀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은 칙첩척언 경험 여부와 관 

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를 업히제 훤다. 

이쩨 71청폭력은더 이상깨인의 문제가아니라국카와사회가함께 해결해 

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카청폭력융 경험하지 않은 가청의 학생이 

라도 가청폭력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카르쳐야 한다， 이는 

원만하고 건강한 가족간의 관계를 만롤어 가는 바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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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훌짧톱휩톨룹醫뿔활훌뭘톰톰톨톨l 
[;jjJ 교수학습지도한 

교수，학습 
수업내용 교수，학츰활동 유의사항* 

단껴| 
부부싸용과 가정 폭력 부부싸용과 가갱 폭력을 무 학쟁 황통 

의 차이 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차료 1 
도압 수업목표제시 학생들의 반용을 요약한다 

-가정폭력 호소 하루평균 27Q명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 폭력과 부부싸용의 차이 학생 활풍 

점을 알아본다 자료 2 

‘가청폭력에 대한 사회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척 

푼화척 통념 통념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서 

보고 내 생각을 정리해 볼수 

있도록한다 

천7H 가정폭혁에 대한 。" -0"퀴옹를 활용하여 가정폭 ·학생 활동 

퀴즈 력에 대한 개념올 확실히 인 자료 3 
식할수 있도록 한다 

가정 폭력 방지법 Q&A를 활 ·교사창고 

가갱폭력 방지볍 용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자료 

를 룹는다 

학습내용 정려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체 

는 한 가정의 푼체가 아니라 

정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려 모 

차시 수업예고 두의 푼제임올 다시 한번 인 

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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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학파. ‘-‘““‘ ” ’ t I 
a 지도지침 

도입 부분에서는 어느 가청에서나 일어날수 있는 부부싸움과학읍주제인 

가정폭력의 커}이가무엇인지 질문한다， 질문에대답한학생들의 여러 가지 반 

웅을 요약해 주고， <학생 활폼 자료 1>을 작성해 나카면서 71청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제 71한다. 

천재 부분에서는 〈학생 활동 자료 2>를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을 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척 인식과 자신의 생각을 

。， X표시하여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폭력에 대한 생각을 청려해 보고 

학생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치도한다 . .!f.한 〈학생 활 

동 자료 3>의 가정폭력 에 대한 。， X 퀴 즈를 함께 풀어 보면서 가청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Ã}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 

게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아윷러 〈교사 참고 자료> J가정폭력 방지 

법과 가정폭력의 사회척 대안I을 활용하여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을 근절시 

키기 위해서는 사회척인 도융이 필요함을 인식 시키도록 한다. 

청려 부분에서는 가청 안에서 일어낸 여러 가지 문제가 한 가청 개인의 

문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척으로 함께 해결 해 lÞlol= 할 우려의 

문제엄을 인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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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중등학과‘과a털품 lIE펌폭력를밀한11’ 、 씨| 

양꽃i 학생 활풍자료 1 

가정폭력 πI호소1 하루~it 270명(윷 상반키 6만5385건 장담) 

올해 상반기까지 천국의 가청폭혁 상담소애서 하루 혐균 360:션의 상당이 이뤄진 
것으로 집쳐|됐다. 상담 창구에 ;접수훤 가정폭력 피해자 수는 하루 펌균 270명꽁 
어며 가정폭력 상담은 째년 충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냈다-
국회 에 쩨훌훤 자료에 따르연/ 지난 1-6월 천국 36M 가정폭력상담소에서 13만 
1445천의 상람이 실시됐고 그종 철반가향임 6만5385천은 신쩨척 갱신척 폭력에 
관련원 것으로 분여 됐다 상담을 통해 드러난 가정폭력 피혜자의 수는 4만9282 
명 에 어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깐(3만옮40명)애 비해 35%나 중가될 수치다. 가 
정폭력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2004년 19딴3439건， 2005년 22만6601건으로 째년 중 
가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 펴혜자의 수도 2애4년 6만8786명 에서 지난해 7만4910명 

으로 늘고 있다. 
을혜 상반기 가정폭력 펴혜자의 연령 대를 살펴북연 40대가 34.1%(1만6802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가 29.8%α만뼈65명 ), 50대 가 14.5%(7141명)로 그 뒤를 이 었다 
딴19세 이하 아톰과 청소년 피해자도 1003명으로 2.1%를 차지했고 그중 만 13세 
미만 아풍 피해자는 207명(0.4%)이었다. 
한편/ 한국역생상당센터가 척근 서울시내 기혼남녀 818명(여성 552명/ 남정 266 
명)을 상대로 실시한 셜푼쪼사 컬과 남정 세 명 중 한명 (33 .1 %)이 푸부 칼퉁 시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죠사대상 여생 충 남편에게 폭혁을 당 
했다고 용답한 비슐 도 31.0%로 집계됐다 지난해 역정가족부가 실시한/죠사에서 
도 부부깐 신체척 폭혁 발생률이 28.4%였던 것올 고려해 볼 t빼 가정 폭력 발생 
률은 출어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기현(국회여정가족위원회)의원은 !긴급죠치를 포함한 캠찰의 재압 캉화/ 사건 
쳐려기간 단촉1 펴혜자 보호명령체도 신셜 퉁이 포함될 가정폭력특허|법 깨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a며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고통을 출여주기 위해 하루빨리 
법 재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지쩍했다-

출처 . 푼화일보(2006.9.27) 

위의 기사를 얽고 느헨 첨을 쩌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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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 j냉과 지도자료 nl 

헬학생 활동짜료 2 

v 71청폭력의 청의 

’부부싸움’과 ')t정혹력J을 쳐이를 아래의 빈 칸에 쩍어 봅시다. 

양 가정 폭력 *부부싸용 

F 가청폭력의 유형 

몇현환P 웰현현뺏 얘월훗〕 

찰기/ 뒤흔들기 말로 상쳐 주기 
과거 생쩍인 일 비난하기 

신체에 대해 생척인 비난하기 
밀치기t 뺨 때리기 무시하기 

정척으로 비하하는 욕하기 

i i 

주댁으로 때려기 경제척 학대 싫다는데 생행위 요구하기 

발로차기 구속하기 원치 않는 생챙위 강요하기 

4 4 
옥쪼르기 

련될] 구타후 정판겨1 하기 
흉기(찰1 홍풍이 퉁) 

흉기로 위협하여 생판계 하기 
사용하기 

• 4 i 

살해하기 l | 지살하기 | I 강간후살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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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풀폼홉펄웰휠웰똘홉훨댈뚫폴훨훨톰톨톨 

~ 가갱폭력 에 환한 사회 문화쩍 통념을 람은 글엽니 다. 가청폭력의 유 

형얘l 속한다고 생각되는 문장에 α X 표시를 혜 홉시다. 또 내 생각 

과 깥으면 。， 다르면 X 표시를 혜 봅시다. 

가갱 내 

번호 내용 폭력 생각 

l‘O. )<) 。)<)

1 북어와 여자는 시-훌에 한번씩 패야 원다. 

2 여자가 맞용 갯올 했으 나짜 맞는다. 

3 말로 안 되연 봉퉁이가 약이다. 

4 부부사이에 일어 1냥 일은 남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5 자식은 엄하체 다루어야 한다. 

6 부부싸융은 찰로 움 베기다 

? 못될 아내는 때려서라도 킬들여야 한다 

8 스트레스때문에 때련다 

9 슐 때푼에 때려게 횡다， 

10 사랑하기 때푼에 예련다 

11 가정 내 폭력은 가정사다 

12 암활이 올연 집안이 망한다 

1:3 아내와 아이들은 남자의 소유녁뭄에 다 

14 남자는 집안의 가장임으로 집안을 통체해야 한다 

15 여자는 집안 살림만 혜야 한다 

16 아내가 좀 더 잘하연 남편의 폭력은 없어 겔 것이다 

17 여자는 삼총지 도를 지켜 야 한다(아버지1 남편/ 아들) 

18 
여자들은 모든 연에서 열퉁한 폰재이므로 남자를 따르고 순총 

해야한다 

19 여자가 좀 더 창고 찰 했으연 남자가 때 리지 않았을 것이다-

20 냐이 들연 나아질 것이다 

출처 서 울 여생 외 천화(2005).폭력 종! 대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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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 j냄과 fl티}료 폭력흘-“‘ I 
u 혹시 71청폭력에 포함되는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깥은 항목이 었었 

나요? 만약 었었다면 에변 향폭엔지 핫고1 왜 그렇께 생각하는쳐 이유를 

쩌홈시다. 

繼 71청폭력과 내 생각에 짧 
포두.101 표시 한 것을 쩌繼 

홉시다. 

짧 (번호는? 내용은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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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등학과 7랩과 지도자료년냉폭력을말한ι I 
灣학생 활동짜료 3 

f 자청폭력에 대한 O;X 퀴흐 

1. 가청 폭력은 법으로 쳐별 활 수 었다，._--••• _. •••••• ••.• 口

2. 부모가 냐에게， 내가 동생에게 욕하는 것은 찰뭇이 아니 다 口

3. 신체척으로 예라는 것만이 71갱폭력이 아니다‘"- 口

4. 이웃에셔 가갱폭력이 얼어녔을 예 참천해처는 안 뭘다 口

5. 아와가엄마를예라는것은두사람딴의문쩨이다‘ ••.• 口

6. 잘못하면 예릴 수 있다_ ........ -•••••.•••••.•.•••.••• _. 口

7. 션생념 에게 가청폭력 상담을 한다는 것은 창피한 엘이다 口

8. 부포를 경활에 신고한다는 것은 았을 수 없는 일이 다 口

9 이혼한 어머니가 아버지에재 폭력 당하는 것은 가정 폭력이 

아냐 다 .• ----- ‘ ------------------- 口

m 가갱 폭력은 특별혀 예방활 방볍이 없다‘ ••.••• ‘ .• -.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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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가정과 지도자료 [1 가정폭력을 말한다 l I 
훌 0언지， )(언지 헛칼리세요? 아래의 I알아 둠시마!'를 얽고 풀어 보세요 

야주 협게 풀 수 었습녀다. 

* 알아줍시대 
• 1997년 1가청폭력범죄의처벌풍에관한특별법’이 제청되어 1998년부터 

시챙퇴었다 

• 가청 안에서 예사롭게 하는 언어켜 폭력도 가정폭력이다. 

;. 7}청폭력은 신체켜 뿐만 아니라 청서켜， 언어척I 성쩍 폭력도 포함뭔다 • 

• 가정폭력을 안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의무까 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 

풍에관효L특별법1 쩨 4초) 

•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째가 아니고 사회켜인 문째이며 여성차별의 극단 

척언 표현이다， 

• 맞을 켓이란 없다， 누구나 잘못이 있을 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 가청폭력의 문째는 집안의 푼제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해결 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에께 알려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회척인 문쩨이고I 범최 

행위이기 혜문이다， 

•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이기 혜문에 가족구성원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 

• 가족구성원 안에 이흔한 부모도 포함원다. 

• 7}청폭력은 사회켜언 문쩨이므로 홍보， 교육을 통하여 예방할 수 었다. 

출처 : 서울 여성의 전화(2005). 폭력 총1 대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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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7뱀파1]돼I료 111뺑폭력을 밀한다 [ “ 껴 l 
훌교사창고짜료 1 

• 가갱폭력방지볍 Q&A 

u 가청폭력특례볍의 목척은 εJf엇인가? 

•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청의 평화와 안청을 회복하고 건장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척으로 한다， 

u 법척으로 가청폭력은 어떻께 청의 뢰에 었냐? 

• a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사이의 신체척 청신켜 또는 재산상 피해 

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u 가청 폭력 방지볍에셔는 “71청구성월”의 범위를 어다짜지 말하고 있 

나? 

• 째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깥힘 또는 매우자 관 

계에 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짜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천자환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읍)에 있거냐 있었던 자. 

u 혼언 신고 없는 사설혼 부부도 특례볍의 혜핵을 받을 수 었냐? 

• 법의 척용대상을 넓게 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환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청구성원에 포함시커고 있으므로 특례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었다. 

u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하게 되냐? 

•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은 특례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냐 민법 및 가사소총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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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 1펌과 지로자훌 ‘력을 *땀 〓 1 

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rr 누가 신고활 수 있냐.1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께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환에 신고할 수 있 

다， 

rr 신고하면 경활환이 어변 도움을 주나? 

• 1. 범죄행위의 쩨 ?:1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빚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환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청에 의하얘 염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 

음을통보 

rr 엄시 명령은 어떤 혐을 가지고 았나? 

• 1. 피해자 또는 가청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풍 격려 

2. 피해자의 주거1 직장 풍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 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rr 첩근 금지 명명은 최대환 몇 개월 품안 내려철 수 았냐? 

• 6개월 동안 내려 질 수 있다. 

F 언제 불쳐푼 절정을 내리나? 

•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고를 제기할 수 있거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 범죄반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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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등학과뺑과지토자료 킨?‘력을밀한L 꾀| 

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척인 의사표시를 한 때 

2.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냐 할 필요카 없다고 인청한 때 

3. 사건의 성칠J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습택 풍에 비추어 가청보 

호사건으로 처려하여 척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청한때 

F 보호쳐분 명령은 어변 협을 갖고 았나? 

•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점근하는 챙위의 제한 

2. 친권자인 챙위자의 피해차에 대한 친권행사의 쩨한 

3. 보호관찰풍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병령 

4. 보호관찰풍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환찰 

5. 가정폭력방지맞피해자보호풍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당소들에의 상담위탁 

F 보호쳐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뢰나? 

• 보호처분이 확청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정 

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rr 째장명령이 란 무엇인가?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척인 물척 피해 및 치료비손해 

의 배상 

’ 가청폭력의 사회척 대안 
‘ • 학교는 가정폭력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략 

•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범최행위임을 인식시킨다， 
• 가족단위의 쉴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함쩨 안천하게 보 

호받을 수 있도륙 사회복지서 버스를 확충해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볍이 실질척으로 폭력이 차단 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출처 : 서울여성의 전웰2005)， 폭력 총! 대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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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뚫햄 I첼괄 i동낀f륭EI단늑싸m 싫떠! -

딩깨관 

중학교 1학년 
학습주제 

부모 ·자녀 깐의 

I 냐와 가옥외 이해 의사소통 

관련단훤 • 나와 가족 관계-
부모 • 자녀 깐띄 의사소통 학습자료 활동지I 볼펜 

〔금성출판사) 

출잔가족친화걱 가족칸의 효과적인 교수·화슴활풍 문제해결학습 

영역1 의사소통 방법 수업시칸 4&분0시칸) 

:;;!과 학습목표 
1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볍에 대하여 안다 
2. ’나 천달법1으로 대화 할 수 있다 
3 부모 · 자녀 깐의 을바른 의사소통으로 가옥깐의 친밀캄올 높 

출산가측친화척 일 수 있다. 

목표 2. 바랍직한 의사소통으로 화목한 가종관계를 만들 수 있을 뽕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에서 훨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부모 ·자녀 간의 왜냥통은 중짝교1학년 교과서 대단원 F나와 71족의 이해a 의 중단원인 냐와 

가족 관계로 분류되어 있다 

이 단원에서는 71족의 의미를 바로 얄고 바람직한 71'족 관쩨를 이룰 수 있는 효과척인 와사소통 

기술을익혀 7~족간의 갈퉁을 해소뼈 화목한 가짧계를 이훨수 있도록 핸.71촉구생원으로 

서 3낸과상대방의 행욕을힘껴l 중진시켜 나가는생숙한사회인의 바탕을 습득하도록 하고자한다 

가족관계는 이해 • 관심 • 폰경 ·감사하는 마음을 λ뀔 진첼뼈 표현훨때에 더욱 의미 았고 밀 

접하께 될 수 없며 협원。ji댄의 복척 • 기I뼈· 앓에핸 것· 좋}훌}는 것 풍을 확실하게 표 

현할때에 불필요한갈뚱과불만을 예방할 수 있다 그퍼므로 71족 간의 와샌통은 III우 중요한 의 

미를 폈l 되는데， λ댐과신뢰를 H댐￡로 챔틀에게 자기챈을 내보이 려는 노력을 뺀 어느 누 

구보다도 친밀하고원만한 괜l가 뺑될수 았으며， 이는사회에 나아가원만한대언 행l를 형성하 

는 중요한기할}된다 가족내의 왜}소통의 내용과 질은2배의 의사소통 종Þ1력에 n뷰큰 영향 

을 미핸로， 7쁨 간에 활빨 의λ}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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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중등학과 챔과 지도자료-펀 사짧아싫on 시| 
a 교수학습지도안 

포수·핵습 
협내용 화·학짧똥 유의λ방* 

햄| 

천시찍습내용획씬 속당이냐 명언흩 흥해 외λ낭홍의 중 국싹창고 

도업 
찍시소흥끽 판현환 속염이냐 요성을찾아본다. 자료하냐 

명언알아보기 

수업목휩I셔 
나갱당법 ，나 천달법얘 대해 알아효기 핵，，~ 읽기 자료 1 

‘나 청혈법으로 바뀌 말해보기-나 천달 a얘 활풍 :>.1료 l 

법올 7냉환 너 천딩법야 행I 않도록 

천깨 
듣기와 말하기의 달안 되기 듣 풋엠기했와 말-하--기-의---당-인 되기 팽}J.l 해 ‘학~활종자료 2 

보기 

명소에 바웹한 뺑용 하지 못한 학 표lA}참고 자료 2 

생들을충청찍습시킨다 
찍홈애용;생려 다함께사념흉 ·학생 읽기 자료 

정리 껴}웹한의시소홍 -p냄찍 푼옴여는옐쇠 2 

차시예고 

a 지도지침 

도업 부분에서 학생들은 의사소통과 판련된 속담이나 명언을 발표하고 그 

뭇을 음미해보며 부족한 부분을 교사가 〈교사 참고 자료 1>을 활용하여 보충 

설명해준다， 

전깨부분에서 학생들은 〈학생 읽기 자료 1>을 얽고 나 천달법에 대하여 알 

아본 후 〈학생 활동 자료 1>의 상황틀을 나 전달법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또한 〈학생 활동 자료 2>의 평가지를 통하여 자신이 평소에 의사소통의 중요 

요소인 찰 듣기와 말하기를 얼마나 잘 하고 있었나를 반성해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청리부분에서는 〈학생 읽기 자료 2>를 다 함께 낭총해보면서 

부모 • 자녀간의 바람직 한 의λ}소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71족 간의 친 

밀감을 높이고 화목한 가족 환계를 만들어 갈 수 었는 능력을 키른다.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및 지도 지침 331 

중등학교 가정과 저토자료 1m 사호정~ 힐m 
앓뽑학생 활품자료 1 

).q，;~헌잘생효;‘로 넬H; 

흩중학생인 왈아이가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공부는 안하고 옴악만 듣고 있다 

@챙풍 · 웅부는 안하고 용악만 듣고 있을 때 

@영향 시헝생척이 나쁘게 나올까봐 

@느낌 : 걱정이 된다 

@웬하는 것 용약은 그만 듣고 동부를 열심히 했으연 좋졌구나 

~t킥 천달볍 · 년 정션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보졌 니? 상환도 없는 용 

약이나 를으면서 어떻께 하려고 그래 용! 

.나 천달범 시험이 내일인태 용약만 틀으나 시험결과가 나쁘게 냐오채 될짜 

봐 걱정이 원단다 이 제 용약은 그만 듣고 공부를 했으연 좋겠구냐‘ 

〈상황 1> 

중학생인 딸아셰가 아무 연라도 없이 쳐녁 늦께까지 안 들어 왔다 

@행동: 

@영향: 

@느낌: 

@원하는 것: 

*너 천달볍 ; 도대쩨 어디 갔다 이제 와? 지금이 몇 시니? 왜 천화도 없이 

늦게 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어! 

@냐 천달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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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뀔 가철과j자료 .. 판 사오정OI 쐐-ι. 
〈상황 2> 

중학생언 아들과 친척 병문안을 가키로 했는데 약속한 시간보다 늦께 집에 

와서 허퉁치퉁 서둘러야 했다. 

@행동: 

@영향: 

@느낌i 

@원하는 것: 

*너 천달법: 너 때문에 시간을 버렸잖아. 같이 가기로 했으면 제 시칸에 와 

야지 향상 멋 대로니! 

*냐 전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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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7법과 7\1힐벌 m는자모정m 싫어r “ l 
협혈학생 활동 자료 2 

i c ” 

〈듣기의 딸인 되기〉 

호철활Cr}라 ι τ 폐 

냐는 다릎 사람의 발흩 찰 튿고 였는지 혐가혜 효자.(그렇다고 생각하연 0표) 

9환섭을 가지며 상대 말에 집중한다(시션1 자세/ 몸갯I 표정으로 표현). 

9상대 이야기를 방혜하지 앓고 듣는다. 

※우시하거나 셜쿄하지 앓고 듣는다. 

。셰야기를 들으며 찰 듣고 있용올 표현한다(그래J 그렇구나， 용-) 

9듣는 내용과 판껴l 없는 산만한 행풍을 하지 않는다 

<>다릎 사랑의 말이 끝날 때까지 창고 기다련다. 

<>다릎 사람이 말하는 중애 다를 얘기를 하거나 시계를 보지 않는다， 

0;자신이 들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플으연서 내 감정 올 크게 내세우지 않는다. 

[>듣는 태도에 대해 내자고쳐야할점이 무엇인지 친구에게 물어보고 켜어홉시다， 

출처 : 천국가청과교사모임(2006).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족이야기.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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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 펌과〓f륙샅 〓 I짧{i ’ ”-
〈말하기의 랄언 되기〉 

냐는 바람칙환 빵법으로 말하고 있는지 자신을 혐가혜 보자.(그렇다고 생각하면 0표) 

ô의사소통애 도용이 되는 시칸확 장소를 션핵한다 

@듣는 사람의 입장용 고려한다(처지/ 나이1 생별 풍). 

0;자신 의 느낌/ 감정 퉁올 정 확하게 셜명 한다. 

δ상대 행동흘 탓하기보다 그로 인한 냐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9사람 천쩨를 버단하지 않고 잘못됨 행품을 구쩨쩍으로 지척한다. 

ô언어와 비언어척 표현흘 일치시킨다‘ 

9긍정 척인 언어를 사용한다. 

ô:지나친 짜기주장이나 독셜척인 말은 하지 않는다 

Ô，격려하거나 지지/ 청찬하는 말올 추로 사용한다 

※상대가 들올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한 후 말한다 

c>말하는 태도얘 대해 내가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친구애채 툴어보고 적어홉시‘다. 

출처 : 천국가청과교사모임(200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촉이야기，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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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 t!l털}료〓L띈사호정이‘“ ’“I 
헥형학생 얽기 자료 1 

L 나 활활법、뼈 대혜 알.~f홉께f해 

〈냐 천달법과 녀 캠달법〉 

말하는 방법은 누구를 주어로 하여 말하는가에 따라 나 전달법과 너 전달 

볍으로 나눌 수 있다. 냐 전달법은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상대방의 행 

동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느낌。1 1.:j- 생각을 설명하는 것이며 너 천달 

법은 상대방이 어떠 한 가에 중정을 두어 말하는 것으로 너 전달법으로 말하 

게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기 쉬워지는 반면 나 전달법으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는 자신의 감청을 솔직히 전달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갈풍을 피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입장에서 불만스러운 청소년 차녀의 행동이나 태도I 

습관 둥으로 인한 칼둥이나 문제 상황에서 나 전달법의 말하기가 효과척이 

라고 할 수 있다. 

<L} 천랄법의 구생 요소〉 

냐 천달법은 자녀의 행폼이 부모 자신에께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경우 자녀가 끼치는 그 영향과 행동， 그 영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느 

낌을 자녀에께 알릴 수 있다면 자녀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고 할 뿐 아니라 부모 자신도 감청이 있는 인간척 존재라는 점을 아 

이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다. 냐 천탈법의 4가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 없는 친술 

@그 행동이 냐에게 미치는 구체척 영향 

@자녀의 행품이나 행풍으로 언한 영향에 대한 어머니 óll 나의 감청이나 느낌 

@구체척으로 원하는 바를 진술 

구체척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쩌녁 뉴스를 듣고 있는데， 아아가 자 

꾸 떠들어 뉴스에 집중할 수 없는 장황입니다. 

0 4.요소를 갖추어 표현해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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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뺑과 ~당벌 .. 띤써정m싫머「 γ I 
<D내가 져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네가 떠들면(행동) 

@냐는 짜증이 난단다f감정? 느낌) 

@왜냐하면 뉴스에서 무슨 소려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구체척 영향) 

생뉴스를 툴을 수 있께 초용히 해 주었￡면 좋겠구나(원하는 것) 

〈나 캠달법이 효과척언 이유〉 

1. 부모가 받아들이기 힘든 행폼을 바로 좌기 위해 자녀에께 영향을 미치는 

데 효과쩍이며 자녀의 성장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청척이다， 

2. 자녀의 행폼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솔직하께 이야기하므로 자녀의 

져항이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낮다. 

3. 전척으로 자녀가 행폼변화의 책엄을 지도록 하므로 효과척이다. 

4. 자녀 쪽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청을 전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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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등학파 ?냉과 ~당}료 1m 싸정~ 싫어. 
짧학생 얽기 자료 2 

용 의사소통에환한 시 ι 

·마읍의 문을 얘는열척 

사람을 움직이는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다. 

대화의 질은 서로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나 찰 들어 주는가에 달려있다 . 

. 같은 요구라 해도 자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요구에 더 찰 따른다.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가 

천제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일 풍을 했던 사람이 사회에서 

가장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냐는 자신의 감청을 조절하고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젓이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지척인 능력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옳은 말 하는 사람보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좋다， 

아이틀이 가장 튿기 싫어하는 말은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부모가 많이 쓰는 말일수록 。}이들에게는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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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혈퍼 챔과지통~륨111사휴정I 싫on 1I 
펼요하며 옳은 발언데도 말이 다， 

옳은 발언 줄 알면서도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부모가 아이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감정을 인청해 주는 n공감랜mpathy)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공김어 없으면 

아이들에께는 간섭으로 들릴 뿐이다. 

조려 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러위한다고 향상 좋아 하는 것은 야니 다， 

자기주장을 똑 옐어지게 하지는 않지만 

내 입장을 찰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는 

시기할 필요도 없으며 부담을 느끼지도 않는다. 

존경받는 상사냐 훌륭한 부모는 

상대의 입장이나 쳐지를 배려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함께 느끼며 

이를 효과척A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이민규(2000).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친다.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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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등학교 ?랩광 지로자료 1 사“{ ’ ‘”‘l 
훨교사창고짜료 1 

μ4:웬사깅i통과관할훨!ι램i람과벤션 1 

가는 밭이 고아야 오는 낼 자기가 먼쳐 남에게 짤 대혜 주어야 남도 자기에게 찰 
이곱다 대해 준다는 의미 

가용루 할는수 철륙수 거륙철 고와지고 맡 
어진다 

밭이 많용을 정계하는 의미 

낮밭용 새가 듣고 밤 밭용 아푸리 비밀히 한 밭도 누군가가 듣는다는 뜻므로， 항상 
취가 듣는다. 맡조심을 하라는 의미 
맡 한 마디에 천 냥 빚도 

발반 찰 하연 어옛 어허용도 해컬할 수 었다는 의미 
갚는다. 

밭 없는 밭이 천 리 간다 맡을 삼가야 함을 정계하는 뭇의 의미 

밤 밭용 취가 듣고/ 낮 밭 비벌히 한 많이라도 새어 나가기 쉬우니 늘 밭을 쪼심하 
용 새가듣는다. 라는의미 

률이 질을수륙 소리가 없 사랑이 찰날수륙 짤 난 체하거나 어벌리거나 하지 않느 
다 다는 의미 

사돈 남(의) 밭 한다 제 일용 렷혀 놓고 남의 일에안 창건함을 이르는 의미 

소더러 한 망용 안 나도 처 
아우리 가까운 사이라도 밭을 조심하라는 의미 

(쫓)더러 한 밭용 난다 

아해 다르고어 해 다르다 
팔용 내용의 밭이라도 밭하기 나름으로 사풋 당라천다뇨 
의1J] 

용식용 짤수록 출고 밭용 벅을 것용 벅을수륙 주나 밭용 할수록 보태져/ 경첩을 
짤수록는다 수 없게 되는 것어니 밭을 삼가라는 의미 
업용 비톨어져도 밭용 바로 

언제든지 말을 챙칙하게 혜야 한다는 의미 
해라 

밭 많용정용장맛도 쏟다 가정에 밭이 많으연 쌀렴이 찰 안 흰다는 의미 

남의 맡하기는 식용 촉 벅기 
다른 사합의 망율 이야기하기는 마치 식용 촉 마서는 것 
같이 쉽다는 의미 

어련아이 밭이라도 귀 담아 어린아이의 밭일의지미라도 찰 받아들일 것이 었으면 귀당아 
들어라 들어야 한다는 

밭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도리에 잊지리 않에는 맞 밭는을 밭 해필셔 화를 당할 수 있으나 항상 
밭하지 아니함안못하다 신충하게 도 을 해야 한다는 획미 

범도 제 밭 하연용다 
남의 밭을 하자 P댐 그 사랑이 용다는 의미 
(당사자가 었다고 함부로 흉을 보지 밭라는 의미) 

혀 아혜도꺼 들었다 
제가 한 밭 애운에 촉을 수도 였으나/ 밭을 항상 조심하 
라는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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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 j냉파I화펄밍aι 렁 싫‘” 샤1 

훌교사참고자료 2 

1.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2. 잘한 점을 구체척￡로 칭찬하라， 

3. 가능한 한 공개척으로 칭찬하라. 

4.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환하라， 

5. 사량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6. 거짓 없이 전실한 마음으로 칭한하라， 

7. 긍청적인 눈으로 보면 청찬할 일이 보인다 

S. 일이 짤 풀려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9.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10.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출처 : 켄 블랜치드 외 (2003) r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JI 21세기북스 

1. 푸엇보다 01이의 체변을 살려주어라. 

2. 척당히 말을 삼켜라， 

3. 대화의 척신호와 청신호를 놓치지 마라， 

4. 숨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퍼즐을 맞춰라， 

5. 아빠의 자리를 쩨대로 잡아주어라， 

6. 찰못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라. 

7. 협상의 기술을 때워라， 

S. 당신의 감청을 꼭 이야기해주어라. 

9. 되도록 I업 꼬려1를 올려고 t눈 꼬려’를 내려라， 

10. 대화시간어 부촉하다면 가족회의냐 휴대폰， 편치냐 반성문 쓰기를 활용하라， 

출처 : 신의진(2005). 현명한 부모들이 쪽 알아야 할 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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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가웹 지로자료 &lI 우리 형편에 다 살주없어요! I 
딩개관 

중V학-생교활자 2학원년과 학습주제 
가측칸의 소비 

환경외 욕구 쪼컬하기 
관?l 

판련단원 ·자원의 활용과황검 
-가족이 사용 하는 
자원과칼퉁 

학습자료 활풍지/ 색연필 

(통화사〕 
출싼가촉친화적 가옥이 사용하는 자원과 교수·학습활동 문제해결학습 

영역 칼퉁 수업시깐 4&분n시깐) 
1. 내가 원하는 자원이 옥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갖고 싶은 것 

교과 학습목표 인지를구분할 수 있다 
2. 나의 씀씀이에 대한 욕구를 쪼청과 합의로 쪼철 할 수 있다 

1. 가측 깐씩 소비 욕구가 상충 될 경우 가측 간의 혐의를 통하여 쪼 

출싼가족친화적 목표 
철할수있다 

2 소비욕구를 쪼철할 왜 다른 가옥의 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태도 
를 킬러 가좀웬외 유대감을 높인다 

가족 간의 소비욕구 초절하기는 현행 7차 교육과정의 내용 채계로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대단원 F생활차원과 환경의 관려a 의 중단원인 자원의 활용과 환 

경으로분류될 수 있다， 

우려가시는 현대사회에서는새로운장품과서비스가매일 쏟아져 냐오고 있 

다. 또한 TV, 신문I 영장 매체， 인터넷 사이트， 지하철 안I 버스 택시 둥에 넘쳐 

냐는 광고들 짜지 우려들의 소비를 자극 하고 었다， 

이 러한 사회에서는 갖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는 차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단지 갖고 싶은 것언치 쟁각해 보는 태도 가 필요 

하다. 또한 내가 펼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이 자신의 욕구를 참고 

양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부딪치는 속에셔 서로 요구를 

조절하거나 그것을 구입하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1 구업 하 

더라도 만족스련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탐색해 보는 활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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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과 1뱀과 지털품3: 3f2.1 ~aØlI 다 ” 없‘L I 
딩교수학습지도한 

교수·핵습 
수엽내용 교수·핵짧홍 유찍λ}했 

딘껴| 
천시 수업내용확언 ·용돈은 어떻게 마현하고 주로 어디 학갱 활동 

도업 수업목표제시 에 사용하나요? 자료 1 

-갱소년의 소비행동 
내가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이 ·갖고 싶은 물천이 필요한 이유도 학생 활똥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보기 함께이야기혜 본다. 자료 2 

우리 가족이 필하는 것 객어보기 ·마언드볍올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가족이 
(마언드업) 빨깐잭j 그냥 갖고 싶온 것은 파한 훤하는 것올 미 

천깨 잭으로표사한다 리 확}해 온다 

꼭 훨요한 것 중때서 우선순위를 

지속 가능한소비 졌·소한비단욕-구--초쩔이 훨요한 이유를 생 -교사참고 
로하스 족의 뭇알아보기 각혜 흩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자료 1 

학습내용정려 ·가좀의 소비 욕구를 초컬하는 것뿐 
정리 ‘차시예고 만 아니라 자원의 산중한 사용도 함 

께쟁각 할수있도록 현다 

뎌지도지침 

도업 부분에서 〈학생 활동 차료 1> '우리들의 용돈 씀씀이y를 활용하여 자신의 

용돈 마련 방법을 돌아보면서 소비욕구 조절에 대한 폼기를 유발한다， 

전개 부분에서는 〈학생 활동 차료 2>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과 

가족들이 갖고싶은물건틀을함께 척어 자신의 욕구뿐아니라가촉들의 욕구도 

함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꼭 필요한 것과 단지 갖고 싶은 것을 표시 하 

여 새로운 물건에 대한 욕구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널 수 도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또한 가촉원들이 꼭 필요한 물건 중 우션순위를 정하는 과청에서 다른 가족원의 

욕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율러 꼭 필요한 물건이라도 바람직한 소비를 션택 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교 

사 참고 자료 1>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소바 

로하스 쪽으1 개념을 소캐하고 이를 실제 소비 행동과 연결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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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 m펄μlι}료3캘l형편어ι ”‘ ’ I 
댈섣학생 활동 자료1 

우려들의 용돈 씀씀여 

청소년억 81%가 1흙묘에 며한 용돈 의폰도가 높용 것으로 죠사했다. 효 대다수의 청소년 
들이 습환혀으로 묘방소비， 과소비/ 충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카 천국 고퉁학교 3학년생 &10명율 대상으후 t소비챙풍 및 교육요구’를 설 

문쪼사한 컬과 :2.방소비를 경험한 용랍자가 130.0%, 과소비 (72:1%)， 충동구매 (60.9%)를 ;성험 
한 청소년도 상당수로 청 계됐다 
청소년들의 생훌 촉 신용과 관련/ 비디오나 만화책을 늦케 반납한 혀이 었는지를 묻는 질 
문에 철반 이상(55:1%)이 t그렇다J고 합했으며 상습 연체자도 9.4%에 당했다 
용돈온 도토리와 게임 머니 륭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는 더l 효는 것으후 분석했다 죠사 컬 
과에 아르연 청소년 67.3%가 사이버머니를 사용한다고 압했으며 칙블·체:1.션블카드 퉁 플 
라스틱 머니 구입 비용(6~.13%'중복용합)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헨회 교육힘 김영욕 과창용 Y청소년의 건천한 소비생활을 톱기 위해 지블수단 
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법 풍 교육이 필요하다’고 발했다 

줄쳐 : 국민일보 쿠키뉴스 (:!006'o2,06) 

국찍 훌명의 명철(?)인 ι포틴스데이(매월14일)’가 신세대듣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였다 
1월14일온 다이어려 데이’， 2월14일과 3월14일용 t밭헨타인 데이’와 t화이트 뎌|이’이며 4월 
14일용 Z블핵데이a로 청해져 았다 효 5월14일용 로즈데이 6월14일과 7월14일용 키스더l 이’ 

‘실버더|이’로 통한다. 이후로도 t뮤칙데이(13월)’/ ‘포토떼어(9-월y" "헤드뎌|이(lO월)’푸비데이 
(1‘l월)’머니더|이(12월)’로 이어지고 었다 
포련스데이는 청소년들의 소비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빽화점이나 제과업계， 화헨 풍에셔 
대대혀인 환욕행사를 펴며 펀의대로 이릅을 지어 놓용 것이다 유통업체들의 얄확한 상술 
로 생겨난 국혀블명의 기념일이 청소년들획 과소비를 부추기연셔 정셔까지 혜치고 았어 
운쩨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S고의 한 교사는 ”최근 국혀블명의 기념일이 챙소년들의 가치관을 크게 혼 
동시키고 었다π며 ’챙소년들이 소비에 대한 을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바랑칙한 소비생활 
을 할 수 았도륙 청소년 소비생활 환경에 대한 철처한 지도·점검 둥이 시급하다”고 맡했 
다 

출척 : 인천일보 (:ZOO3.Q3.15) 

위의 기사를 얽고 느낀 점을 쩌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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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렘7 과 지화}〓 루리형“‘“‘ I 
헐협학생 활동 자료 2 

~ 우리 71족이 훨하는 것을 가족월별로 S가지 정도 쩍어 홉시다. 

(마언드맴으로 그려 보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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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션 월하는 것을 척은 것이 꼭 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갖고 싶 

은 것엔지 구분하예 책켈쩨 홉시 다. 

(예: 꼭 펼요한 것-빨칸잭 / 갖고 싶은 것「파란색) 

~ 위의 마언드볍 빼처 꼭 펼요한 것의 구엽목록을 척 에 홉시다. 

또 기준을 세위 우션숭위를 청혜블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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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 7뱀과 지당}료 I무리형편에 다 살 수 없어효r ‘ l 
욕 필요한 l 단지 갖고 싶은 

가족웬 | 상풍 | 것 | 컷 |예상 7벼 |우선순위| 비고 

어머냐 

아버지 

톨생 

나 

훌처 : 천국가정교사모임(2QUS). 새릅께 만들어가는 가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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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 al정과지로~ 〓〓~ 뺀다”수없어 I 
옳교사합고짜료 1 

-t !'Jeo,,}.1odem 
차이·차별 4 평퉁·공감 

Youngel' -’ Fil1\"Ó.ly 

도시중심 4 도시주협 

소비자 ←~ 생훌자 

과시 4、 청양 

감성 --+ 이성(지성) 

유행·협화 4 , 연촉·안갱 

쓰고버혐 •* 계촉지념 

-‘*、 성실，당액 

흥우킹영이~찌 * 다i혀자i 인 4 품질 

생산 -’ 지촉:7r능한 소비 

출처 : http://ch9nhyang.com/html/~υ'Naf3/3.3.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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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1법과I 씨j ‘ 어l 다살? ‘-‘ 1 

옳교사창고자료 2 

홈옐이 (를멍}흩 넘어절 셰로훌 、트웰드 -룰하스(L()~~S) 

로하스는 L較뺑、 하 H영l야yan:d 9u흉aiita~ili빙의옐ι그대로 건캉， 환경/ 사휘청 

띄/ 자.71발천과 지속가능한 삶에 가치흩 투는 소버 최단ι외 화。l프 스타일을ι풋한다. 

또한 로하스 록은 자신의 정신; 및 산쩨척;건캉앨 아녀라 후대에 물려출 소버、 기반 

의 지속가능성까지〉쾌하는것:01특징여다‘ 
로하스는 미국의 내추럴마꺼l탱 연구소가 2000년에 처음으로 At용한‘것으로1 ’건캉 

과 지속 생장생흘 추구하는 라예l프 스타일(tifeliityle， ιofiHeàlth ánd.Sj:I$뼈í:\àbìl.ity)의、 

약차， 즉/ 친 환경작이고 합r.l척인 소비 패턴ιEH는 。1흩c 지향:ð"l는 λ사람들까찌 포 

함원다- 천강한 삶올 추쿠한다는 갱 에서 창살Þ](웰빙)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자신쁜만 아니라 사휘 천체1 냐ó}가서 후촌찍 천캉까지 ?고려한다는、갱에 

서 차이가 있다-자신외 건앙흩 위해 유기풍 식풍흩사는 것에 창설61(웰빙꺼l 라연1 
로하스는환경보호를 위해 유기농“재배법에 관샘흩보이는 것에다ι 로하스 측은 
건강올 위해 공71 행챙기를 사기 보다는t 환경ν요협흩 출얼 수》있는 천 71.~f흥처}를 
구매한다. 

*로하스r소삐l자의 특정 

1;친환경척인 쩨풍을 선택한다. 

2‘환경보호얘 쩍극켜이다. 
3，재생원료를 사용한 쩨풍을 구얘한다. 

4:지속가능성을 고려때 만든째품에 20%의 추7l비용을지불할 용의자 었다， 

5.주변에 천환경 쩨품의 기대효과를 켜극 홍보한다. 

6.지구환경얘 며칠 영향을 3i려해 구매를 결청한다. 
7.재쟁 71능한 원료를 이용한다. 

8타성척 소비를 지양하고지속자능한 채료를 이용한쩨품을 선호한다. 

9.천채 사회를 생각하는 의식 었는 삶을 영위한다. 
10.지속가능한 기법으로 생산원 쩨품을션호한다， 

11.지속자능한 농법으로 생산원 제풍을 선호한다i 
12.로하스/소비자의 7]-치를 공유하는 기업의 제풍을 선호한다， 



348 

「 중등학과〓피læAF.5i. 3: ~i! ‘ J ‘없어 -매 

*오늘푸터 질천활/수 있는 로하흐 생활 

1;- 시장에 갈 때는쪽~장바구니를챙긴다;비널’봉지는 쩍치 않는 쓰퍼171 

혹하고7있다， 

& 컴천치를 λ}용하~l 않고 태엽을감아/λF용하는 라다오쳐렴 친환경격인 

。}이、띠、어S장품을 보면 반，'7:1’위한다. 하루 통한 버려r치는 건천지 수는 

300딴캐j 건천꺼1휘、/ 총금속에 그때로f환경호염을 유발한다，ι 

출처 : http://www‘ o-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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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7뺑과자로m료싸〓흔하면 tm렇게살r:J여벌 
딩깨관 

고퉁학교 1학년 
학습주제 

가정 형성기의 

I 가정생활의 설계 생활설계 

관련단웬 • 가총 생활 추기와 생활설계 
- 생활설계 학습자료 활풍~1 ， 썩연필 
(금성， 천재/ 대한J 

출산가족 
출산껴|획과가사분함 

교수·학습활동 구안벙 
친화척 영역 수업시깐 100분(2시깐) 

교과 1. 가옥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생활 설계의 필요성올 안다. 
학습목표 2 가정형생기의 장 · 단기 계획올 스스로 세울 수 있다 

출잔7t족 1 야신의 인쟁을 설께영 예 구져걱 겨녀 윷상 계획과 겨녀 양육셰 예수항 ~ 정는 I 
보를 활용한다. 

친화적 
2 부부가 직업생활용 하연서 자녀릎 부부가 함께 왜엽 있게 양육할 

목표 
방병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생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가정 형성기의 생활 셜계는 고풍학교 1학년 교과서 대 단원 『가청생활의 셜계a 의 

중단원인 71촉생활 주기와 생활철계로 분류되어 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을 하면 부모로부터 독렵을 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다. 그러므로 자션의 미래를 설계할 혜 자신의 7}정생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혼 생활은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 결혼， 첫 자녀 출& 자녀 초퉁교육기， 자녀 중풍 

교육기， 짜녀 독립71， 축소기， 매우자 사망 풍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쩨 뭔다. 각 

시기에는 달성해야 할 가족의 목표가 있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결혼 전부터 합쩨 

계획을세우고 서로 노력할 혜 성공켜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각 단계마다 일어 

냐는 에려움은 어느 7)청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부부칸의 역 할 

초청을 통하여 며려 대책을 세울 수 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 설계를 통하여 건강하 

고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계획， 자녀 

양육 계획， 경제 계획， 부부칸의 가사분담 문쩨 퉁을 며리 생각해 볼 수 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이 t:ll래에 만나게 될 71촉희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결혼파 출산으로 나 

타날 수 있는 71촉 간의 갈풍을 조절하여 슬기롭께 극복해 나갈 수 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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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한과〓과a힐}훌 녁폴‘. ‘ I 
뎌교수학습지도안 

교수‘핵습 
수업내용 쿄수·학읍활통 유의사항* 

단계 
·천시 수업내용 확인 · 챙복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 ·학생 활동 

도압 ·수업목표쩨시 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냐요? 자료 1 

-가족화 요순도순이 행복 

·결혼 생활 곡션 그려기 ，행복한 철혼생활올 위해서 ·학생 활동 

가족계획 세우기 어뻔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자료 2 

자녀 양육계획 세우기 보고 컬혼 생활 곡션을 그려 

갱체 계획 세우기 보도록 한다 가즉껴| 획/ 자녀 

양육계획 갱체 계획 용 함께 

새꿔본다 이때 거창하고 화려 

한 계획올 추구하지 않고 현재 

천깨 
우려사회의 현실올 고려하여 

구쩨척이며 실현 가능한 계획 

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셜겨|이야기 ·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혜와 

폰중올 바탕으로 가족 판계를 

행생해 나가야 함올 캉쪼한다 

· 다온이와 함께 출근해요 우려사회의 육아 문제와 관련 자료 4 

하여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한 1 교사 창고 

다 자료 1 

· 학습내용 정려 · 행복한 절혼 생활은 한사량 

만의 회쟁이나 노력으로 이루 

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정려 로 배려하고 노력을 통해서 얻 

어질수 있용을 다시 한번 일 

째훈다. 

，차시 수업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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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륭* ‘ 찌렇게 )뼈l효-‘’. 
a 지도지침 

도업 부분에서 학생들은 제시된 신문기사를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순위와 이유를 척어본다， 

천7ß 부분에서는 학생들은 〈학생 활똥 차료 2> ι 미래의 결혼생활 그리 71" 

를 통하여 가족계획I 자녀 양육 계획1 경제 계획을 세운다.<학생 활동 차료 

3> "김똘똘과 한똑순회 생활 젤계이야기Y에서는 부부간의 가사 분담을 어떻 

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본다<학생 활동 차료 4> “다온이도 엄마 

와 함께 출근해요“를 통해서는 맞벌이 가청의 자녀 양육 문제를 깨 인의 차원 

이 아니라 사회척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엄을 인식하고 가정 

과 기업 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또한 

자녀양육이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꽁동 책엄임을 깨닫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부분에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원 모두의 

노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션물임을 깨닫고 미래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 속한 가정 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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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 “”‘ I 4營학생 활동 짜료 1 

”가족과 오순도순이 행복” 

모든 것여 ’돈’으로 뀌컬되는 사회로 가고 있 

지만 어린이들은 가옥외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쪼사됐다 전국 초퉁학교 

4‘6학년생 없2명에게 ’행복한 삶이 뭐냐1고 묻 

었더녀 가측과 함꺼|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고 

용맙한 학생이 280명 (45%)으로 가장 많았다 

’자기가 하고 심은 것올 1Jt융껏 할 수 있는 것’ 

이라는 대당이 15%(1 00명)로 뛰릎 이었고돈 

많이 버는 것/이라는 대당은 33명 정도였다. 건 

강한 생활φ0명L 봉사하는 삶(24명)， 사회걱 생 

공(26명) 퉁이라는 반용도 나왔다 

한편/ 초퉁학생들은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으로 가족잉15명)， 건강(153명L 사랑(99명)， 돈 

(6'1명)， 우정짧명)， 명예eß명〕 풍을 용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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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옥하게싼다는킷윤 
어앓계 사는 것이라고썽협않았용Ltηr? 

r……--’‘ 왔ifót쩨J.Iξ 1;1 5뺑繼@ 
! ……gι;‘ *홉i 양?않횡il앓여~~16~힘S혀 

짧 “ .. ’“꿈강g영용 Y싸파싸는엉 n~행 
쫓 십 r-'- ~.2!빠엉 
% ‘ 

t 

쫓 
”、

‘Pl혀끄?않갯융 C뼈-5!f.'*있는생 
똥짧i빼짤 성 33\!i'5":;, 

μ-…… 연상쩍징없혀셔는~>>짧S없 

훌쳐 : 한껴혜신푼 ( 聊Ul. ，.했 

썼 위 의 신푼기사를 읽고 내 가 생각하는 행복의 순위를 정 해 홉시다 

번호 항목 순위 

l l가촉과 행복하게 사는 것 

2 건강하게 사는 것 

3 꿈과 희항을 가지고 사는 것 

4 흉사하는앓을사는 것 

5 싸31쩍으로 성공하는 것 

6 하고싶용일을마용갯 하며 사는 것 

7 돈많이 버는 것 

8 근섬 걱청 없이 사는 것 

9 취미·여가생활을 하연셔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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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 ‘” 이”‘거 ! ι l 
헬i 학생활동짜료 2 

미래의 컬혼 생활 그리 71 

1학년 ( )반 ( )번 이름 

I?나의 철혼 생활 곡션을 그려 홉시다. 행북한 철혼생활을 위혜셔 7}쪽계획I 자녀 

。&육 계혁이 펼요한 시기를 표시헤 보고I 그 시거의 나이를 ( )안에 쩌 홉시다. 

+10 

강홀 
을행슬픔| 자녀흩산 

+10 

행복 기 
쁨 

o 

물행슬픔 

'1.1셰 % 
셰 

강홀 
자녀흩산 

자녀 
유of;>1 

9&세 

재킥 
유아기 

짜녀 | 자녀 
초등교육끼 | 풍둥교육끼 

..，셰 

자녀 
초등교욕기 

%에 

재킥 
풍둥교욕끼 

자녀 q학빛 
사회생맡 

자녀q학및 
사회생활 

짜녀톡딩으로 
부부만님음 

Il'l.셰 

재격톡휠E로 
부부만님읍 

(-);;r -j-f--
-10 셰 I 써 I 써 ( )셰 ( )셰 {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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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펌과 I덮벌 n 결흔하면띠l 거l 〓〓L‘. I 
I? 컬혼생활 철계 시 참고할 사항 

• 언쩨폼 어1펀 사람과 결혼할까? 

• 자녀는 언쩨 몇 년 터울로몇 명을나을깨 

결혼계획왼 

자녀는몇명? 

첫아이 출산예청? 

둘째아이 출산예청? 

( )살 

1명( ) 2명( ) 3명 。}상〈 

결혼후( )년 

첫 아이 출산후( )년 

*i짜녀팍육’채확 
• 부부가 킬이 직업생활을 훗따면 자녀 양육 방볍용? 

수휴계획 | 뼈 ) 분뼈 ) 모뽑유혼칩( ) 

맞벌이려면육아휴찍용 

누7}? 

맞벌이려면보육용 
어1쩡께? 

、 ) 
.\검체 계획 

• 경제계획 : 주택 마련을어쩡게 할깨/ 주택 가격， 평수퉁/ 자녀교육및노후생 

활III는 어떻게 환1할째 

• 우리나라m년도 통계갱 자료에 의하면 4언 71혹 평균 웰 소득용 약 3엉반원이며 

결혼 후 lH 접 창현!써1 걸련 기간용 10년이 약간 넘는 것으로 되어있다 

주택n련계획 
결혼후( )년 앤~ ( )평을 n련할것이다 

lH집 마련을 위한 한 달 저축 예상금액 ( 원) 

자녀교뺑1 자녀 교육셰로 지출할 수 있는 예상 금액 ( 원) 

노후지곰IIp켠 pl웰 노후 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예상 금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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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훌등학과 가광지로자료 .흔E멘1$1111福-’‘개 

rr 똑순쩌와 똘똘쩌의 이야기를 얽고 내가 컬혼 하면 접한얼을 어떻께 나 

눌짜의논혜 봅시다. 

일J깅말~sff 
남펀이 

남펀과 아내 반반 
아내가 

주로함 주로함 

식사준비 

상차립 
설커지 

갱소 
화강실 갱소 
쓰레기 버리기 
세탁기 롤리기 

딸래 벌기 
빨래 걷기 
다립칠 
옷 정리 

시장효기 
가계부 정려 
ò}이 유치웬 떼려다주기 

아이 숙제 봐주기 

푼단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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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파 7합과 지도자료 n 결혼하면 이렇게 살 빼빼 I 

다른 
점을 찾고， 맞벌이 7냉 의 자녀 짧윷 위해서 가갱과 기업 국가에서 할일을 생각해 
서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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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출를 ?법과 !3J로자료 믿결혼하면 이렇게 ‘후 ’ l 
짧교사창고짜료 1 

보육시절 전택 요령 11전 
아똥어 보육시설에 있는 풍안 철저하게 관리 , 강독되 어 야 하는 만쯤 

이홈대 교사 한 명이 톨보는 아동 수가 몇 명인지 알아본다 교사 1명당 권 
모사의 1I]흩 장 비율은 만 1세 미만 영 아는 3명/ 만 H.셔l는 5명/ 만 2‘3세는 7명/ 

만 3‘4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이다 
o~풍이 하루 총일 지내는 시설환경이 청결하고 위생적인지 살펴본다 

위생환리 Eξ 교사와 아똥이 식사 천/ 화장실 사용 후/ 기져뀌 교체 후에 반드시 
손올 씻는지 퉁의 위생환려도 놓치지 않는다. 

웬창i룰 원장과 교사는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휘야 한다. 왼장은 아동의 생 
표사천의 장과 학습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1 교사는 아동의 연령에 핫 
자철 는 교육과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보육시설은 아통 깨인의 예방컵총 및 건강검진 기록올 관리해야 한 
건강환리 다 .s:. 아픈 아이에게는 정확한 용량과 시간에 맞취 약을 복용시키고 

약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보육시설 주변 50m 이내에는 고압선 풍 위험 시설여 없어야 한다. 
셔썰환리 실내와 놀이터가 야동의 나이에 적합하고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인지 

살펴본다 방문자 보안 시스햄이 갖취쳐 있는지도 체크한다 

안청환려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챙기적으 
로 안전갱컵과 소빵훈련을 하는지도 알아본다， 
매일 제공되는 식사와 간식이 영양 연에서 균형 있는 식단인지1 표 

영양환려 위생적으로 쪼려 , 배식하는지 식단표와 쪼r.l시설을 갱검한다 마리 
양해를 구하고 식사가 제공되는 시간에 시설을 핫아보는 것도 좋다 
정기적으로 교사와 아풍들에채 안천 쿄육을 하는지 알。}본다 어릎에 

안켠표육 비해 뚜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온 실내외에서 각총 위험에 노출되기 쉽 
다 

통학버스 
차향을 훌행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풍록돼 있는지/ 차량보험에 

가압돼 있는지 확인한다 표 용견기사와 함당교사가 안천쿄육올 받고 
환리 

있는지도 알아본다 
아똥이 다치거나 미아 사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용급 상황에서 신속 

용급셔스명 하케 대처할 수 있는 시스댐이 갖휘쳐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한 훈현을 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갱검한다. 
교사의 절이 곧 교육의 질이라 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아이틀을 얼 

보육표사의 
마냐 좋아하고 헌신적인지/ 성품이 따풋하고 세심 한지 살펴야 한다 

자철 
낮에 어린이겹 을 l'J-문혜 수업 또는 놀이 시간에 참관해 보는 것이 좋 
고/ 어린이집 에 다녀는 아이 부모들외 연학처를 알아서 정보를 교환 

한다 
훌쳐 : 세체 얼효(2006.(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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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중등학괴덩과지도k뭘/ 결혼하 야 ν{‘빠 -I 
맞벌이 부모들이 합고할 만한 보육청보 사이트 

셔율셔1호육갱보옐혜 서울시에 있는 보육시설을 모두 핫아볼 수 있다 원 

(children. l1'Ìoul.go.kr) 하는 쪼건에 따른 맞춤뱅 검색이 가능하다， 

에이스커드넷 
각 지역에서 호평올 얻고 있는 어 련이집들의 홈페이 

(www값ekid.net) 
지와 직;섭 연철되어 해당 어련이집의 현황올 상세하 

게 알수 있다 

매매하우스 
유아 판련 정보가 많은 인기 사이트. 스콜베뻐 배너 

(www.babahoαl1'Ì.com) 
로 들어가연 원하는 쪼걷의 어련이핍올 검색할 수 있 

으며/ 학부모틀의 혐가도 블 수 있다. 

육ól-혜이 여생가족부가 훈영하는 육아 사이트 정부에서 시설 

(www.6aday.net) 평가인충을 받은 어련이집올 핫아볼 수 있다 

중앙l효육갱1호젤터 각 지 역 보육정보센터를 총왈하는 곳 보육시설 총사 

(www.educare.or.k비 자를과 부모가 함께 알아야 할 정보가 종부하다. 

일하는 여생틀의 여엉노동자회협의회가 훈영하는 사이트. 일하는 엄마 

네트뀌크 들어 욕 알아둬야 할 노동 관현 상식과 정책 자료들 

(www.kwwnetorg) 이 정려되어 있다 

위킹맘 일하는 엄마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게시판 보육시설과 

(www.workingmom.pe.kr) 개인보모 구하기 풍의 생생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및 지도 지침 359 

흩풀촬뿔혈웰훨웰똘훨↓웰짧펼휠홉￡훌플품훌톨I 

딩개관 

고퉁학교 1학년 
학습주제 

뾰됨의 

I 가정생활의 설계 의미와 역할 
환련단원 • 컬혼과 육아푸모 핍외 

활똥지/볼뺀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학슴자료 

컴퓨터 
(대한교과서) 

출산가측핀화적 부모 춘비교육과 교수，학습활동 캉의벙 
영역 부모외 역할 수업시간 100분{2시칸) 

교과 학습목표 
1 좋은 부모의 의미를 안다 
2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다 
1 가쪽의 걷캉한 삶의 젤올 중진 시킬 수 있다 

출싼가좀친화적 2 자녀 양육에 대해 민주적 부모 역할을 생각해 봄으로써1 성숙하고 혜 
목표 임감 있는 부모가 될 자격올갖출 수 있다 

3 아버지의 양육 창여 효과를 인식한다 

부모 휩의 의미와 역할은 고뚱학교 1학년 교파1 대단원 r71갱생활의 설계a 의 중단원인 결흔과 

육아로분류되어있다 

결혼뼈 2배가생기면서 램1 되는부모의 역활은 경험이 없는 부부들에께 상탱한 긴쌍과 어려 

움을 느끼게 한다 이 단원을 통빼부모 됩의 의미와 역할에 대빼 미 리 생빼 보도록 한다 부모 

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째를 낳는따 의01 외에 자녀를 올a념게 양육흩념 교육씨켜 λ패의 생원 

A로서 훌륭쩨 실。F갈 71초를 마련해 주셔야 한다는커다란책임이 띠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는 째를 양뽑으로써 인간의 "J활주7털 경험하고 "J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쩌 양왜l 있 

어 어머냐와뼈지의 역할을 구분하기보다는상황에 따라융통생 있께 분담하고수행함으로써 부모 

가 함께 째 교휘l 청여핸 것。l 바람직따 

현대사회에서는 깨엔의 선택이 ~I-R로워지면서 부모 됩에 대한 현명한 선택의 필요생이 더욱 캉조 

되고 있다 꽤서 부모 핍에도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좋은부모에 대한조건과째 。￡육을 위해 펼 

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봄옆써 냐는 미래에 어떤부모가될 것인지에 대해 미 리계획해 블수 있 

다 포한 。뻐지의 。}동 참여가。F동의 벌달에 중요한 영향을 찌친다는 것을 인식뼈 째의 $댁과 

교육에 。뻐2빼 어머니가 공풍으로 청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부모 역활을 배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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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훌훌휩톨훌훌훌률홉m홉훌틀훌-
a 교수학숨지도한 

교수·학습 
수업 내용 교수·학습활동 유의사항* 

단계 

천시학습 내용 갱리 ·다함께 노래 부르기 핵"'J 활동자료 l 

도입 ·어머니의 마숍 노래 -GOD의 r어머 님껴|’ 노래 함께 

·학습목표제시 부르기 

·부모 됨외 의미 ·부모념 마용 이해해 보지 핵생 활통 ;>.f료 2 

」부모 됨과함께 자녀 됨도 생 

각해 보게 한다， ·하창고자료 1 

일반 가족과 더불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혜 알아본다. 

천개 부모의 역할 새우깡 갈째기를 읽고 부모 ·핵생 활동자료 3 

됨의 역할에 대해 생각혜 본 

다 . "ð:pJ 활풍자료 4 

쟁복한 가청은 아버지 의 역할 

이 중요함올 알게 한다 ·하창고자료 2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른 자 

녀의 인생의 특성을 알ò}본다 

·학습내용정려 ·내가 미래 외 부모가 되었올 학w 활풍자료 5 

정리 
·부모 됨의 외미와 역 때의 다짐올 써본다 

할 생각해보기 

차시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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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좋혈를렐-틀훌률률E를률홉톨률롤i톰 

딩지도지침 

도업 부분에서 학생들은 〈학생 활동 자료 1>인 GOD의 노래 1어머님께I를 다 

함쩨 부르면서 부모님의 희생청신을 되새긴다 

천7R부분에서 학생들은 〈학생 활동 자료 2>인 광수생각을 읽고 부모 핍과 동 

시에 자녀 핍을 생각해 보고I 이 때 교시·는 한부모 가청이냐 결손가정을 생각하 

여 다양한 가족유형을 〈교사 참고 자료 1>로 간단하제 설명한다， 또한 〈학생 

활동 자료 3>과 〈학생 활동 자료 4>를 척 어봄으로써 부모 역할의 중요성 에 대 

하여 인식하께 하고1 특히 아버지의 자녀양육이 주는 부모 됩의 보상과 민주척 

부모 역할을 동시에 습득하게 한다， 아울러 〈교사 참고 자료 2>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간책}제 언급한다， 

마지막으혹 청려부분에서는 〈학생 활동 차료 5>를 다침해봄￡로써 미래의 좋 

은 부모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족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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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촉렐뭘헬홉낼필홉활협펄댈펄휠뭘뿔필발훨흩톨톨 

않썰학생 활동자료 1 

빼념째t썼삼 :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려 집은 가난했었고 납툴 다하는 외식 한번 한 척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가 집에 없으연 연쩨나 혼자서 끊여 댁었던 라연 
그러다 라면이 지겨꿔서 맛있는 것 쯤 며자고 대를었였어 
그러자 어머넘어 마지못해 꺼내신 숨쳐두신 비상금으로 시쳐주선 
자장변 하냐에 너무나 챙복 했었어 하지만 어머념은 핸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념은 자장연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념은 자장연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아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이야아야 그렇게 살야가고 너무냐 아프고 하지만 다시 꿋고 

중학교 일 학년 때 도시학 까벅올 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학 뚜껑올 열었는떼 
부갓집 아를 녀석이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뷔냐며 냐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해서 그만 눈움이 냈어 그러자 그 녀색은 내가 훈다며 놀려댔어 
창올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강 내 주댁에 일터에 계시헌 어머념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끌려 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용 꺼라며 비셨어 
그 녀씌 어머념께 고깨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나가 비셨어 

야이야아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재 후회하고 눈물도 훌리고 
야이야아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풋고 

아버념 없이 마침내 우려는 해냈어 마침내 쪼금한 식당용 하나 갖게 됐어 
그려 크친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친 어머념 눈가에 눈룰이 고였어 
어머 니와 내 이름에 앞 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올 칫고 고사를 지내고 
방이 깊어가도 아무도 여날 즐 모르고 사람틀의 촉하는 계속되었고 
자정 이 다 되서야 돌아갔어 펴곤하셨는지 어머 님은 
어느새 깊이 장이 틀어 버려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용 사랑했어요 한번도 말은 못했지만은 
사랑혜요 이첸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셔l상에서 영원토록 

야어야아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려고 
야어 야아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훗고 

야어야아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움도 흘려고 
야어야아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꿋고 

출처 GOD노래. 어머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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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학과?댐과 지도자료 I 짧상서 1땅 O픔C흠O픔부뭔 ‘ I 
훨썰학생 활동자료 2 

효끼 V젠U찌]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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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 j랩과지통자률g↓씹 11팝 q를t읍m를부보! I 
옹 내 7} 부모님 마음을 차장 슬프께 한 것은 언쩨 이고 무엇이었는지 쟁각해 보자 

옹 내가 부모님 n쁨을 7}장 기쁘께 한 것은 언쩨이고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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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과 j법과 지덮n확Ilil상써j합 O띔C움 O품 부보-

뿔교사창고자료 1 

다양한 가족 형태 

수정 확대 가측 
부모와 컬흔한 자녀가 근거려에 살연서 잦은 왕래와 협쪼를 

하며 살아가는 가족 형태이다 

외 형상으로는 한 율타리 안에 거추하지만 안채/ 바깥채/ 위1 

수정 핵가족 아래충얘서 따로 거주하며 서로의 독립정을 유지하는 가족 뺑 

태이다.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천 가족이다， 결혼하기 천에 부 

우자녀가족 
부 중심 Eξ는 개인주의의 장초로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고 약속하는 갱우가 있고I 자녀를 늦재 갖거냐 못 갖는 경우 

가있다 

한 생언이 혈연환계 호는 천족판계가 아닌 다릎 이생과 주거 

홈거가족 종간을 중휴하는 생활 형태이 다. 사실흔 판계 애 았는 가족으 

로서 철혼식올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천 중 한쪽의 사망/ 이흔/ 별거i 유기 풍에 의해서 부모 충 

한푸모가폭 
의 한쪽과 자녀로 이루어친 가폭 유형이다. 현재 。l 혼흩의 충 

가로 계속 충가하고 있으며1 우려나라의 ;영우 대푸분이 편모 

가측이지만 편부 가측도 중가하고 있다 

이혼과 재혼의 자유에 따라 발생한 부수척인 가측의 유형으로 

북홉(계혼)가폭 두 명의 생인과 그틀 중 한쪽 혹은 양쪽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이다-

훈커가족 
가측들이 직업상의 이유로 인해 룰 이상외 가구를 형성하여 

장기깐 별거하는 가측이다. 

흩생에가족 
여생 :!E는 남생 찬 서로 부부처렵 사는 가족형태이다 네멀란 

드는 동정 깐 절혼을 합법화한 나라 중 하냐이다 

증흩찌가측 
확대가측의 한 변형으로서 혈연판계는 없으나 서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헌신하며 외무갑을 갖고 동거하는 가족이다， 

여성 또는 남성이 혼자 가구를 이루는 가족이다. 산업화 이후 

독션가측 
푸헛한 중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처용부터 자기 재발을 옥 

표로 독선을 선택하는 갱우와 결혼 후 사별 빛 이훈으로 독신 

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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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챔과 지도짜료 I쇄상맑l서 1땅O띔E홉O별 부보L I 
협설학생 활동자료 3 

어느 바닷가에 사는 웰려컨들은 판팡책이 던져주는 갖가지 벅이만을 댁으며 

편안히 살아갖다 당국에서는 이 려이로 인혜 바닷움이 오염되기 때푼에 골치 

가 아뤘다. 논의 끝에 새들에제 댁이를 주어서는 안 흰다는 법을 제청하기에 

이르렀다. 벅이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구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하늘올 날 수도 있고 바닷웅로 톨친하여 움고기를 좌는 놓 력이 풍분히 있는데 

도 그들은 정차 굶어 죽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한 가지 방안올 생각혜냈다. 야 

생의 웰리켠틀을 집아다가 그틀과 함꺼| 섞어 놓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받아벅 

는 댁이에 길들었던 웰리뀐들은 야생의 웰려켠들과 같이 스스로 고기를 좌아 

댁 였다고 한다 강화도 보푼사 닿는 뱃길에 날아다니는 갈째기 에는 선창에서 

부터 출곧 따라오며 새우짱을 받아댁 으며 산다. 그래서 일명 새우깡 강째기라 

부른다.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만을 의지하고 부모의 풋대로 옴적이는 아이라 

연 이는 마치 던져주는 려。1 만 받아댁고 사는 바닷새와 무엇이 다른가. 충분 

한 능력이 있는데도 부모의 판심이 지나쳐、그 능력초차 가로 막는 천 아닐까? 

출처 쪼션일보(2(1{)).(l6.17) 

훌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요? 

훌 부모 됨 의 역할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흩 부모의 역할을 수챙하는데 가장 어려훈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훌 부모가 되기 천에 부모 됨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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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훌훌웰를룹톨훌틀I뿔뿔률플훌홉톰 

협학생 활동자료 4 

& 11행복한 가청;1아버지/역할이 중요ν 훌 

- 흉흉한 아버지가 업무 성과도 높아 

〈기자〉 

<8뉴스><앵커〉 

SBS 연중 대기획/ 행복시려즈 요늘(12일) 
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아버지외 역활용 
다시 한번 생각해보꼈습니다 일하고/ 돈 
만 버는 아뼈가 아니라 가족과 더 많은 
시깐을 보내는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얘 
기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는 댄 우려씨는 퇴근길에 보육시설에 툴러 8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홉니다 맞벌이를 하는데다 아이가 물이 되다보니 아이의 양육을 톱지 않올 수 
없습니다. 

[댄 우려/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제가 두 아이 다 떼려고 출근합니다 첫째를 초퉁학교 
에 내려주고 물쩌를 시내까지 데려고 와서 보육시설에 맡겁니다] 
버지니 Ót주 알헥산드리아에 사는 밴스 메식씨는 아。l 툴과 더 많은 시깐올 보내기 위해 

일의 양을 즐였습니다 
[밴스 쩨식/미 버지니아 더 많은 돈올 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 려연 더 늦게까지 
일해야 하죠. 그런 회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 아버지들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평일 평균 2，5시간/ 주말 평균 6，3시깐 

21살에서 39-살까지 미국 남생의 70%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강을 보내기 위해 연봉이 깎여 
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5년 천부터 미 보건복지부가 가청 내 아버지의 역 
할을 강쪼한 영향이 즙니다 미 정푸는 째년 4천5백만 달러를 틀여 2천만 달러는 지역사 
회외 아버지 프로그댐에 지훨하고， 2천5뼈만 달러는 아버지가 교도소에 깐 아이틀의 보 

육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아이를 학예회 풍에 눈치 보지 않고 창색할 수 있 
도록 기업틀에게 탄력근무 체도률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혜이드 혼 박사/미 보건복지부 ó}동가족과 차판보 자녀 푼체에 판심올 쏟는 남생일수 

록 사회생활에서도 더 큰 생공올 거둔다는 홍미로훈 연구컬과도 있습니다] 
이련 변화에 발맞취 미국에서도 륙유럽처럽 아버지 육아 휴가제 같은 정책 차원의 제도 
까지 도압하라는 목소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 SBS뉴스 (2006 ，02.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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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틀띄챙과1]휠}략채상빠.콤i품E흡꿇루모! 딛I 

* 우리 씹애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버지쩍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 우리 집에서 추가 되었으면 좋은 아버지의 역할이/었다면 푸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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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가정과 지도자료.상빼 7땀 O콤C품 l!lJ름 부모! I 
훨교사참고자료 2 

부모의 양육 방식과 자녀의 인생 

자녀와 청셔혀으료 멀악원 관계를 맺어 π1풋하고 자애로운 태도료 

부모 자녀를 대하며/ 자녀를 인척혀 폰재로 받아들이는 양육 방법을 밭 

*훌쩍; 한다 

별￥흉뺏?챔 자신을 촌중하고 자신과 타인을 흥청혀으로 대하며，t!I랑하고 사교 

자녀 력이며 협동쩍어다 효 성실하고 책임 감이 높ξ며 청셔혀으로 안정 

되어 있다 

부모 
사랑과 관싱을 지나천 방법으토 표혐하는 양육 방법으후 자녀 스 

훼;댄:경혜쩔 스로 할 수 었는 일까지 부E가 천부 대신 해 춘다 

꺼훌육월냉쨌혜 
자녀 

의존성/ 학습 의욕의 부원/ 사회성의 컬여/ 블안， 열풍감， 도피혀 태 

도퉁이 나타나케 흰다. 

부모 
자녀가 가청획 훈위기를 화우하도록 내버혀푸는 검우로 성숙된 부 

i훼J용왔헬않 묘 의삭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이런 양육 태도를 취하기 쉽다 

.1l;홉짧샘; 
자녀 

부묘에째 순총하치 않고/ 자신의 행동애 책업감이 쩍으며/ 공격혀， 

지때혀이 된다 

자녀의 성창얘 천혀 푸관심하고 방임하거나/ 자녀가 자기 인쟁을 

부모 방해한다는 생각￡로 짜녀얘채 혀대감을 표시하며 애리는 풍 자녀 

찢$漂획씌잊 를 학대하는 경우이다， 

않활했m경* 요춤 써기， 손톰 깨를기 풍의 신경질혀 버룻이 많이 나타나며， 거 

자녀 짓밭이나 도둑결도 하는 퉁 어른획 관심과 주의를 끌려는 행풍을 

보인다 

부모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사랑을 철채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자 

째i빼‘혀 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갱우이다 

양육，、빵척 
자녀 

검손하고 초심성 았으며 정펙하지만/ 얼동강을 쉽게 느끼며 푸슨 

일에나 확신을 가치지 못하고 찰 혼풍한다. 

부모 
자신이 이루지 못한 높용 성취나 학월한 행풍을 자녀가 대신 이루 

j훌앵3 어 푸기를 바라는 검우이다‘ 

기대형ι 부E의 지나친 기대는 자녀에게 압력으로 느껴지째 회여 부묘의 

짱육‘향칙 자녀 기대 수준안름 이루지 못할 애 자녀는 얼풍감을 느꺼고 최의식에 

사로찰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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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훌롤펄를훌플훌률훌얀톨를웰얀홉톨톨톨 

않성 학생 활폼 자료 5 

& 환;표~)됨의;역할 
g톨톨-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 

비난 받으며 크는 아이 비난하는 것올 배우고 

척재심으로 크는 아이 싸우는 것올 배우고 

업신여김을 크는 아이 부끄러용올 배우고 

치욕스럽 게 표는 아이 자책감올 배우고 

판용으로 크는 아이 인내심올 배우고 

격려로 크는 아이 자신감을 배우고 

청찬으로 크는 아이 감사함을 배우고 

공명정대하게 크는 아이 쟁 의를 배우고 

안천하게 크는 아이 믿용을 배우고 

인정 받으며 크는 아이 스스로는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옳 

친구를과 찰 어우러져 크는 아。l 세상올 사랑하는 법을 배훈다 

출처 도로시 로 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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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파 1법과 지당}료 .상빼’ 7땀 O띔C홈 [!]]름 부모-I 

흩 냐는 앞으로 이런 푸모가 되꼈습녀다. 

1. 

2. 

3. 

4. 

5. 

6. 

7. 



제 6장 요약및 제언 

제 1 절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감소현상은 사회·경제· 문화 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시대 

를 맞이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되는 많은 문제 중 특히， 국가 경쟁력 약화는 교 

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향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출산·고령화 사회 상황을 개선하는데 가장 근본적이 

고 효율적인 방법인 교육적 접근은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고양시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접근을 통해 시도될 수 있으나 특히 학교교육을 통한 개입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 고둥학교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 

화적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초 중등학생이 출산 가족에 대한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인 초· 



요약 및 제언 373 

중등학교의 도덕， 사회， 및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출산· 가족 친화적 관 

련 내용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 

적인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먼저，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의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초·중등 교육의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에서의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의미를 탐색하교 

학교교육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치관 형성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초·중둥 

학교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초·중둥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 실태와 출산·가 

족 친화적 교육내용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교육내용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초동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둥학교 1학년 

까지의 도덕과， 사회과， 가정과(실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출산 및 가족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내용 탐색하였으며，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급별로 해당 

교과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 각 학교급 및 해당 

교과별로 출산· 가족 친화적 내용을 담은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3. 연구 방법 

문헌 분석 -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의 원인과 실태l 초·중등 교육의 출산·가 

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초· 중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도덕과 사회과I 가정(실)패 

전문가 협의회 - 연구결과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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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설문 조사 - 초·중둥학교의 출산·가족 친화적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학생용과 교사용 질문지를 개발하고 의견조사를 

실시함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 - 초· 중둥 도덕과y 사회과l 가정과(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중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내용 추출 및 

문제점 분석 

- 추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 

4. 이론적 배경 

한국의 경우， 2뼈년에 이미 유래 없는 1.16명의 출산율을 넘어서 2005년 한 

국의 합계 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 

되는 평균 자녀수는 1.08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심각한 현상이며， 이는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구대체율 2.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인 1.60명 (2뼈년)보다도 

훨씬 낮은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저출산 현상은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 

는 것이며， 저출산을 유발승}는 요인으로 소득요인， 자녀요인， 가치관 요인， 사회 

· 직장 요인이 거론될 수 있다깨l피em， 2α)이. 

첫째， 소득불안이 출산율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산업화의 과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경제 행위의 부담을 가중시킴 

으로써 출산 및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전가시켜 부모들은 

출산과 양육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출산율 추이는 종교를 포함한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 여성의 고학력화와 함께 자아실현을 위한 사 

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자아실현과 전통적인 역할 규범간의 충돌이 불가 

피해 졌다. 여성들은 성분업적 역할 규범을 피하기 위해 급기야는 결혼을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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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포기하며，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 출산을 최대한 미루거나 자녀의 수 

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다. 넷째， 일-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 

산율이 동시에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및 출산율 

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대통계청， 2005; OECD, 2005). 결국， 국가적 

대응 노력에는 여성의 자아실현 추구와 결혼·출산·양육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의식 개혁， 사회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출산율은 사회통념， 풍습， 관습 등과 관련이 있으며， 취업여성의 증 

7t, 사회 관습의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낮은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진전되 

고 있다 2000년에 인구의 7.2%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 

행(19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주요인은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70년 63.2세에서 2αm년 74.9세로 연장되 

었으나， 한편 2005년 총 사망자수는 2뼈년 사망재245，711명)보다 조금 감소한 

24만 5，511명으로 1일 평균 67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인구 1천 

명당 사망자수는 5.0명으로 1996년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고 

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 대책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교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한 시기이다. 따 

라서 무엇보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 

하며，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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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 

적인 추진 체계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범국가적 홍보 강화에 따 

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서구에 비해 자녀와 가족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이 강하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관념은 부부들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전통적인 관념이 서서히 깨지고 있으며， 현재 가족형성을 앞 

두고 있거나 가족 형성의 초기에 있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녀를 낳지 않겠다 

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대장혜경 외， 2뼈). 따라서 근본적인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결혼관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시기에서부터 출산 친화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치교육 실태를 알아보 

고 다양한 가치 중에서 출산· 가족 친화적 7}.치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무 

엇인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가치교육은 가치 습득 및 내면화와 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이라는 두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입장을 

통합하고자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목적을 왕석순， 전 

미경(21α〕θ이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생애 설 

계교육’이라고 설정한 것에 따르고자 하였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하위 목표는 ‘개인의 삶과 사회 및 국가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과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 함양’， ‘결혼， 출산， 가족， 가정생활， 직업생활 

에 대한 가치 의식 함양’， ‘다양성과 양성평동 및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및 가 

치의식 함양’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둥 교육 

의 목표도 위에 설정한 교육 목적과 목표를 지협}여 출산·가족 관련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였을 때와 하지 못했을 때의 미래 사회를 예측하며，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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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촉발시킨 여러 가지 사회제도， 고용제도 및 문화， 교육 내용 등에 대하 

여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출산， 가족 관련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을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한 방안이자 책무로 규정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교 

육 목표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또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내용 

의 구성 방향은 가족 친화적 가치나 양성평등의 실천， 다양성의 이해와 같은 

가치에 대한 습득 및 내변화와 가치 대립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 

록 가치판단 능력의 신장을 지향하파 하였다. 학교교육에서의 실천 방안은 

교과 교육과정의 초동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도덕， 사회， 가정 

(실과)과의 교과 내용으로 다루었다. 

5.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학교교육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학생 설문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출산 현 

상의 원인으로 양육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국력이 약화되거나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학교교육 실 

태를 분석한 결과， 출산 관련 내용은 기술· 가정(실과)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등 기타 교과외 시간에 가 

르쳐졌다. 출산 관련 수업을 듣고 난 후， 학생들은 생명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거나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증가했는데， 이는 중 고등 

학교 출산 관련 교육내용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족에 관한 학생인식과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다양 

한 형태의 가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학생이 부정적인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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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학생보다 약간 많았지만， 연령이 어리다거나 양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있는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 

는 원인에 대해서， 부모의 별거·이혼·재혼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 

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일 

찍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학생의 가족구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족 내용을 배운 시간으로는 도덕， 기술· 가정(실과)과 사회가 가장 빈번하 

게 선택되었다. 학생들이 배운 가족 관련 내용은 가족의 소중함이나 중요성， 가 

족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이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가족 관련 내 

용을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련 내용을 학습한 후， 학생들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상당수 학생은 갈등 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다르다 

거나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출산과 마찬가 

지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평가 비율도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가족과 관련한 학습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교사인식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교사들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심각 

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 

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들은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경향은 교직경 

력이 길수록， 출산경험이 있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출산 관련 학교교육 실태에서는 전체 교사 중 절반(47%) 정도가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대체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 등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교사들 

은 보조 지도 자료의 부족과 진부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 

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가족 관련 학교교육 실태에서는 절반 이상(53.9%) 교사가 가족 관련 내용을 



요약 및 제언 379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을 제외 

한 다른 요인(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성 및 현실성 반영， 교 

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에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 

정적 평7}가 더 우세하였다. 교사들의 애로사항은 보조 지도 자료의 부족과 학 

생 흥미 유발 실패 등이었다.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향으로， 초동학교 저학년부터 가치관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출산 

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되 

어야 하며 특히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6.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교육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 

현행 초중고둥학교 교육과정 중 출산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집중적 

으로 다룰 수 있는 교과를 도덕과， 사회과 및 가정과로 보고 교과별로 교육과 

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는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실천에 중점을 두는 교과이다. 도덕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 

함과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도리를 알고， 가족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과 판단능력을 기르며， 가족과의 사 

랑과 행복을 실천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을 통해 출산의 중요성의 알고，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다. 

초등학교 도덕과에서는 남성의 역할이나 여성의 역할과 같이 고정관념을 제 

거하고자 하며， 가족의 화목이라는 가치 역시 지식보다는 내면화에 중점을 두 

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부모 가족이나 입양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장애가족과 더불 

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함양한다 중등학교 도덕과에서는 가족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신장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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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태도와 실천의지를 기른다 또한 전통도 

덕에서 강조하는 도리와 생명존중 사상을 익히고 가정생활이 모든 공동체의 기 

본임을 인식한다. 

둘째， 사회과는 사회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 지식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육성하는 교과로서， 

사회과에서 가르치고자동}는 민주 시민은 인권 존중，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동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현안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따라서 사회과에서는 제반 사회과학 영역에서 저출 

산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10년 안에 출산 연령에 도달할 학생들로 하 

여금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 

게 된 근대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사회구조를 탐구함으로써 시급한 인 

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의 접근을 통해 학 

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게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검토하고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내용요소를 적절히 배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식 

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챔고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나 과정을 현대 사 

회구조 속에 살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한다. 중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현상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발생 원인을 이해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과정의 탐구과제를 생략하고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보조 활동자료 제시가 시급한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가정과의 본질은 가정， 일， 그리고 일과 가정의 조화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요구되는 개인과 가족이 인생 전반에 걸쳐 접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정교과의 사명은 학습자로 하여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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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원화 된 생활과 일을 설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생활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과는 학습자들이 자립적인 삶과 더불 

어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 나아가서 가정생활의 문화를 창의적으 

로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활을 자율적으로 영위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가정교과는 가족원과 타인에 대한 이 

해의 바탕이 되는 의사소통 능력 및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미래 가족을 설계하는데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는 보살펌 노 

동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보살펌 노동은 저출산 문 

제， 고령화 사회，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초풍학교 실과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양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의 평동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기 이전에 장기적인 계획과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치관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남학생의 출산. 7}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도모해 

야 할 것이다. 중등학교 가정에서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의 기본능력을 함 

양하고 관련 기술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과 육아과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맞벌이 부 

부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위 

해 가족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나 친밀감 형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7.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 

본 장에서는 앞에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수 

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초동학교 도덕과는 초동학생들의 ·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을 위해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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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가족 간의 용서와 이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 

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6학년 2학기의 단원 중 ‘소중한 생명’과 

‘너그러운 마음’에 관련된 것으로， ‘소중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존재 

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여러 활동 자료를 

통해 습득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용서합시다’라는 주제에서는 가족 내에서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인구 증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초동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에 접 

근할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5학 

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도시 지역의 생활’ 및 ‘촌락 지역 

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도시 생활의 문제를 알아보아요’라는 주제로 도시 

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라는 주제로 촌락의 큰 문제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인구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7}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편견 없이 대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알고 서로 돕는 마음을 지 

닐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모두 5 

학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의 가정생활’에 관련된 것이며， ‘가족의 다양성을 

알아봅시다’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알고 편견 없이 대하는 자 

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의 일은 함께 해요’에서는 남녀평등 의식 

을 바탕으로 한 통등한 가족관계 및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중등학교 도덕과는 우리 사회에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서 가정생활의 도덕，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 행복한 가정생활의 자세，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 가정 설계， 우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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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을 대 

상으로 5차시 분을 개발하였다. 이는 때에 따라 수정·보완되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도 사용되어 질 수도 있다. 특히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사고 

력， 도덕적 행동 등 인지， 감정， 행동 영역에서 고른 활동을 두어 도덕적 성장 

에 기여하려고 하였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의 내변화를 시 

도하였다. 

중등학교 사회과는 인지적인 측면의 학습 목표를 강조하였다. 개별 학습 요 

소들에 대한 소그룹별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구 변동의 과 

정， 사회 안전망， 가족 해체 현상 등 주로 사회학， 경제학， 정책학 둥에서 축적 

되고 있는 중요 개념들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법/제도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유도하였다. 

중등학교 가정과는 남녀 학생들에게 가족생활에 대한 이론의 학습보다 가정 

과 수업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실제 가정생활에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 

제로 가정 폭력，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소비 욕구 조절하기， 가정 

형성기의 생활 설계， 부모 됨의 의미와 역할 등 다섯 가지로 선정하였다 가정 

생활을 해 나가면서 누구나 해결해야하는 문제 상황을 실천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출산·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 

관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 폭력 주제에서는 이것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하 

게 하고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찾게 하였다.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주제에서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워 가족 간의 친밀 

감을 높이고 화목한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에서 원 

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 간의 소비 욕구 조절하기 주 

제에서는 정해진 수입 안에서의 지출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가족원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이해하며， 적절한 예산을 세우고 실천해 볼 수 있 

도록 하였다 가정 형성기의 생활 설계 주제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출산과 

자녀육아 문제를 미리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인생 계획에 자녀를 포함시키게 

하였다. 부모 됨의 의미와 역할 주제에서는 좋은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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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절 제언 

최근 우리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 안전성이 약화되어 이혼율 급증， 가정 

폭력 동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위기가 날로 더욱 커지고 있어 행복한 가정을 꾸 

리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통 

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며 교육 

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동학생들의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서 향후 도덕， 사회，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1. 도덕과 지도 자료 개발에 대한 제언 

첫째， 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거리를 제시하여 감성을 자극 

하고 체험을 장려하여 도덕적 내면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 자신의 또는 주변의 일상생활의 예를 가지고 접근하되， 식상한 내용이 

아닌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혁습 

에 침여도 적극 유도하고 자신의 가족생훨1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가정생활의 도덕 문제나 여러 현상들을 비판적·반성적으로 바라보고 도 

덕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사고력을 기르도록 한다. 

넷째， 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제공해서 현 가정생활을 들 

여다보고 가족애를 확인하게 한다 이는 교실에서 끝니는 수엽이 아니라 

다시 가정으로 문제의식을 가져가서 가치를 공유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섯째， 가정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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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다인종 가정， 한부모 가정， 재결합 가정， 입양가정 둥에 대한 

편견을 깨고 관용의 시각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니게 한다. 

여섯째， 당위성만을 강조하면 식상해진다. 스스로 구성해나갈 수 있는 살아 

있는 규범 및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지향한다 

일곱째， 내용 중복은 피해야하나 학년별로 차별화된 내용과 방법을 기본으로 

가족에 관한 학습 기회가 일회성으로 끝나기 보다는 학년 전반에서 강 

조될 필요가 있다. 

2. 사회과 지도 자료 개발에 대한 제언 

첫째，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이나 일반적인 

가족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인 접근을 통하여 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가족 

에게 맡겨질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둘째， 인구의 변동과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출산율 감소가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 

색하게 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 

해 탐구하게 한다. 

셋째， 사회과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그 자체로 교과의 학습 목표의 

영역에 포함하기보다는 법， 경제， 제도， 문화 동의 기존 사회과 스트랜 

드 학습을 종합한 통합학습의 목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백과사전 나열식 교육과정을 탈피 

하여 핵심 개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단원을 구성하 

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으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단원 

별로 누적된 교과지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교과적 학습 

내용을 일정 비율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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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과 지도 자료 개발에 대한 제언 

가정과 교육과정은 가정과 교육의 모 학문인 가정학의 전공 영역을 축소， 병 

합하여 각 전공 영역을 고르게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구성에서 벗어나 

생활의 주체인 개인과 가족생활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가정과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의 핵심인 가족 

생활 영역을 가정교과의 하나의 부분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의생활， 식생활， 

소비생활 등 여러 생활 영역의 지식과 기능이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 

구성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출산·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에서의 교육만으 

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 교과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 

량활동과 특별활동에서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 

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에 관 

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루도록 수업시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 관련 내용은 제한된 

교과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주로 지식 전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친화적 가치관 형성에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하 

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 

도 자료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 

려하면서 시대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성별이나 연령， 가족 구성 등 학생 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에 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내용 



요약 및 제언 387 

및 교육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둥학교 학생들의 경우， 

출산 가족 친화적 내용에 대해 진부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 

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에게는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미화해서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사회와 국가와 

관계， 가족 갈등과 화해 등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교직경력， 성별， 출산경험 여부， 담당교과 등 교사특성에 따라 출산·가 

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 

서 교직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 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교사 

인식을 제고할 뿐 아니라 출산· 가족 친화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필요 

한 교수방법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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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학생용설문조사결과 

〈부록 표 1-1) 조사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지역 

대도시(광역시 이상) 5,068 45.0 

중소도시 4,729 42.0 
농촌(군지역) 1,453 12.9 

학교구분 
초등학교 1,897 16.9 
중학교 4,502 40.0 
.Jl‘ zEr 를~.ïil 4,851 43.1 

성별 

남자 5,866 52.1 

여자 5,374 47.8 
Tnτ O_T:굉L 10 0.1 

형제자매 수(본인 포함) 

o명(외동) 1,417 12.6 
l명 7,134 63.4 

2명 이상 2667 23.7 

무웅답 31 0.3 

부모생존여부 

모두생존 10,774 95.7 
부또는모만생존 427 3.8 

모두사망 38 0.3 

무응답 21 0.2 
아버지 학력 

중학교이하 1,025 9.1 

고등학교 4,382 39.0 
대학교 3,144 27.9 

대학원 651 5.8 
모르겠다 1,667 14.8 

아버지가안계신다 352 3. 1 
무웅답 28 0.3 

어머니 학력 

중학교이하 1,201 10.7 
.:l!..%~빅~.ïil 5,481 48.7 

대학교 2,270 20.2 

대학원 295 2.6 

모르겠다 1,757 15.6 

어머니가안계신다 193 1.7 

무응답 5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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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2) 학생의특성과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생각 
(단위: %, 명) 

구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생각1) 

@ @ @ @ 계 며。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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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17*** 
중소도시 31.7 23.2 26.6 18.6 100.0 4,931 
농촌 33.8 22.7 26.1 17.4 100.0 1,354 df=6 

학교구분 

초둥학교 36.3 28.7 13.5 21.5 100.0 1,896 519.574*** 
~슛역~.iil 34.7 22.4 24.2 18.7 100.0 4,728 
고퉁학교 26.5 22.0 38.6 12.9 100.0 4,588 df=6 

성별 

남자 29.2 24.8 26.5 19.5 100.0 5,837 102.709*** 

여자 34.2 21.8 30.2 13.8 100.0 5,363 df=4 
. 형제자매수 

0명(외동) 33.5 23.2 26.7 16.6 100.0 1,414 13.089* 
l명 30.6 24.0 28.8 16.6 100.0 7,108 
2명 이상 33.3 21.7 27.9 17.1 100.0 2,661 df=6 

부모생존여부 

모두살아계신다 31.4 23.7 28 .3 16.6 100.0 10,727 
22.347** 

면부또는편모 35.9 15.5 29.6 19.0 100.0 426 
모두 안 계신다 29.7 10.8 29.7 29.7 100.0 37 

df=6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32.3 24.2 27.8 15.6 100.0 1,024 
Jl% 증~.iil 31.5 23.2 29.9 15.4 100.0 4,359 6.774 
대학교 30.5 24.5 30.4 14.7 100.0 3,139 
대학원 31.8 22.9 31.7 13.5 100.0 650 

df=9 

모르겠다 32.8 22.9 18.6 25.8 100.0 1,660 
모의학력 
중학교이하 29.5 24.0 30.8 15.7 100.0 1,198 
고등학교 30.9 23.4 30.5 15.2 100.0 5,458 12.719 
대학교 32.8 24.0 28.9 14.3 100.0 2,266 
대학원 35.9 17.6 31.5 14.9 100.0 295 df=9 

모르겠다 32.3 23.3 19.1 25 .3 100.0 1,75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05, ** p<O.OI, *** p<O.OOI 
주: 1) CD 다양한 가족형태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Z)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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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3> 학생의 특성과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기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기는 이유1) 

@ @ @ @ @ 계 며。 x2 

전체 59.3 4.3 4.1 16.0 16.2 100.0 11,173 

지역 

대도시 60.7 4.8 3.8 15.9 14.9 100.0 4,913 35.128*** 
중소도시 58.4 3.9 4.1 16.7 16.9 100.0 4,912 

농촌 57.7 4.2 5.6 13.6 18.8 100.0 1,348 
df=8 

학교구분 

초풍학교 51.9 3.9 6.4 14.5 23.2 100.0 1,878 183.379*** 
중학교 57.3 5.0 4.5 16.6 16.5 100.0 4,716 
고동학교 64.4 3.7 2.8 16.0 13.0 100.0 4,578 df=8 

성별 

남자 50.7 5.3 5.2 18.3 20.4 100.0 5,813 385.D13*** 

여자 68 .7 3.3 3.0 13.5 11.6 100.0 5,350 df=4 

형제자매수 

0명(외동) 57.4 4.4 4.9 17.9 15.3 100.0 1,410 10.838 
I명 59.3 4.5 4.0 15.9 16.3 100.0 7,077 
2명 이상 60.7 3.9 4.1 15.1 16.2 100.0 2,654 df=8 

부모생존여부 

모두살아계신다 59.8 4.3 3.6 16.2 16.0 100.0 10,693 255.357*** 
면부또는편모 48.8 4.0 18.0 9.5 19.7 100.0 422 

모두 안계신다 31.6 2.6 15.8 13.2 36.8 100.0 38 
df=8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62.4 4.6 3.7 14.5 14.8 100.0 1,020 

고퉁학교 63.0 3.8 3.3 16.5 13.3 100.0 4,348 
28.여0** 

대학교 60.3 4.9 3.5 15.9 15.4 100.0 3,131 

대학원 57.6 6.9 3.7 18.3 13.4 100.0 649 
df=12 

모르겠다 49.2 3.7 5.3 15.9 25.8 100.0 1,650 

모의학력 

중학교이하 61.6 4.2 4.6 15.1 14.5 100.0 1,193 
고등학교 62.6 4.3 3.7 16.6 12.7 100.0 5,442 34.655** 
대학교 59.2 5.2 3.2 16.1 16.2 100.0 2,260 
대학원 54.6 6.1 5.1 16.7 17.4 100.0 293 df=12 

모E겠다 49.1 3.0 4.8 15.5 27.6 100.0 1,74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O.OI, *** p<O.OOI 
주: 1) CD 부모님의 별거 · 이흔 재혼이 많아져서，(2) 자녀의 교육을 위해 따로 살아야 해서，@ 부모님이 편 

찮으시거나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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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4) 학생의 특성과 가족에 대한 내용 담당 과목(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 ~ @ @ @ 

가족에 대한 내용 담당 과목1) 

@ @ @ @ 며。 A F 

전체 19.5 82.6 29.5 3.1 57.5 4.6 13.0 9.2 3.6 11,246 
지역 

대도시 20.6 83.0 30.7 3.0 58.0 4.7 13.1 8.5 3.4 4,936 
중소도시 17.6 82.6 28.1 3.0 57.1 4.5 13.4 9.0 3.7 4,947 0.995 

3.319*** 
df~16 

농촌 깅 o 80.8 29.9 4.0 57.2 5.1 10.8 12.2 3.6 1,360 
학교구분 

초둥학교 27.2 80.3 46.5 3.3 41.4 7.6 12.7 14.5 3.3 1,896 
84.165*** 

중학교 17.1 86.4 16.6 2.2 58.2 3.4 13.3 7.8 3.3 4,501 0.892 
df~16 

고둥학교 18.8 79.5 35.6 3.8 63.4 4.8 12.7 8.5 4.0 4,592 
성별 

남자 20.3 80.3 28.1 3.9 52.1 5.4 14.1 11.2 4.6 5,856 40.371*** 
0.973 

df~8 여자 18.6 85.0 31.0 2.2 63.5 3.8 11.7 6.9 2.4 5,380 

형제자매수 

0명(외동) 18.8 81.5 27.2 2.6 54.5 4.2 15.2 9.6 4.0 1,417 1.929* 
l명 19.6 82.7 29.6 3.3 57.5 4.9 12.9 9.2 3.6 7,129 0.997 
2명 이상 19.4 82.9 30.4 2.9 59.4 4.3 11.8 8.7 3.0 2,666 

df~16 

부모생존여부 

모두살아 계신다 19.5 82.7 29.6 3.1 57.9 4.7 13.0 9.0 3.5 10,760 
1.466 

편부또는 편모 18.2 79.6 25.9 3.3 51.8 3.7 10.3 11.7 4.2 428 0.998 
df~16 

모두 안 계신다 15.8 73.7 23.7 2.6 42.1 2.6 15.8 18.4 7.9 38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21.6 82.7 27.5 3.4 57.9 3.7 12.3 7.7 2.6 1,025 
고동학교 18.9 82.6 29.4 2.9 58.8 3.9 12.8 8.2 3.7 4,382 2.794*** 
대학교 19.2 84.1 31.1 2.9 60.5 5.5 14.3 9.1 3.4 3,144 0.993 
대학원 22.7 84.5 33.4 4.9 60.6 7.8 17.9 10.6 1.8 652 

df~24 

모르겠다 19.8 79.4 26.8 2.8 48 .1 4.7 9.4 12.1 4.6 1,664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18.6 82.3 29.6 3.9 58.3 3.7 11.9 7.1 3.9 1,201 
고등학교 18.7 83.0 29.1 2.8 60.0 4.1 13.0 8.0 3.4 5,480 3.430*** 
대학교 21.9 84.4 32.3 3.1 60.2 6.1 15.2 10.5 3.2 2,270 0.991 
대학원 22.4 82.4 33.2 6.4 58.6 9.8 19.0 12.2 1.7 295 

df~24 

모르겠다 18.9 79.5 27.2 2.8 47.7 4.4 9.7 11.7 4.4 1,755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 p<0.05, *** p<O.OOI 
주: 1) CD 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술-가정(실과-)，@ 외국어(영어)， <v 특별활동이나 재량 

활동(교과 외 시간)，@ 기타 과목，@ 배운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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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5> 학생의 특성과 가족에 관한 배운 내용(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φ @ @ @ @ 

가족에 관한 배운 내용1) 

@ @ @ @ 며。 A F 

전체 76.9 71.7 35.2 47.8 41.4 46.4 37.7 6.8 3.6 11,238 
지역 

대도시 77.7 73.0 37.0 48.5 42.2 45.1 39.7 6.7 3.4 4,936 
5.167*** 

중소도시 76.4 71.8 34.8 48.2 41.3 48.4 37.0 6.8 3.7 4,945 0.993 
df=16 

농촌 75.5 66.4 30.0 43.7 39.1 66.0 33.2 6.9 3.6 1,357 
학교구분 

초풍학교 84.7 56.9 20.7 32.6 17.3 44.9 25.0 8.8 3‘3 1,832 
114.032*** 

중학교 83 .5 76.0 34.0 45.1 47.9 52.2 38.6 6.8 3.3 4,348 0.853 
df=16 

고동학교 73.6 79.6 45.6 60.9 48 .4 44.7 45.3 6.5 4.0 4,591 
성별 

남자 77.6 66.5 33.4 42.1 39.1 43.6 34.8 8.4 4.6 5.852 0970 42.055*** 

여자 76.1 77.4 37.2 53.9 43.9 49.4 때.9 5.0 2.4 5,377 df=8 

형제자매수 

0명(외동) 78.4 74.5 36.7 때.7 40.9 47.8 39.2 7.9 4.0 1,414 
1.189 

l명 79.9 74.7 37.1 49.8 43.4 48.5 때O 7.0 3.6 7,128 0.998 
2명 이상 80.0 73.4 34.9 49.3 42.7 47.4 36.7 6.4 3.0 2,665 

df=16 

부모생존여부 
모두살아 계신다 77.1 η.0 35.3 48.0 41.4 46.6 37.9 6.7 3.5 10,753 

2.806*** 
편부 또는 편모 77 .1 . 70.5 36.1 46.0' 44.3 44.5 35.9 8.5 4.2 428 0.996 

df=16 
모두 안 계신다 53.8 461 12.8 25.6 281 38.5 28.2 23 .1 7.7 39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74.8 73.5 36.2 49.4 44.1 46.9 34.5 5.3 2.6 1,025 
Jl% 등 ~.ñI 69.6 67.6 34.2 45.7 때.4 43.6 34.0 5.3 3.3 4,830 6.189*** 
대학교 79.7 74.9 36.9 51.0 43.7 46.6 43.0 6.3 3.4 3， 1때 0.984 
대학원 79.9 76.1 42.3 57.8 46.2 48.6 52.9 9.8 1.8 652 df=24 

모르겠다 73.9 57.7 23.0 31.1 26.4 41.5 25.9 9.7 4.6 1,662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74.7 72.4 39.0 51.5 45.8 49.8 36.4 5.4 3.9 1,154 
jlτ %~냥tf.ñI 77.2 75.1 37.5 51.3 44.2 47.2 39.2 5.8 3.5 5,476 5.262*** 
대학교 81.0 75.9 38.0 51.1 44.5 47.2 44.5 6.8 3.2 2,268 0.986 
대학원 59.1 54.8 27.7 41.6 35.0 39.1 36.8 8.4 1.3 394 

df=24 

모르겠다 74.7 58.0 24.0 31.9 26.7 41.9 25.6 9.1 4.4 1,754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O.OOI 
주: 1) CD 기족의 소중함과 중요성 @ 가축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7}족 의식주에 관한 내용 

@ 가족내 남녀 간 역할평동 @ 기촉구성원의 갈등과 화해 @가족과이웃의관계 
@ 가족과 사회， 국가의 관계 @기타 @배운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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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6) 학생의 특성과 가족에 관한 내용 배우고 난 후， 학생의 생각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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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계 며。 x 2 

전체 12.5 45.8 6.2 17.1 13.7 4.7 100.0 10,786 
지역 

대도시 13.4 43.4 6.3 18.1 14.1 4.8 100.0 4,750 46.230*** 
중소도시 11.9 46.6 6.2 17.3 13.5 4.5 100.0 4,738 
농촌 11.4 51.8 6.0 12.3 12.9 5.5 100.0 1,298 df= lO 

학교구분 

초둥학교 3.2 66.5 6.8 9.3 8.3 5.8 100.0 1,820 856.661*** 
중학교 9.9 48.4 7.8 15.0 13.7 5.2 100.0 4,571 
고둥학교 19.0 34.7 4.3 22.4 15.9 3.8 100.0 4,395 

df= lO 

성별 

남자 11.4 49.4 6.9 15.3 11.5 5.4 100.0 5,535 123.198*** 

여자 13.6 42.1 5.4 18.9 16.0 4.0 100.0 5,241 df=5 
형제자매수 

0명(외동) 12.9 44.2 5.8 18.0 13.2 5.8 100.0 1,352 
10.129 

1명 12.5 45.8 6.1 17.3 13.9 4.5 100.0 6,833 
2명 이상 12.3 46.9 6.6 16.0 13.4 4.8 100.0 2,570 df= lO 

부모생존여부 

모두살아계신다 12.7 46.0 6.1 17.0 13.5 4.7 100.0 10,323 38.956*** 
편부또는편모 7.3 41.4 8.0 18.5 18.7 6.1 100.0 411 
모두 안 계신다 5.6 33.3 8.3 11.1 27.8 13.9 100.0 36 

df=10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11.6 47.6 6.6 16.6 13.8 3.8 100.0 995 
고퉁학교 13.9 43.4 5.9 18.6 14.2 4.0 100.0 4,206 26.120* 
대학교 13.7 45.7 6.1 17.3 13.0 4.3 100.0 3,019 
대학원 14.5 41.0 6.6 20.5 11.4 6.0 100.0 634 

df=15 

모르겠다 7.3 54.9 6.4 11.1 13.1 7.1 100.0 1,567 
모의학력 

중학교이하 14.2 42.5 6.0 18.0 15.6 3.6 100.0 1,151 
고동학교 13.9 43.6 6.0 18.7 13.6 4.2 100.0 5,271 24.908 
대학교 12.4 47.4 6.1 17.3 12.3 4.5 100.0 2, 187 
대학원 10.8 44.6 8.7 17.1 13.2 5.6 100.0 287 

df=15 

모르겠다 8.0 53.6 6.2 11.1 13.9 7.1 100.0 1,653 

무웅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05, *** p<O.ool 
주: 1) CD 식상한 이야기라 지루했다，(2)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족 간의 갈둥을 슬 

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갈동 없는 이상적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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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7) 학생의 특성과 학교에서 출t!뻐l 대한 내용 담당 과목(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 @ @ @ 

출산에 대한 내용 담당 과옥1) 

@ @ @ @ @ 며。 A F 

전체 1.1 5.8 1.8 24.2 62.0 0.7 31.4 15.3 7.0 11,229 

지역 

대도시 1.2 6.0 1.7 23 .5 62.4 0.6 29.9 16.7 6.6 4,932 
중소도시 1.0 5.1 1.8 25.7 63 .1 0.9 32.6 13.1 7.4 4，9때 0.993 

4.985*** 

농촌 1.2 7.1 2.0 21.9 57.0 0.5 32.1 18.1 6.9 1,357 
df=16 

학교구분 

초풍학교 1.6 4.1 2.1 2.2 5.3 0.6 37.4 41.0 21.2 1,890 376.501** 
중학교 1.0 5.7 1.2 17.6 69.8 0.6 30.1 12.0 6.2 4,748 0.626 * 

.ï!τ c 응 ~피iïI 1.0 6.5 2.3 때1.1 77.4 0.8 30.1 8.0 2.0 4,591 df=16 

성별 

남자 1.7 7.5 2.2 24.7 59.8 1.1 28.3 16.4 7.5 5.’845 0.982 25.528*** 
여자 0.5 3.8 1.3 23.7 64.5 0.2 34.6 14.0 6.5 5,374 df=8 
형제자매수 

0명(외동) 1.6 5.7 1.6 22.0 63.7 1.1 30.8 14.5 6.8 1,417 
1.027 

1명 1.0 5.8 1.8 24.5 61.5 0.7 31.9 15.4 7.0 7,112 0.998 
2명 이상 1.1 5.6 1.8 24.9 63.0 0.6 30.4 15.2 7.0 2,667 df=16 

부모생존여부 

모두살아계신다 1.1 5.7 1.8 24.3 62.1 0.7 31.5 15.4 6.9 10,774 
면부또는편모 0.5 6.7 2.1 26.7 64.3 1.2 29.3 11.7 8.1 420 0.997 

1.997* 

모두 안 계신다 2.6 7.9 2.6 10.5 39.5 26.3 18.4 21.1 38 
df=16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1.5 6.6 1.9 29.3 66.5 0.6 31.2 11.0 5.3 1,026 
고동학교 0.8 5.6 1.4 27.0 66.5 0.5 31.8 13.6 5.2 4,375 

1.813** 
대학교 1.2 5.5 2.0 24.6 64.2 0.7 32.4 14.9 6.5 3,137 0.995 
대학원 2.0 7.1 3.1 27.7 68.0 1.1 32.2 13.5 6.5 650 df=24 

모르겠다 1.3 5.7 1.7 11.8 41.6 1.0 28.0 24.2 13.7 1,663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1.3 5.7 1.4 32.6 66.8 0.7 30.0 11 .3 4.6 1,201 
.ï!τ %~낭‘f피iïI 0.9 5.6 1.5 26.4 67.2 0.5 32.0 13.0 5.3 5,474 3.748*** 
대학교 1.3 6.0 2.3 24.4 61.9 0.9 33.6 16.8 7.1 2,266 0.991 
대학원 2.1 7.9 3.4 25.7 64.4 2.1 33.2 16.8 6.8 292 

df=24 

모르겠다 1.4 5.5 2.1 12.1 42.9 0.7 27.8 23.2 13.5 1,75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05, ** p<O.OI, *** p<O.OOI 
주: 1) CD 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술·가정(실과')， @ 외국어(영어)， cv 특별활동이나 재량 

활동(교과 외 시간)，@ 기타 과목，@ 배운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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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8) 

출산에 관한 내용 학습 후 생각 변화1) 

@ @ @ 계 명 
5.4 23.2 6.6 100.0 1α349 전체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학교구분 

초동학교 

중학교 

고퉁학교 

성별 

남자 

여자 

형제자매수 

0명(외동) 
l명 
2명 이상 

부모생존여부 
모두살아계신다 
편부또는편모 
모두 안계신다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고동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르겠다 

모의학력 

중학교 이하 13.3 37.5 18.8 4.7 19.8 6.0 100.0 1,138 
고둥학교 13.5 35.4 18.5 5.0 21.7 5.9 100.0 5,150 
대학교 13.7 33.5 16.5 5.8 23.6 6.9 100.0 2,085 
대학원 18.8 29.0 16.9 7.7 24.3 3.3 100.0 272 

모르겠다 8.8 32.1 126 6.6 30.5 9.4 100.0 1,483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 p<O.OI, *** p<O.OOI 
주: 1) CD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생명의 탄생과 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출산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기타 

구분 
2 x 

15.639 

df=10 

4,568 
4,529 
1,252 

100.0 
100.0 
100.0 

“ω
 μ
ω
 
”” 

-
-
-
。j

n
ι
 

잉
 
경
 
잉
 

2 
6 
3 

.‘,) 
-‘
J 

;J 

@ 

18.2 
16.4 
15.9 

@ 

34.7 

34.4 

34.3 

37.3 

@ 

12.9 

12.6 
13.3 

13.1 

510.361*** 

df= 1O 

1,445 
4,416 
4,487 

100.0 
100.0 
100.0 

10.2 
6.7 
5.3 

…… 
짜
 

mm 

A

껴
 1
」

A‘“ 

Q/ 

rhu 

‘‘-

10.4 

13.6 
22.7 

짜
씨
 
웠
 월
 

4.4 

11.2 
17.4 

415.605*** 

df=5 

5,344 

4,996 

100.0 

100.0 

7.2 

5.8 

25.4 

21.0 

6.9 

3.8 

10.9 

23.7 

33.4 

36.2 

16.1 

9.6 

27.935** 

df=10 

1,307 

6,561 
2450 

100.0 
100.0 

100.0 

n
ω
 
“
M 

n
μ
 

23 .4 

23.5 

5.4 

n
μ
 
μ
j
 
”“ 

15.1 

16.5 

19.9 

34.7 

34.5 

35.3 

14.3 

13.3 

11.2 

13.583 

df= 1O 

9,911 
386 
29 

100.0 

100.0 
100.0 

6.6 

5.7 

13.8 

없
 

mm 

m씨
 

M 
m 
m” 

17.2 

15.3 

10.3 

M 
mm 

%
뼈
 

때
 
m 
m 

34.095** 

df=15 

966 
4,120 
2,904 

606 
1,409 

m 
m 
m 
m 

뼈
.
 

N찌
 
M 

n
ι
 αu
 
m씨
 

20.7 
21.1 

24.5 

23 .1 

29.7 

7“ 
。
ι
rb 

꺼
J
 -3 

4
‘ 

4
‘ 
,3 

<
J

/0 

19.7 
18.9 
16.4 
15.0 
12.8 

35.7 
35.8 
33.6 
33.3 
33.9 

13.5 
13.0 

13.7 
17.5 

8.1 

33.347** 

d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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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9> 학생의 특성과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1) 

@ @ @ @ @ @ 계 며。 x2 

전체 25.7 3.8 39.4 5.9 17.2 8.1 100.0 11 ,216 
지역 

대도시 25.9 3.5 41.9 5.1 16.3 7.2 100.0 4,925 
42α"1)*** 

중소도시 25.0 3.9 37.9 6.4 17.9 8.8 100.0 4,939 
농촌 27.1 4.4 35.4 6.9 17.7 8.4 100.0 1,352 df= 1O 

학교구분 

~τ %~.ïiL 35.5 5.2 25.5 5.5 12.0 16.3 100.0 1,894 602.756*** 
중학교 26.9 3.9 39.3 5.9 15.4 8.6 100.0 4,737 
Jl걷 %-q’t.ïi1. 20.4 3.1 45.3 6.0 21.1 4.1 100.0, 4,584 df= 1O 

성별 

남자 26.9 4.4 39.2 5.7 13.9 9.9 100.0 5,832 146.408*** 

여자 24.3 3.2 39.6 6.1 20.7 6.1 100.0 5,373 df=5 
형제자매수 

0명(외동) 23.1 5.2 39.7 6.3 15.9 9.9 100.0 1,411 
29.414** 

1명 25.4 3.6 39.5 5.8 18.0 7.7 100.0 7,105 
2명 이상 27.6 3.7 39.0 5.9 15.8 8.0 100.0 2,664 df= 1O 

부모생존여부 

모두살아계신다 25.7 3.8 39.5 5.9 17.1 7.9 100.0 10,730 12.871 
편부또는편모 24.8 4.0 36.5 6.1 17.8 10.8 100.0 427 
모두 안계신다 26.3 39.5 10.5 7.9 15.8 100.0 38 

df=10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23.6 5.0 41.4 7.1 15.1 7.7 100.0 1,021 
Jl%~닝t피 ill 24.8 3.4 41.6 5.6 18.2 6.4 100.0 4,375 24.758 
대학교 25.8 3.5 때3 5.3 18.4 6.6 100.0 3,130 
대학원 23.8 3.1 40.0 6.5 20.6 6.0 100.0 647 

df=15 

모르겠다 29.7 4.9 30.9 6.7 12.2 15.7 100.0 1,661 
모의학력 

중학교이하 23.7 4.4 41.4 6.5 17.4 6.6 100.0 1,199 
고등학교 24.7 3.4 42 .5 5.3 17.9 6.2 100.0 5,465 33.020** 
대학교 26.6 3.9 36.7 6.1 19.4 7.2 100.0 2,264 
대학원 28.7 2.4 40.6 6.8 16.4 5.1 100.0 293 df=15 

모르겠다 28.6 4.7 31.9 6.6 12.2 15.9 100.0 1,75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숭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읍. 
** p<O.OI, *** p<O.OOI 
주: 1) CD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2) 늦은 결혼으로 출산의 시기를 놓쳐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므로，@ 자녀를 키우는 일에만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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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0) 학생의 특성과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 
(단위: %, 명) 

구분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1) 

@ @ @ @ @ @ @ 계 며。 x2 

전체 5.8 41.7 2.1 32.0 1.8 9.9 6.7 100.0 11,225 
지역 

대도시 5.5 42.2 2.3 31.5 1.9 10.7 5.9 100.0 4,927 22.964* 
중소도시 6.0 때.7 1.9 33.1 1.7 9.5 7.1 100.0 4,944 
농촌 6.4 43.1 2.1 30.1 1.8 8.8 7.8 100.0 1,354 

df=12 

학교구분 
초퉁학교 6.9 49.8 2.1 24.7 2.9 4.7 8.8 100.0 1,900 312.669*** 
중학교 6.1 44.0 1.9 30.8 1.5 8.5 7.2 100.0 4,741 
고퉁학교 5.1 35.9 2.3 36.3 1.6 13.5 5.2 100.0 4,586 

df=12 

성별 

남자 6.6 42.9 2.6 30.1 1.8 8.3 7.7 100.0 5,843 93 .368*** 

여자 5,0 40.4 1.6 34.0 1.8 11.6 5.5 100.。 5,371 df=6 
- 형제자매수 

0명(외동) 6.5 39.7 2.3 31.9 1.6 9.6 8.3 100.。 1,416 23.438* 
l명 5.7 42.0 2.2 32.4 1.6 10.1 6.0 100.0 7,114 
2명 이상 5.9 41.9 1.8 31.2 2.3 9.6 7.4 100.0 2,662 

df=12 

부모생존여부 

모두살아계신다 5.8 41.8 2.0 32.3 1.8 9.8 6.5 100.0 1α741 50.264*** 
편부또는면모 8.4 38.5 3.7 26.3 1.2 12.1 9.8 100.0 429 
모두 안계신다 30.8 10.3 28.2 12.8 17.9 100.。 39 

df=12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7.0 37.8 2.2 34.9 1.5 10.6 6.0 100.0 1,025 
고퉁학교 5.6 41.0 1.9 33.5 1.4 10.9 5.8 100.0 4,376 35.669** 
대학교 5.6 42.9 1.8 32.5 2.1 9.9 5.2 100.0 3,135 
대학원 3.5 43.9 3.4 32.5 2.2 8.3 6.2 100.0 649 

df=18 

모르겠다 7.1 43.2 2.1 26.5 2.4 7.0 11.7 100.0 1,663 
모의학력 

중학교이하 5.6 39.1 1.6 33.6 1.6 12.5 6.0 100.0 1,201 
고둥학교 5.8 41.1 1.9 33.4 1.5 10.6 5.7 100.0 5,469 31.198* 
대학교 5.3 43.8 2.6 31.1 2.3 9.4 5.5 100.0 2,267 
대학원 4.8 44.7 3.1 31.1 1.7 9.2 5.5 100.0 293 

df=18 

모르겠다 6.7 42.0 2.0 28.6 2.3 6.8 11.5 100.0 1,755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05, ** p<O.OI, *** p<O.ool 
주: 1) CD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거나 다툴 일이 줄어들 것이다，<Z)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공 

해가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 
길 것이다，@ 식량과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우리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할 
것이다，(J)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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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사용설문조사결과 

〈부록 표 2-1) 조사대상 교사의 일반적 사항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 

성별 

남 467 41.1 

여 668 58.8 

지역 

대도시 555 48.9 

중소도시 450 39.6 

농촌 131 11.5 

학교구분 

초퉁학교 195 17.2 
중학교 455 때.1 

고등학교 486 42.8 
무응답 0.1 

담당교과 

주교패도덕， 사회， 기술·가정) κm 61.7 
기타 428 38.3 

교직 경력 

0-5년 259 22.9 
6- 10년 215 18.9 
11-20년 383 33.7 

21년 이상 279 24.2 
출산경험 

유경험 797 70.2 
무경험 336 29.6 
무웅답 3 0.2 
출산 경험 시 양육 형태 

본인 및 배우자 385 33.9 
친인척 248 21.9 
육아도우미 66 5.8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 유치원) 83 7.3 

기타 248 21.8 
무응답또는 비해당 106 9.3 

계 1,136 100.。

* 무웅답으로 인하여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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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 교사의 특성과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문제의 심각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심각한 보통 심각하지 전혀 

겨l 여。 평균 표준편차 x 2 심각편이다 이다 않은 심각하지 
하다 편이다 않다 

전체 46.2 47.1 5.6 1.0 0.1 100.0 1,135 1.62 0.647 
성별 

남자 54.8 40.7 3.0 1.3 0.2 100.0 467 1.51 0.643 31 뼈6*** 

여자 40.3 51.5 7.5 0.7 100.0 668 1.69 0.640 df=4 

학교구분 

초등학교 43.1 50.3 5.1 1.5 100.0 195 1.65 0.651 
중학교 46.4 47.9 5.1 0.7 100.0 455 1.60 0.618 

4.749 
df=8 

고등학교 47.3 45.1 6.4 1.0 0.2 100.。 486 1.62 0.672 
지역 

대도시 46.8 46.1 5.8 1.3 100.0 555 1.61 0.655 
중소도시 46.4 47.3 5.8 0.2 0.2 100.0 450 1.60 0.629 

8.069 
df=8 

농촌 42.7 50.4 4.6 2.3 100.0 131 1.66 0.675 
담당교과 

주교과 
47.0 46.5 5.5 0.9 0.1 100.0 690 1.61 0.647 1.802 

(도덕，사합가숭가예 

기타 43.9 49.1 5.8 1.2 100.0 428 1.64 0.646 
df=4 

교직경력 

0-5년 35.5 57.9 6.2 0.4 100.0 259 1.71 0.593 
6-10년 37.2 52.6 8.8 1.4 100.0 215 1.74 0.673 53.098*** 

11-20년 48.8 44.1 5.2 1.8 100.0 383 1.60 0.675 df=12 
21년 이상 59.9 36.5 3.3 0.4 100.0 274 1.45 0.597 

출산경험 
유경험 52.3 42.2 4.4 1.0 0.1 100.0 797 1.54 0.642 41.911*** 

무 경험 32.1 58.3 8.6 0.9 100.。 336 1.78 0.630 df=4 

출산경험시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55.6 39.5 3.4 1.3 0.3 100.0 385 1.51 0.654 
친인척 48.0 45.6 5.2 1.2 100.0 248 1.60 0.648 
육아도우미 54.5 43.9 1.5 100.0 66 1.47 0.533 14.155 

육아지원시설 47.0 44.6 8.4 100.0 83 1.61 0.641 df=16 
(보육시설유치원됨 

기타 100.0 100.0 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O.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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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3) 교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학교교육 내용 개선 필요성 
(단위: %, 명) 

필요 

구분 
。필요한 보통 하지 전혀 

며。 
표준 

x 2 필요편이다 이다 않τ 。 필요하 계 펴。큐ι 편차 
하다편이다 지 않다 

전체 32.7 60.3 5.3 1.6 0.2 100.0 1,136 1.76 0.635 

성별 

남자 37.3 57.2 4.3 1.1 0.2 100.0 467 1.70 0.622 9.237 
여자 29.5 62.4 6.0 1.9 0.1 100.0 668 1.81 O.여O df=4 

학교구분 
:f:.τ cr쉰~.ïi!ι 31.3 62.1 5.6 1.0 100.0 195 1.76 0.597 

4.660 
중학교 31.9 60.4 5.7 2.0 100.。 455 1.78 0.638 

df=8 
고퉁학교 34.0 59.5 4.7 1.4 0.4 100.0 486 1.75 O.없8 

지역 

대도시 30.6 61.6 5.4 2.3 100.0 555 1.79 0.642 

중소도시 34.9 58.4 5.6 0.9 0.2 100.0 450 1.73 0.623 
10.003 

df=8 
농촌 33.6 61.1 3.8 0.8 0.8 100.0. 131 1.74 O.여O 

담당교과 

주교과 
34.6 59.3 4.3 1.4 0.3 100.0 690 1.73 0.636 8.114 

(도덕， 사회， 기술·가정) 
df=4 

기타 28 .7 62.6 7.0 1.6 100.0 428 1.82 0.624 

교직경력 

0-5년 26.3 66.0 6.2 1.5 100.0 259 1.83 0.599 
6-10년 25.6 63.3 9.3 1.9 100.0 215 1.87 O.여o 36.820*** 
11-20년 33.7 58.7 5.2 2.1 0.3 100.0 383 1.77 0.665 df=12 
21년 이상 42.7 54.8 1.4 0.7 0.4 100.0 279 1.61 0.594 

출산경험 

유경험 35.5 58.7 4.0 1.5 0.3 100.0 797 1.72 0.634 17.062** 
무경험 25.9 64.0 8.3 1.8 100.0 336 1.86 0.629 df=4 

출산 경험 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37.4 58.7 2.3 1.3 0.3 100.0 385 1.68 .0.611 

친인척 31.5 60.9 5.2 2.4 100.0 248 1.79 O.여8 

육아도우미 43.9 53.0 3.0 100.0 66 1.59 0.554 19.4얘 

육아지원시설 83 1.83 0.730 
df=16 

(보육시설， 유치원 등) 
31.3 57.8 8.4 1.2 1.2 100.0 

기타 100.0 ι 100.0 2 2.00 O.αm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O.OI, *** p<O.O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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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4) 교사의 특성과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에서 

출산이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 교육 강화 필요성 
(단위: %, 명) 

매~ 필요 전혀 
평균 표준 구분 

필요한 보통 하지 필요 
계 며。 x 2 필요 편이다 이다 않은 하지 

하다 편이다 않다 
면차 

전체 48.8 45.1 4.6 1.3 0.2 100.0 1,135 1.59 0.659 
성별 

남자 52.5 42.2 3.9 1.3 0.2 100.0 467 1.55 0.655 4.771 
여자 46.2 47.2 5.1 1.3 0.1 100.0 667 1.62 0.661 df=4 

학교구분 

초동학교 49.7 43.1 6.2 1.0 100.0 195 1.58 0.655 
중학교 48.9 44.9 4.6 1.3 0.2 100.0 454 1.59 0.664 

2.474 
df=8 

고퉁학교 48.4 46.1 3.9 1.4 0.2 100.0 486 1.59 0.657 
지역 

대도시 47.5 44.6 5.8 2.0 0.2 100.0 554 1.63 0.701 
중소도시 50.0 45.6 3.6 0.7 0.2 100.0 450 1.56 0.621 

7.798 

농촌 50.4 45.8 3.1 0.8 100.0 131 1.54 0.598 
df=8 

담당교과 
주교과 

47.9 45.7 4.8 1.3 0.3 100.0 689 1.60 0.670 1.612 
(도덕， 사회， 기술·가쟁 

df=4 
기타 49.8 44.6 4.4 1.2 100.0 428 1.57 0.636 

교직경력 

0-5년 41.7 50.6 5.4 1.9 0.4 100.0 259 1.69 0.698 
6- 10년 43.3 45.6 9.3 1.9 100.0 215 1.70 0.715 39.332 
11-20년 49.2 45.3 4.2 1.3 100.0 382 1.58 0.638 df=12 
21년 이상 59.1 39.4 0.7 0.4 0.4 100.0 279 1.43 0.571 

출산경험 

유경험 52.6 42.8 3.4 1.0 0.1 100.0 796 1.53 0.627 22.305*** 
무경험 39.6 50.6 7.4 2.1 0.3 100.0 336 1.73 0.713 df=4 
출산 경험 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53 .1 43.0 2.9 0.8 0.3 100.0 384 1.52 0.621 
친인척 53.6 42.3 2.4 1.6 100.0 248 1.52 0.630 
육아도우미 53.0 43.9 3.0 100.0 66 1.50 0.562 16.354 
육아지원시설 

48.2 41.0 9.6 1.2 100.0 83 1.64 0.708 
df=16 

(보육시설， 유치원 동) 
기타 100.0 100.0 2 2.00 O.αm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O.OOI 



부록 409 

〈부록 표 2-5) 교사의 특성과 출산(인구포함) 관련 내용 가르침 유무 
(단위%， 명) 

구분 여l 아니오 계 며。 x 2 

전체 46.9 53.1 100.0 1,127 

성별 

남자 41.5 58.5 100.0 465 4.771 
여자 50.8 49.2 100.0 662 df=4 

학교구분 
초동학교 때.9 59.1 100.0 193 

중학교 47.0 53.0 100.0 453 
2.474 

고동학교 49.4 50.6 100.0 482 
df=8 

지역 
대도시 46.0 54.0 100.0 550 
중소도시 48.1 51.9 100.0 447 

7.798 

농촌 47.3 52.7 100.0 131 
df=8 

담당교과 
J 주교과 (도덕， 사회， 기술·가정) 61.5 38.5 100.0 684 152.801*** 

기타 23.5 76.5 100.0 426 df=1 

교직경력 
0-5년 45.7 54.3 100.0 256 
6‘ 10년 찌1.8 59.2 100.0 213 5.128 
11-20년 50.0 50.0 100.0 382 df=3 

21년 이상 48.7 51.3 100.0 2η 

출산경험 

유 경험 47.4 52.6 100.0 793 0.351 
무경험 45.5 54.5 100.0 332 df=1 

출산 경험 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46.0 54.0 100.0 383 

친인척 49.0 51.0 100.0 247 

육아도우미 50.0 50;0 100.0 66 0.790 

육아지원시설 
46.3 53.7 100.0 82 

df=4 

(보육시설， 유치원 동) 

기타 50.0 50.0 100.0 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O.O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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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6) 교사으1 ，특성과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적절한 보통 적절하지 전혀 

계 
표준 

x 2 않은 적절하지 명 평균 편차 적절하다 편이다 이다 편이다 않다 
전체 3.8 19.7 45.1 29.0 2.5 100.0 528 3.m 0.857 

성별 

남자 4.1 24.4 37.3 31.1 3.1 100.0 193 3.05 0.920 8.592 
여자 3.6 17.1 49.7 27.5 2.1 100.0 334 3m 0.819 df=4 

학교구분 

초동학교 3.9 13.0 50.6 28.6 3.9 100.0 η 3.16 0.844 

중학교 4.2 23.0 42 .3 26.8 3.8 100.0 213 3.03 0.906 
9.544 
df=8 

고둥학교 3.4 18.9 45.8 31.1 0.8 100.0 238 3.m 0.816 

지역 

대도시 6.0 21.4 41.3 29.0 2.4 100.0 252 3.00 0.917 15.06 
중소도시 2.3 17.8 50.5 28.0 1.4 100.0 214 3.08 0.777 4 
농촌 0.0 19.4 41.9 32.3 6.5 100.0 62 3.26 0.848 df=8 

담당교과 

주교과 3.3 20.2 45.8 28.3 2.4 100.0 421 3.06 0.843 
3.301 

(도덕， 사회， 기술가쟁 
df=4 

기타 6.1 19.4 40.8 32.7 1.0 100.0 98 3.03 O.옛)2 

교직경력 
(}-5년 1.7 21.4 49.6 24.8 2.6 100.0 117 3.05 0.797 
6-10년 3.4 13.8 49.4 33.3 100.0 87 3.13 0.775 

11.98 

'11-20년 4.2 19.6 46.0 27.0 3.2 100.0 189 3.05 0.874 
4 

df=12 
21년 이상 5.2 22.2 37.0 32.6 3.0 100.0 135 3.06 0.937 

출산경험 

유경험 4.8 19.0 44.1 28.9 3.2 100.0 374 3.m 0.893 7α)9 

무경험 1.3 21.9 47.7 28 .5 0.7 100.0 151 3.05 0.764 df=4 

출산 경험 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4.0 24.7 39.1 29.3 2.9 100.0 174 3.02 0.906 
친인척 6.6 12.4 53.7 25.6 1.7 100.0 121 3.03 0.846 
육아도우미 3.0 12.1 36.4 42.4 6.1 100.0 33 3.36 0.895 

18.74 
7 

육아지원시설 2.6 21.1 39.5 31.6 5.3 100.。 38 3.16 0.916 
df=16 

(보육시설， 유치원 동) 
기타 100.0 100.0 1 3.00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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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7) 교사의 특성과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포함)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흥미에 적합성 정도 

(단위%， 명) 

”우1 적합한 보통 적협해l 전혀 표준 
구분 적합 편이다 이다 않은 적협하지 계 명 평균 편차 x 2 

효따 편이다 않다 

전체 0.8 12.1 43.3 39.5 4.4 100.0 527 3.35 0.776 

성별 
남자 2.1. 9.4 41.1 43.2 4.2 100.0 192 3.38 0.797 10씨7* 

여자 13.8 44.6 37.1 4.5 100.0 334 3.32 0.765 df'"4 

학교구분 
초등학교 10.4 44.2 39.0 6.5 100.0 꺼 3.42 0.767 
중학교 0.5 lO3 493 347 52 1000 2l3 334 0.75l 1l d;5f=087 

고둥학교 1.3 14.3 37.6 43.9 3.0 100.0 237 3.33 0.803 

지역 
대도시 1.2 13.9 44.4 36.5 4.0 100.0 252 3.28 0.796 

중소도시 0.5 9,9 432 437 28 lOOO 2I3 338 0722 I2 d9f=508 

농촌 12.9 38.7 37.1 11.3 100.0 62 3.47 0.863 

담당교과 

주교과 1.0 11.9 44.0 39.5 3.6 100.0 420 3죄 0.767 2.776 
(도덕， 사회， 기술기챔 
기타 l4.3 40.8 38.8 6.l 100.0 98 337 0.804df=4 

교식경력 
0-5년 13.7 49.6 33.3 3.4 100.0 117 3.26 0.736 

6-10년 8.1 41.9 43.0 7.0 100.0 86 3.49 0.747 14.417 

11-20년 0.5 14.2 43.7 37.4 4.2 100.0 190 3.31 0.784 df=12 

21년 이상 2.2 10.4 38.1 45.5 3.7 100.0 134 3.38 0.812 

출산경험 
유 경험 1.1 11.0 43.4 39.9 4.6 100.0 373 3.36 0.779 3.512 
무 경험 15.2 43.7 37.1 4.0 100.0 151 3.30 0.773 df=4 

출산 경험 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1.7 12.1 41.4 39.1 5.7 100.0 174 3.35 0.832 

친인척 0.8 10.0 뼈 3 38.3 2.5 100.0 120 3.32 0.722 

육아도우미 9.1 36.4 48 .5 6.1 100.0 33 3.52 0.755 14.696 
육아지원시설 7.9 44.7 44.7 2.6 100.0 38 3.42 0.683 df=16 

(보육시설， 유치원 둥) 

기타 lm.0 100.0 1 2.00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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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8) 교사의 특성과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포함) 관련 소재의 
시대성 및 현실성 반영 정도 

(단위: %, 명) 

충분히 반영하고 보통 반영하고 전혀 
명 평균 표준 구분 반영하고 있는 이다 있지 않은 반영하고 계 x 2 

있다 편이다 편이다 있지않다 
편차 

전체 19.3 34.4 42.0 4.3 100.0 529 3.31 0.830 
성별 

남자 22.8 29.5 43.5 4.1 100.0 193 3.29 0.865 4.290 
여자 17.3 37.3 40.9 4.5 100.0 335 3.33 0.811 df=3 

학교구분 

초동학교 6.4 38.5 50.0 5.1 100.0 78 3.54 0.697 
16.167* 

중학교 16.9 36.6 41.3 5.2 100.0 213 3.35 0.819 
df=6 

고퉁학교 25.6 31.1 39.9 3.4 100.0 238 3.21 0.865 
지역 

대도시 18.6 31.2 45.1 5.1 100.0 253 3.37 0.842 
4.734 

중소도시 18.7 38.3 39.7 3.3 100.0 214 3.28 0.801 
df=6 

농촌 24.2 33.9 37.1 4.8 100.0 62 3.23 0.876 
담당교과 

주교과 
21.9 34.4 39.4 4.3 100.0 421 3.26 0.847 9.183* 

(도덕사획가술7)행 
df=3 

기타 9.1 36.4 50.5 4.0 100.。 99 3.49 0.720 
교직경력 

0-5년 19.7 37.6 40.2 2.6 100.0 117 3.26 0.800 
6-10년 19.5 41.4 35.6 3.4 100.0 87 3.23 0.803 7.693 
11-20년 18.4 33.2 42.1 6.3 100.0 190 3.36 0.854 df=9 
21년 이상 20.0 28.9 47.4 3.7 100.0 135 3.35 0.840 

출산경험 

유경험 18.9 33.9 42.9 4.3 100.0 375 3.33 0.828 0.907 
무경험 20.5 36.4 38.4 4.6 100.0 151 3.27 0.840 df=3 

출산 경험 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25.7 26.9 44.0 3.4 100.0 175 3.25 0.881 
친인척 16.5 39.7 39.7 4.1 100.0 121 3.31 0.7% 
육아도우미 15.2 33.3 45 .5 6.1 100.0 33 3.42 0.830 19.210 
육아지원시설 2.6 47.4 42.1 7.9 100.0 38 3.55 0.686 df=12 
(보육시설， 유치원 퉁) 

기타 100.0 100.。 1 4.00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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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9) 교사의 특성과 교과서 제시된 출산(인구포함) 관련 내용 분량의 
교육목표 달성에 따른 적절성 정도 

(단위: %, 영) 

매우 충분한 보통 
충분하지 전혀 

명 평균 표준 구분 
충분하다 편이다 이다 

않은 충분하지 계 
편차 x 2 

편이다 않다 

전체 5.9 33.3 55.5 5.3 100.0 528 3.60 0.681 

성별 

남자 6.2 31.6 57.0 5.2 100.0 193 3.61 0.684 0.499 
여자 5.7 34.4 54.5 5.4 100.0 334 3.60 0.681 df=3 

학교구분 

초풍학교 1.3 33.3 62.8 2.6 100.0 78 3.67 0.550 
6.235 

중학교 5.7 33.5 55.2 5.7 100.0 212 3.61 0.683 
df=6 

고풍학교 7.6 33.2 53.4 5.9 100.0 238 3.58 0.718 

지역 
대도시 5.9 32.8 56.9 4.3 100.0 253 3.60 O.뼈 

1.658 
중소도시 6.1 34.7 53.1 6.1 100.0 213 3.59 0.699 

df=6 
농촌 4.8 30.6 58.1 6.5 100.0 62 3.66 0.676 
담당교과 

주교과 6.9 33.1 54.3 5.7 100.0 420 3.59 0.704 
4.028 

(도덕， 사회， 기술가쟁 
df=3 

기타 2.0 36.4 57.6 4.0 100.0 99 3.64 0.597 

교직경력 
0--5년 6.0 34.2 57.3 2.6 100.0 117 3.56 0.648 
6-10년 4.6 33.3 55.2 6.9 100.0 87 3.64 0.682 6.173 
11-20년 6.3 36.0 50.8 6.9 100.0 189 3.58 0.715 df=9 
21년 이상 5.9 28.9 60.7 4.4 100.。 135 3.64 0.665 

출산경험 

유경험 4.8 33.4 56.7 5.1 100.0 374 3.62 0.659 3.278 
무경험 8.6 33.8 51.7 6.0 100.0 151 . 3.55 0.737 df=3 

출산 경험 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7.5 32.2 56.3 4.0 100.0 174 3.57 0.691 

친인척 3.3 33.1 59.5 4.1 100.0 121 3.64 0.617 
육아도우미 36.4 51.5 12.1 100.0 33 3.76 0.663 12.077 
육아지원시설 2.6 28.9 60.5 7.9 100.。 38 3.74 O.여4 df=12 
(보육시설， 유치원 동) 

기타 100.0 100.0 1 3.00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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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0) 교사의 특성과 교과서에 출산(인구포함)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 적절성 정도 
(단위: %, 명) 

매우 적절한 보통 
적절하지 전혀 

명 평균 표준 구분 않은 적절하지 계 x 2 
적절하다 편이다 이다 

편이다 않다 
편차 

전체 0.8 10.1 41.2 43.5 4.6 100.。 527 3.41 0.762 
Àà~껴 

남자 1.6 9.3 40.9 44.0 4.1 100.0 193 3.때 0.778 2.855 
여자 0.3 10.5 41.4 42.9 4.8 100.0 333 3.41 0.754 df=4 

학교구분 

초둥학교 l.3 6.5 49.4 37.7 5.2 100.0 77 3.39 0.746 
중학교 9.0 42.5 43.9 4.7 100.0 212 3.44 0.723 

2.023 
df=8 

고등학교 1.3 12.2 37.4 45.0 4.2 100.0 238 3.39 0.802 
지역 

대도시 0.8 9.9 42.9 40.9 5.6 100.0 252 3.40 0꺼5 

중소도시 0.9 7.5 42.7 46.5 2.3 100.0 213 3.42 0.706 15.314 

농촌 19.4 29.0 43.5 8.1 100.0 62 3.때 0.896 df=8 

담당교과 
주교과 0.7 11.0 때.5 43.6 4.3 100.0 420 3.때 0.767 

2.050 
(도덕， 사회， 기술기쟁 

df=4 
기타 1.0 7.1 45.9 때8 5.1 100.。 98 3.42 0.745 

교직경력 
0-5년 15.4 38.5 45.3 0.9 100.0 117 3.32 0.739 
6- 10년 1.1 11.5 47.1 35.6 4.6 100.0 87 3.31 0.782 16.501 
11-20년 0.5 8.5 38.3 45.7 6.9 100.0 188 3.50 0.770 야=12 

21년 이상 1.5 6.7 43.7 43.7 4.4 100.0 135 3.43 0.749 

출산경험 

유경험 1.1 8.8 41.6 43.2 5.4 100.0 373 3.43 0.771 5.409 
무경험 13.2 41.1 43.0 2.6 100.0 151 3.35 0.741 df=4 

출산 경험 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1.1 12.0 39.4 44.6 2.9 100.0 175 3.36 0.774 
친인척 1.7 6.7 44.5 42.9 4.2 100.0 119 3.41 0.753 
육아도우미 9.1 30.3 45.5 15.2 100.。 33 3.67 0.854 18.801 

육아지원시설 2.6 44.7 42.1 10.5 100.0 38 3.61 0.718 df=16 
(보육시설， 유치원 등) 

기타 100.0 100.0 1 3.00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브‘로 --, 415 

〈부록 표 2-11> 교사의 특성과 출산(인구포함)에 관한 수업 시 애로사항 
(단위: %, 명) 

출산{인구포함)에 관한 수업 시 애로사항1) 
구분 

φ @ @ @ @ @ @ 계 며。 x 2 

전체 34.5 41.6 13.2 5.2 1.7 1.1 2.7 100.0 524 
성별 

남자 35.9 41.7 14.1 5.2 0.5 1.0 1.6 100.0 192 4.308 
여자 33.7 41.6 12.7 5.1 2.4 1.2 3.3 100.0 332 df=6 

학교구분 

초풍학교 35.5 42.1 14.5 5.3 2.6 100.0 76 
중학교 31.5 44.6 12.7 5.2 2.3 1.4 2.3 100.。 213 

4.967 
df=12 

고둥학교 36.9 39.0 13.1 5.1 1.7 1.3 3.0 100.0 236 
지역 

대도시 34.9 42.1 12.7 4.0 2.8 1.2 2.4 100.0 252 
중소도시 32.7 43.1 13.7 4.7 0.9 1.4 3.3 100.0 211 

11.589 
df=12 

농촌 38.7 35.5 12.9 11.3 1.6 100.0 62 
담당교과 
주교과 34.1 41.8 12.9 5.0 2.1 1.2 2.9 100.0 419 

3.013 
(도덕사회，기술가행 

df=6 
기타 37.1 39.2 15.5 5.2 1.0 2.1 100.0 97 

교직경력 

0‘5년 41.9 36.8 9.4 6.0 0.9 1.7 3.4 100.0 117 
6-10년 41.2 38.8 12.9 1.2 1.2 2.4 2.4 100.0 85 27 .391 
11-20년 29.3 45 .2 12 .2 4.8 3.7 1.1 3.7 100.。 188 df=18 

21년 이상 31.3 42.7 17.6 7.6 0.8 100.。 13l 

출산경험 

유 경험 33.4 42.8 13.1 5.6 1.3 0.8 2.9 100.0 374 5.001 
무 경험 37.8 38.5 13.5 3.4 2.7 2.0 2.0 100.0 148 df=6 

출산 경험 시 양육 형태 
본인 및 배우자 33.1 41.7 13.1 6.3 1.1 1.1 3.4 100.0 175 
친인척 30.8 45.0 15.8 5.0 0.8 2.5 100.0 120 
육아도우미 39.4 51.5 3.0 3.0 3.0 100.0 33 16.395 
육아지원시설 39.5 34.2 13.2 5.3 5.3 2.6 100.0 38 df=24 
(보육시설， 유치원 등) 

기타 100.0 100.0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주: 1) CD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2)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내 
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기타，@ 모르겠다，(J) 애로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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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2) 교사의 특성과 가족 관련 가근침 유무 
(단위: %, 병) 

구분 예 아니오 계 며。 x 2 

전체 53.8 46.2 100.0 1,094 
성별 

남자 48.5 51.5 100.0 458 3.133** 
여자 57.7 42.3 100.0 636 df=1 

학교구분 

초동학교 81.0 19.0 100.0 189 

중학교 48.7 51.3 100.。 435 
67.451*** 

df=2 
고동학교 47.8 52.2 100.。 471 

지역 

대도시 53.6 46.4 100.0 532 

중소도시 55.0 45.0 100.0 433 
0.512 
df=2 

농촌 51.5 48 .5 100.0 130 

담당교과 

주교과 60.1 39.9 100.0 661 
28.942*** 

(도덕， 사회， 기술·가정) 
df=1 

기타 43.3 56.7 100.0 416 

교직경력 

0-5년 524 47.6 100.0 252 
6-10년 53.6 46.4 100.0 211 3.547 
11-20년 51.5 48 .5 100.0 361 df=3 

21년 이상 58.3 41.7 100.0 266 

출산경험 
유경험 54.0 46.0 100.0 763 0.023 
무경험 53.5 46.5 100.0 329 df=1 

출산 경험 시 양육 형태 

본인 및 배우자 50.8 49.2 100.。 376 

친인척 55.7 44.3 100.0 237 

육아도우미 56.7 43.3 100.0 60 4.335 

육아지원시설 58.7 41.3 100.0 75 df=4 

(보육시설， 유치원 동) 

기타 100.0 100.0 2 

무웅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0.이，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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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3) 교사의 특성과 교과서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성 정도 

(단위: %, 명) 

매우 적절하 전혀 
표준 

구분 적절 적절한 보통.01 지 않은 적절하 계 며。 평균편차 、 x 2 

효따 
편이다 다 편이다 지않} 

전체 3.4 26.5 50..0. 19.0. 1.0. 100.0. 588 2.88 0..786 
성별 

남자 4.1 24.4 51.6 19.0. 0..9 100.0. 221 2.88 0..789 1.279 
여자 3.0. 27.8 49.0. 19.1 1.1 100.0. 367 2.87 0..786 df=4 

학교구분 

초퉁학교 2.6 35 .. 9 51.6 9.8 100.0. 153 2.69 0..683 A 1 'IA,*** 
중학교 3.8 31.6 48.1 16.0. 0..5 100.0. 212 2.78 0..775 41.744* 

고둥학교 3.6 15.2 50..9 28 .1 2.2 100.0. 224 3.10. 0.‘811 df=8 

지역 

대도시 4.2 26.1 48.6 20..1 1.1 100.0. 284 2.88 0..812 
3.146 

중소도시 2.9 25.6 52.5 18.1 0..8 100.0. 238 2.88 0..759 
df=8 

농촌 1.5 31.3 47.8 17.9 1.5 100.0. 67 2.87 0..776 
담당교과 

주교과 3.8 22.2 50..0. 22.5 1.5 100.0. 396 2.96 0..812 20..881 *** 
(도덕사화가술가행 

df=4 
기타 2.2 36.7 49.4 11.7 100.0. 180. 2.71 0..699 

교직경력 

0-5년 1.5 28.8 53.8 15.2 0..8 100.0. 132 2.85 0..715 
6-10.년 2.7 25.7 50..4 17.7 3.5 100.0. 113 2.94 0..827 19.619 
11-20.년 4.3 30.3 43.2 21.6 0..5 100.0. 185 2.84 0..831 df=12 
21년 이상 4.5 20..0. 54.8 20..6 100.0. 155 2.91 0..761 

출산경험 

유경험 4.1 24.8 51.1 19.0. 1.0. 100.0. 411 2.88 0..793 3.766 
무 경험 1.7 30.1 47.7 19.3 1.1 100.0. 176 2.88 0..773 df=4 

출산경험 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4.7 26.3 48.9 19.5 0..5 100.0. 190 2.85 0..805 
친인척 2.3 24.2 56.8 15.2 1.5 100.0. 132 2.89 0..734 
육아도우미 11.8 23.5 29.4 35.3 100.0. 34 2.88 1.0.38 26.281 
육아지원시설 2.3 20..5 61.4 13.6 2.3 100.0. 44 2.93 0..728 df=16 
(보육시설， 유치원 퉁) 

기타 100.0. 100.0. 2 2.00 

무웅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o..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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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5) 교사의 특성과 교과서 제시된 가족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반영하는 정도 

(단위: %, 명) 

충분히 반영하고 반영하고 전혀 
명 평균 표준 구분 반영하고 있는 보통이다 있지 않은 반영하고 계 x 2 

있다 편이다 편이다 있지않다 
면차 

전체 0.5 21.3 39.7 36.6 1.9 100.0 587 3.18 0.802 

성별 

남자 0.9 28.4 35.1 34.7 0.9 100.0 222 3.06 0.838 13.515** 

여자 0.3 17.0 42.5 37.8 2.5 100.0 365 3.25 0.772 df=4 

학교구분 
3:.τ I 슷~.ii!. 25.0 때.8 31.6 2.6 100.0 152 3.12 0.813 
중학교 0.5 21.3 41.2 35.5 1.4 100.0 211 3.16 0.788 

6.798 

고퉁학교 0.9 18.7 37.3 41.3 1.8 100.0 225 3.24 0.806 
df=8 

지역 

대도시 0.7 20.1 때.3 37.5 1.4 100.0 283 3. 19 0.792 
10.866 

중소도시 0.4 19.3 42.0 36.6 1.7 100.0 238 3.20 0.779 

농촌 32.8 28.4 34.3 4.5 100.0 67 3.10 0.923 
df=8 

담당교과 

주교과 0.8 19.7 때.2 37.9 1.5 100.0 396 3.20 0.793 
(도덕사회，기술가쟁 

4.811 

기타 25.7 39.7 32.4 2.2 100.0 179 3.1 1 0.813 
df=4 

교직경력 

0-5년 0.8 18.9 때.9 38.6 0.8 100.0 132 3.20 0.776 
6-10년 0.0 15.0 46.0 35.4 3.5 100.0 113 3.27 0.759 12.653 
lHO년 1.1 22.0 36.6 38.2 2.2 100.0 186 3.18 0.838 df=12 

21년 이상 26.1 37.9 34.6 1.3 100.0 153 3.10 0.810 

출산경험 
유경험 0.5 22.4 40.0 35.1 2.0 100.0 410 3. 16 0.806 1.590 
무경험 0.6 18.8 39.2 39.8 1.7 100.0 176 3.23 0.791 df=4 

출산경험 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0.5 28.6 33.9 34.9 2.1 100.0 189 3.10 0.858 
친인척 18.9 47.0 33.3 0.8 100.0 132 3.16 0.729 
육아도우미 2.9 23.5 32.4 35.3 5.9 100.0 34 3.18 0.968 24.157 
육아지원시설 1 6.8 50.0 때.9 2.3 100.0 44 3.39 0.655 df=16 
(보육시설， 유치원 동) 

기타 50.0 50.0 100.0 2 2.50 0.707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O.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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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6) 교사의 특성과 교과서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의 분량이 교육 
목표 달성하기에 적절한 정도 

(단위: %, 명) 

매우 적절하 전혀 
평균 표준 구분 적철 적절한 보통이 지 않은 적절하 계 명 x 2 

하다 
편이다 다 편이다 지 않다 편차 

전체 0.3 17.3 45.0 35.8 1.5 100.0 589 3.21 0.751 
성별 

남자 0.9 17.6 43.2 36.9 1.4 100.0 222 3.20 0.772 3.710 
여자 17.2 45.9 35.2 1.6 100.0 366 3.21 0.739 df=4 

학교구분 
초둥학교 21.1 53.9 23.7 1.3 100.0 152 3.05 0.707 

20.826** 
중학교 0.5 19.8 40.6 36.8 2.4 100.0 212 3.21 0.799 

df=8 
고둥학교 0.4 12.4 43.1 43.1 0.9 100.0 225 3.32 0.715 

지역 

대도시 0.4 17.3 44.7 37.3 0.4 100.0 284 3.20 0.732 
16.487* 

중소도시 0.4 15.1 47.5 35.3 1.7 100.0 238 3.23 0.734 
df=8 

농촌 25.4 37.3 31.3 6.0 100.0 67 3.18 0.886 
담당교과 

주교과 0.5 16.9 40.3 41.3 1.0 100.0 397 3.25 0.761 
18.563** 

(도덕사합기술가쟁 
df=4 

기타 19.0 54.7 24.0 2.2 100.0 179 3.æ 0.717 
교직경력 

0-5년 18.2 43.9 37.1 0.8 100.0 132 3.20 0.739 
6- 10년 16.8 49.6 31.0 2.7 100.0 113 3. 19 0.742 9.232 
11-20년 1.1 19.4 42.5 36.0 1.1 100.0 186 3.17 0.784 df=12 

21년 이상 14.6 45.6 38.0 1.9 100.0 158 3.27 0.728 
출산경험 

유경험 0.5 17.0 43.8 37.2 1.5 100.0 411 3.22 0.757 1.935 
무경험 18.2 47.2 33.0 1.7 100.0 176 3. 18 0.741 df=4 

출산경험 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0.5 21.1 37.9 39.5 1.1 100.0 190 3.19 0.796 

친인척 11.4 50.0 37.9 0.8 100.0 132 3.28 0.669 
육아도우미 2.9 20.6 32.4 38.2 5.9 100.0 34 3.24 0.955 31.412* 

육아지원시설 13.6 56.8 27.3 2.3 100.0 44 3.18 0.691 df=16 

(보육시설， 유치원 풍) 
기타 100.0 100.0 2 2.00 O.뼈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O.05, ** p<O.OI 



브l 로 -, 421 

〈부록 표 2-17> 교사의 특성과 교과서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 정도 
(단위: %, 명) 

매우 
적절한 보통 적절하 전혀 표준 

구분 적절 
편이다 이다 지 않은 적절하 계 명 평균 편차 x 2 

하다 편이다 지 않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0.5 14.0 41.4 42.8 1.4 100.0 222 3.31 0.7.얘 2.550 
여자 0.3 10.7 44.5 42.1 2.5 100.0 366 3.36 0.714 df=4 

학교구분 
소:f:% 응~jj[ 0.7 19.1 47.4 30.9 2.0 100.0 152 3.14 0.767 

21.976“ 
중학교 10.8 45.8 41.5 1.9 100.0 212 3.34 0.695 

df=8 
고퉁학교 0.4 8.0 38.2 51.1 2.2 100.0 225 3.47 0.694 

지역 

대도시 0.4 12.3 44.4 41.5 1.4 100.0 284 3.20 0.732 
16.487' 

중소도시 0.4 10.5 42.4 45.0 1.7 100.0 238 3.23 0.734 
df=8 

농촌 14.9 41.8 37.3 6.0 100.0 67 3.18 0.886 
담당교과 

주교과 0.3 8.8 42.3 46.6 2.0 100.0 397 3.41 0.689 
17.223" 

(도덕 사회， 기술가;생 
df=4 

기타 0.6 18.4 47.5 31.8 1.7 100.0 179 3.16 0.756 
교직경력 

0-5년 18.2 43.9 37.1 0.8 100.0 132 3.20 0.739 
6‘ 10년 16.8 49.6 31.0 2.7 100.0 113 3.19 0.742 9.232 
11-20년 1.1 19.4 42.5 36.0 1.1 100.0 186 3.17 0.784 df=12 

21년 이상 14.6 45.6 38.0 1.9 100.0 158 3.27 0.728 

출산경험 

유경험 0.5 12.7 44.3 41.6 1.0 100.0 4II 3.22 0.757 1.935 
무경험 10.‘2 40.9 44.3 4.5 100.0 176 3.18 0.741 df=4 

출산경험시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15.3 44.2 39.5 1.1 100.0 190 3.19 0.796 
친인척 0.8 9.8 49.2 39.4 0.8 100.0 132 3.28 0.669 
육아도우미 2.9 17.6 35.3 41.2 2.9 100.0 34 3.24 0.955 31.412‘ 

육아지원시설 6.8 38.6 54.5 100.0 44 3.18 0.691 df=16 
(보육시설， 유치원 동) 

기타 50.0 50.0 100.0 2 2.00 

무웅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0.05, ** p<O.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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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8) 교사의 특성과 가족에 관한 수업 시 애로 사항 
(단위: %, 명) 

가족에 관한 수업 시 애로 사항1 ) 
구분 

φ @ @ @ @ @ @ 계 며。 x 2 

전체 41.0 34.9 12.7 5.2 1.4 1.2 3.6 100.0 581 
성별 

남자 때'.6 34.7 13.2 3.7 0.9 2.3 4.6 100.0 219 6.499 
여자 41.3 34.9 12.5 6.1 1.7 0.6 3.0 100.0 361 df=6 

학교구분 

초등학교 38.3 35.6 16.1 4.7 1.3 4.0 100.0 149 
중학교 38.5 35.6 12.5 4.3 1.9 1.4 5.8 100.0 208 

13.562 
df=12 

고둥학교 45.1 33.9 10.7 6.3 1.8 0.9 1.3 100.0 224 
지역 

대도시 때.6 35.6 11.7 5.7 1.1 1.4 3.9 100.0 281 
중소도시 41.6 33.9 13.7 4.7 1.7 0.9 3.4 100.0 233 

1.842 
df=12 

농촌 때.3 35.8 13.4 4.5 1.5 1.5 3.0 100.0 67 
담당교과 
주교과 42.4 35.3 11.2 5.1 1.8 1.0 3.3 100.0 394 

5.935 
(도덕， 사회， 기술가쟁 

df=6 
기타 37.4 33.9 16.7 5.2 0.6 1.7 4.6 100.0 174 

교직경력 
0-5년 51.1 25.2 13.0 9.2 0.8 0.8 0.0 100.0 131 
6-10년 54.1 25.7 8.3 4.6 0.9 0.9 5.5 100.0 109 46.123'" 
11-20년 35.3 38.0 14.1 3.8 2.7 2.2 3.8 100.0 184 df=18 

21년 이상 29.9 45.9 14.0 3.8 0.6 0.6 5.1 100.0 157 
출산경험 

유경험 38.8 38.3 12.5 3.2 1.2 1.5 4.4 100.0 때7 20.261“ 
무경험 46.5 26.7 12.8 9.9 1.7 0.6 1.7 100.0 172 df=6 

출산경험 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37.8 38.8 13.8 27 1.6 1.6 3.7 100.0 188 
친인척 42.3 37.7 10.8 3.1 0.8 0.8 4.6 100.0 130 
육아도우미 29.4 47.1 14.7 2.9 5.9 100.0 34 56.383'" 
육아지원시설 38.6 31.8 13.6 6.8 2.3 6.8 100.0 df=24 
(보육시설， 유치원 동) 

44 

기타 50.0 50.0 100.0 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I * p<O.05, *** p<O.OOI 
주: 1) (l)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홍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렵다，@ 재 
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기타，@ 모르겠다，(J) 애로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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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9) 교사의 특성과 학교교육에서 출샌인구포함) 관련 가치관 교육 

시기 적절성(복수응답) 
(단위: %, 영) 

구분 
@ @ 

출샌인구포함)관련 가치관 교육 시기 적절성 1) 

@ @ @ @ @ @ 며。 A F 

전체 10.5 54.2 60.6 9.1 60.1 2.9 33.2 4.4 1,130 
성별 

남자 9.7 53.9 66.1 9.7 57.1 2.6 30.3 3.0 뼈6 0.982 2.579“ 
여자 11.1 54.4 56.8 8.7 62.2 3.2 35.2 5.4 664 df=8 

학교구분 

초동학교 14.4 52.8 64.6 5.1 30.8 0.5 36.4 6.2 195 
9.αxl‘8 

중학교 10.0 59.3 53.3 8.4 66.0 2.4 34.7 4.2 450 0.883 
df=16 

고등학교 9.5 49.8 65.8 11.3 66.3 4.3 30.5 3.9 486 

지역 

대도시 10.1 56.7 61.4 10.1 63.8 4.0 34.4 3.3 552 
1.704' 

중소도시 11.6 51.7 59.2 9.1 57.7 2.0 31.2 6.2 449 0.976 
df=16 

농촌 8.5 51.5 62.3 4.6 52.3 1.5 34.6 3.1 130 
담당교과 

주교과 8.9 55.8 60.0 9.6 68 .3 3.4 28.0 4.1 685 
(도덕， 사회， 기술·가정) 0.932 10.047

ü

' 

기타 13.1 50.9 62.1 8.6 48 .1 2.3 40.9 4.7 428 df=8 

교직경력 
0-5년 5.4 55.6 64.1 7.3 54.8 1.9 30.1 4.6 259 
6-10년 14.9 52.6 62.8 8.4 51.2 3.7 때.0 7.0 215 0.952 2.303 
11-20년 11.6 53.7 59.7 7.9 64.2 2.4 30.3 4.2 380 df=24 

21년 이상 10.7 55.1 56.6 13.2 66.9 4.0 34.9 2.6 272 

출산경험 

유 경험 11.5 54.8 59.2 10.1 62.6 2.7 33.2 3.8 792 2.685“ 
무 경험 8.3 53.0 63.7 6.5 54.2 3.6 33.3 6.0 336 0.981 df=8 

출산경험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10.2 54.3 62.7 9.4 64.0 2.1 31.5 3.1 381 
친인척 13.4 57.9 58.3 13.0 60.7 3.6 36.8 4.9 247 
육아도우미 15.2 54.5 56.1 9.1 63.6 4.5 24.2 4.5 66 0.964 

0.876 
df=32 

육아지원시설 10.8 53.0 50.6 6.0 62.7 1.2 38.6 2.4 83 
기타 50.0 100.0 50.0 50.0 50.0 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0.05, ** p<O.이 *** p<0.001 
주: 1) CD 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술 가정(실과)， @ 외국어(영어)， cv 특별활동이나 재량 

활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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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0) 교사의 특성과 학교교육에서 가족 관련 가치관 교육 시기 

적절성(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φ @ @ 

기족 관련 가치관 교육 시기 적절성1) 
@ @ @ @ @ 며。 A F 

전체 13.8 74.6 46.0 3.7 52.2 2.9 29.3 3.7 1,131 
성별 

남자 125 73.8 56.8 3.2 48.6 2.6 26.2 2.2 465 
0.943 

8.515'" 
여자 14.7 75.3 38.3 4.1 54.7 3.2 31.4 4.8 665 df~8 

학교구분 

초동학교 16.9 76.9 48.7 2.6 26.2 1.0 34.4 6.2 195 
9.770‘“ 

중학교 13.6 80.7 35.3 3.6 54.4 3.1 29.1 2.9 450 0.874 
df~16 

고퉁학교 12.8 68 .1 54.7 4.3 60.5 3.5 27.4 3.5 486 
지역 

대도시 15.6 η.2 46.6 4.3 55.3 3.8 30.8 2.5 552 
중소도시 12.5 71.0 45.0 2.7 50.1 2.0 28 .3 5.1 449 0.981 

1.343 
df~16 

농촌 10.8 76.2 46.9 4.6 46.2 2.3 26.2 3.8 130 
담당교과 

주교패도덕， 사회， 기술·가정) 11.1 η.6 44.6 3.6 60.5 3.4 24.5 3.4 686 0.923 11.532'" 
기타 18.3 78.2 48.0 4.0 39.8 2.3 36.3 4.2 427 -,,-- df~8 

교직경력 

0-5년 7.0 75.6 때.3 2.3 47.3 1.9 27.1 4.3 258 
6‘ 10년 15.8 77.7 46.0 4.2 42.3 3.7 34.4 5.1 215 0.956 2.127 
11-20년 15.8 74.7 45.5 3.2 57.1 24 27.6 3.9 380 df~24 

21년 이상 15.8 71.2 51.8 5.4 57.6 4.0 29.5 1.8 278 
출산경험 

유경험 15.1 75 .3 47.8 3.8 54.0 12.0 29.0 3.0 793 2.047' 
무경험 10.4 73.4 41.2 3.3 47.8 32.0 29.9 5.1 335 0.986 df~8 

출산경험시 양육형태 

본인 및 배우자 14.4 74.8 54.3 3.4 54.3 2.4 24.9 2.6 381 
친인척 16.9 η.0 41.9 4.8 50.0 3.2 35.9 3.6 248 

1.508 
육아도우미 13.6 68.2 50.0 6.1 63.6 4.5 27.3 1.5 66 0.940 

df~32 
육아지원시설 15.7 78.3 38.6 1.2 61.4 0.0 30.1 3.6 83 

기타 0.0 50.0 50.0 0.0 0.0 0.0 50.0 0.0 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항. 
* p<0.05, ** p<O.OI *** p<O.OOI 
주: 1) CD 국어，(Z) 도덕，@ 사회，@ 과학，@ 기술· 가정(실과)， cv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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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1> 교사의 특성과 학교교육에서 출산 친호}적 교육을 위해 적절한 시기 
(단위: %, 명) 

초퉁학교 초등학교 

구분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둥학교 계 며。 x 2 

(1학년‘3학년) μ학년‘6학년) 

전체 45.1 38.6 13.0 3.3 100.0 1,130 
성별 

남자 37.2 때4 17.6 4.7 100.0 465 29.820 
여자 50.7 37.3 9.8 2.3 100.0 665 df=3 

학교구분 

초둥학교 50.8 44.6 3.6 1.0 100.0 195 
31.285-

중학교 41.9 39.0 16.6 2.4 100.0 451 
df=6 

.I!.걷 %~jl[ 45.8 35.9 13.4 4.9 100.0 485 
지역 

대도시 435 38.6 14.1 3.8 100.0 552 
중소도시 47.4 36.7 13.1 2.7 100.0 449 

7.212 

농촌 43.8 45.4 7.7 3.1 100.0 130 
df=6 

담당교과 

주교과 43.1 37.6 15.0 4.2 100.0 686 
10.588‘ 

(도덕， 사회， 기술·가정) 
df=3 

기타 48.2 39.6 10.3 1.9 100.0 427 
교직경력 

0-5년 42.6 때.3 14.7 2.3 100.0 258 
6- 10년 50.9 37.4 8.9 2.8 100.。 214 12.837 
1 !-20년 45.7 34.9 15.2 4.2 100.0 381 df=9 

21년 이상 42 .1 43.2 11.5 3.2 100.0 278 
출산경험 

유경험 45 .3 38.7 12.7 3.3 100.0 794 0.235 
무 경험 44.6 38.3 13.8 3.3 100.0 334 df=3 

출산 경험 시 양육 형태 

본인 및 배우자 41.9 38.7 16.2 3.1 100.0 382 
친인척 48.8 37.9 9.7 3.6 100.0 248 
육아도우미 45 .5 43.9 9.1 1.5 100.0 66 13.658 
육아지원시설 51.8 37.3 8.4 2.4 100.0 83 df=12 
(보육시설， 유치원 둥) 

기타 100.0 100.0 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0.05, *** p<O.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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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2) 교^~으l 특성과 학교교웹|서 71족 친호}적 교육을 위해 적절한 시기 
(단위: %, 명) 

초등학교 초동학교 

구분 저혁년 고학년 중학교 

(1핸칸3핸겐 μ학년-6학년) 
고등학교 계 며。 x 2 

전체 79.7 17.3 2.5 0.5 100.0 1,132 
성별 

남자 71.6 22.8 4.3 1.3 100.0 465 ‘ •. 39.911 
여자 85.4 13.4 1.2 100.0 666 df=3 

학교구분 
초동학교、 89.2 10.3 0.0 0.5 100.0 195 

18.236" 
중학교 76.1 20.8 2.7 0.4 100.。 451 

df=6 
고동학교 79.2 16.9 3.3 0.6 100.0 486 

지역 
대도시 79.9 17.4 2.0 0.7 100.0 (553) 

중소도시 79.5 17.1 2.9 0.4 100.0 (449) 
2.206 
df=6 

농촌 79.2 17.7 3.1 100.0 (130) 

담당교과 
주교과 78 .5 17.8 3.2 0.6 100.0 687 
(도덕사회，기술가행 

4.247 

기타 82.0 16.2 1.4 0.5 100.0 427 
df=3 

교직경력 

0-5년 82.9 15.9 1.2 100.0 258 
6-10년 81.9 16.3 1.4 0.5 100.0 215 23.530“ 
11-20년 80.8 14.2 4.5 0.5 100.0 381 df=9 

21년 이상 73.4 23.7 1.8 1.1 100.0 278 

출산경험 

유경험 78.7 18.3 2.5 0.5 100.0 794 1.910 
무경험 82:1 14.9 2.4 0.6 100.0 335 df=3 

출산 경험 시 양육 형태 

본인 및 배우자 73.6 22.5 3.4 0.5 100.0 382 
친인척 83.9 12.9 2.4 0.8 100.0 248 
육아도우미 84.8 13.6 1.5 100.0 66 16.476 
육아지원시설 83.1 16.9 100.0 83 df=12 

(보육시설， 유치원 동) 

기타 100.0 100.0 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 p<0.05, *** p<O.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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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3) 교사의 특성과 출산(인구포함)에 관한 교육내용 개선 방안 
(단위: %, 명) 

출산(인구포함)에 관한 교육내용 방향 개선1) 
구분 

@ @ @ @ @ @ 계 명 x 2 

전체 67.8 28.0 1.0 1.9 0.8 0.4 100.0 1,132 

성별 

남자 67.3 28.4 1.1 1.5 0.9 0.9 100.0 465 4.113 
여자 68.2 27.7 0.9 2.2 0.7 0.1 100.0 667 df=5 

학교구분 
소~% 웃~피ill 10.9 52.3 20.2 9.3 7.3 100.0 195 
중학교 12.2 53.1 20.8 6.2 7.1 0.7 100.0 452 

9.921 
df=10 

고둥학교 65.4 30.9 0.4 2.1 1.0 0.2 100.0 486 

지역 
대도시 13.1 50.9 21.4 7.8 5.7 1.1 100.0 548 
중소도시 9.4 47.9 25.4 10.0 6.7 0.7 100.0 449 

6.464 
df= 1O 

농촌 5.4 49.6 26.4 9.3 9.3 100.0 129 

담당교과 

주교과 66.0 29.4 1.2 2.2 0.9 0.4 100.0 688 
5.204 

(도덕， 사회， 기술·가정) 
기타 71.4 25.5 0.7 1.6 0.2 0.5 100.0 427 

df=5 

교직경력 

0-5년 64.7 30.2 0.8 3.1 0.8 0.4 100.0 258 
6‘ 10년 60.5 32.6 1.9 2.3 1.9 0.9 100.0 215 20.286 
1 1-20년 72.3 24.1 1.0 1.8 0.5 0.3 100.0 382 df=15 

21년 이상 70.5 27.7 0.4 0.7 0.4 0.4 100.0 278 

출산경험 

유경험 70.8 25.9 1.0 1.4 0.6 0.3 100.0 795 15.012 
무경험 60.9 32.8 0.9 3.3 1.2 0.9 100.0 335 df=5 

출산 경험 시 양육 형태 

본인 및 배우자 71.3 25.3 0.8 1.3 0.8 0.5 100.0 383 

친인척 68 .1 28.2 2.0 1.2 0.4 100.0 248 

육아도우미 80.3 18.2 1.5 100.0 66 12 없4 

육.o}，지원시설 66.3 30.1 2.4 1.2 100.0 83 df=20 

(보육시설，유치원 동) 

기타 50.0 50.0 100.0 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I * p<O.05 
주: 1) CD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개선한다 

@ 저출산의 원인，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한다 
3 현재의 교육내용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 
@ 출산은 개인적인 선택이므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기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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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4) 교사의 특성과 출산 및 가족 친호}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점 

(단위: %, 명) 

출산 및 7팩 친회적 *1관 교육을 위한 교획뀌용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정1) 
구분 

@ @ @ @ @ @ 계 며。 x 2 

전체 5.2 11.1 29.1 53.9 0.4 0.3 100.0 1,131 
성별 

남자 4.7 11.4 31.4 51.6 0.2 0.6 100.0 465 7.895 
여자 5.6 10.8 27.5 55.6 0.6 100.0 666 df=5 

학교구분 

초동학교 3.6 13.8 28.2 53.3 1.0 100.0 195 
중학교 5.5 10.8 29.6 53.5 0.2 0.2 100.0 452 

6:121 
df= 1O 

고둥학교 5.6 10.1 28.9 54.6 0.4 0.4 100.0 485 
지역 

대도시 5.6 12.1 25.7 55.4 0.5 0.5 100.0 552 
중소도시 4.9 8.2 33.6 52.9 0.4 100.0 450 

16.909 
df= 1O 

농촌 4.6 16.2 27.7 51.5 100.0 130 
담당교과 

주교과{도덕， 사회， 기술 가정) 5.4 9.8 32.6 51.8 0.3 0.1 100.0 687 13.067' 
기타 4.7 13.1 23.7 57.6 0.5 0.5 100.0 427 df=5 

교직경력 
0-5년 1.9 11.6 29.5 56.6 0.4 100.0 258 
6- 10년 4.2 13.0 21.9 59.5 0.9 0.5 100.0 215 26.185' 
11‘20년 6.6 10.5 28.1 54.1 0.5 0.3 100.0 381 df=15 
21년 이상 7.2 9.7 35.6 47.1 0.4 100.0 278 

출산경험 

유경험 5.7 11.0 29.2 53.7 0.3 0.3 100.0 794 3.321 
무경험 4.2 11.3 28.7 54.6 0.9 0.3 100.0 335 df=5 

출산 경험 시 양육 형태 

본인 및 배우자 6.0 12.5 29.8 51.2 0.3 0.3 100.0 383 
친인척 4.9 9.7 26.3 58.7 0.4 100.0 247 
육아도우미 6.1 12.1 31.8 50.0 100.0 66 

11.970 
df=20 

육0까l원시셀보육시설 유치원 등} 4.8 8.4 34.9 50.6 1.2 100.0 83 
기타 100.0 100.0 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l * p<O.05, 
주: 1) CD 교과 간 내용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 

@ 특정 가치가 주업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 
@기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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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5> 교사의 특성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실시 시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앞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실시 시 학교교육에서 

구분 가장 필요한사항1) 

φ @ @ @ @ @ 계 며。 x 2 

전체 19.8 44.7 25.2 7.3 2.1 1.0 100.0 1,131 
성별 

남자 23.2 43.2 23.2 7.1 1.9 1.3 100.0 465 7.218 
여자 17.4 45.6 26.6 7.4 2.3 0.8 100.0 666 df=5 

학교구분 

초퉁학교 15.4 42.1 31.8 7.7 2.1 1.0 100.0 195 
28.496“ 

중학교 16.8 46.5 28.5 5.1 1.8 1.3 100.0 452 
df= 1O 

고퉁학교 24.3 44.1 19.4 9.1 2.5 0.6 100.0 485 
지역 

대도시 17.8 48.6 23.4 6.7 2.0 1.6 100.0 552 
22.179‘ 

중소도시 22.0 39.3 29.3 6.7 2.2 0.4 100.0 450 
df= 1O 

농촌 20.8 46.9 18.5 11.5 2.3 100.0 130 
담당교과 

주교패도덕， 사회， 기술 가정) 20.1 49.8 20.4 6.8 2.2 0.7 100.0 687 28.1 17 
기타 19.9 36.3 32.6 8.0 1.9 1.4 100.0 427 df=5 

교직경력 

0-5년 17.4 39.1 31.8 6.2 3.9 1.6 258 
6-10년 18.6 40.0 27.4 8.4 3.7 1.9 215 33.057“ 
11-20년 21.0 49.6 19.9 7.6 1.0 0.8 381 df=15 
21년 이상 21.2 46.8 24.5 6.8 0.7 278 

출산경험 

유경험 21.0 뼈 3 23.4 7.4 l.l 0.6 100.0 794 23.229'" 

무 경험 16.7 때.6 29.6 6.9 4.5 1.8 100.0 335 df=5 
출산 경험 시 양육 형태 

본인 및 배우자 21.9 46.5 24.0 5.7 0.8 1.0 100.0 383 
친인척 19.8 46.4 23.4 9.7 0.4 α4 100.0 248 
육아도우미 21.5 50.8 21.5 4.6 1.5 100.0 65 

16.551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 유치원 둥) 19.3 44.6 21.7 10.8 3.6 100.0 83 
df=20 

기타 50.0 50.0 100.0 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I * p<O.05, ** p<O.OI *** p<O.ool 
주: 1) CD 교사가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퉁 교과 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Bl료를 개훨때 보급 한다 
@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이 담긴 독서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기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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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6) 교사의 특성과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 
(단위%， 명)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 1) 
구분 

@ @ @ @ 계 며。 x 2 

전체 93.0 4.3 2.1 0.6 100.0 1120 
성별 

남자 93.0 5.2 1.5 0.2 100.。 459 4.734 
여자 93.0 3.6 2.4 0.9 100.0 661 df=3 

학교구분 

초등학교 94.8 3.1 1.5 0.5 100.0 194 
중학교 92.7 4.5 2.4 0.4 100.0 449 

2.143 
df=6 

고등학교 92.7 4,6 1.9 0.8 100.0 477 
지역 

대도시 92.9 4.0 2.6 0.5 100.0 547 
중소도시 93.0 4.3 2.0 0.7 100.0 얘4 

3.938 
df=6 

농촌 93.8 5.4 0.8 100.0 129 
담당교과 

주교과{도덕， 사회， 기술·가정) 92.6 4.4 2.4 0.6 100.0 679 1.263 
기타 93.6 4.2 1.4 0.7 100.0 424 df=3 

교직경력 

0-5년 92.6 4.3 1.9 1.2 100.0 258 
6- 10년 93.5 2.3 3.3 0.9 100.0 215 7.276 
11-20년 92.8 5.1 1.9 0.3 100.0 373 df=9 
21년 이상 93.4 4.7 1.5 0.4 100.0 274 
출산경험 

유경험 93.7 4.3 1.7 0.3 100.0 783 7.896 
무 경험 91.3 4.2 3.0 1.5 100.0 335 df=3 
출산경험 시 주양육자 

본인 및 배우자 92.0 5.9 1.6 0.5 100.0 376 
친인척 96.7 1.6 1.6 100.0 244 
육아도우미 97.0 1.5 1.5 100.0 66 12.139 

df=12 
육아지원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동) 90.2 7.3 2.4 100.。 82 
기타 100.0 100.0 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주 1) CD 출산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출산은 개인이 아닌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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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7) 교사의 특성과 가족 형태에 대한 의견 
(단위: %, 영) 

가족 형태에 대한 의견1) 
구분 

@ @ @ @ @ 명 A F 

전체 58.2 33.9 49.9 0.5 2.3 1,132 
성별 

남자 55.6 46.6 38.6 0.6 2.8 466 14.905“‘ 
여자 60.1 25 .1 57.8 0.5 2.0 666 0.938 df=5 

학교구분 
초동학교 61.5 31.8 46.7 1.0 3.1 195 
중학교 59.6 32.0 48.3 0.7 1.8 453 0.988 

1.356 
df= 1O 

고등학교 55.6 36.6 52.7 0.2 2.5 484 
지역 

대도시 56.8 35.9 52.6 0‘4 2.3 555 
중소도시 59.6 31.6 48.2 0.9 1.6 446 0.986 

1.579 
df=1O 

농촌 59.5 33.6 44.3 0.0 4.6 131 
담당교과 

주교과(도덕， 사회， 기술·가정) 55.9 34.5 52.3 0.4 1.6 687 0.990 2.340‘ 
기타 62.1 33.2 46.0 0.7 3.3 428 df=5 

교직경력 
0-5년 60.6 21.2 53.7 0.4 1.9 259 
6-10년 60.5 33.0 50.2 1.4 3.3 215 0.%5 2.654" 
11-20년 57.2 37.5 51.2 0.5 2.1 381 df=15 

21년 이상 55.6 41.5 44.4 0.0 2.2 277 
출산경험 

유 경험 57.6 39.1 47.9 0.5 2A 795' 0.%9 7.154"‘ 
무 경험 59.4 21.5 54.3 0.6 2.1 335 df=5 

출산 경험 시 주 양육자 

본인 및 배우자 55.1 43.9 42.0 0.3 2.3 383 
친인척 58.1 33.1 53.6 0.8 2.4 248 

2.336" 
육아도우미 62.1 34.8 51.5 0.0 4.5 66 0.942 

df=20 
육아지원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등) 63.9 39.8 54.2 1.2 0.0 83 
기타 100.0 50.0 0.0 0.0 50.0 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I * p<0.05, *** p<O.ool 
주: 1) CD 매체를 통해 가족형태(한부모 가정， 재흔 가정 풍)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다 

@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형적인 가족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변화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얘 
기하는 편이다 

@기타 

@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부록 3)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학생용) 조사표 양식 

않끓 
언국.!i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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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0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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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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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세대의 결혼 자녀 양성평풍에 관한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7~ 초 • 중 · 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이 채학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이 용답한 내용은 

결혼I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 환경올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이 웅답해준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I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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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학생 본인과 가족애 관한 질운입니다. 

@ 해당란에 머를 해주세요. 

1‘ 학생은 남학생인가요t 여l악생인가요? 

口@녕학생 口@여학생 

2. 학생의 명져|지애는 몇 명입니끼? (학생 본인은 포땀학지 않음) 

구볕 | 염 

형l오버 c그 

누나l앤니 c그 

닝동생 1 亡]

여동생 c그 
.,..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에는 모투 ‘0’ 명으로 기입해 주세요. 

3. 학생 본인을 포함아여 헝져|지매 수가 어명다고 생각학셰요? 

口@탱닫명이다 口@적g 편이다 
口@쩍당빡 口@모르겠다 

4. 학생의 부모님은 살아 계세요? 

口@ 모투 영。r 겨앤다 

口@어머니만생야맨다 

5. 학생의 어머니와 ot벼지는 이흘 쨌거냐 별거 증인가요? 
m 열거란? 이흔하기 전에 따로 사는 경우틀 일합니다 

口 @ 。뼈지만 생。r 계샌다 

口@모두만껴샌다 

口@에 口@마|모 
口 @ 부모닝 중 한분만 현때시거냐 모두 앤l샌다 

6. 학생은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준론 누가 학생을 키워주셨냐요7 (1가지만 용답째 주세요) 

口 @ 어머니와 。뼈지가 함께 

口@야버지 
口 @ 챈탤。뼈지(외탤。빼1) 
口@이웃 
口@기탁 

口@어머니 
口 @ 챈할머니(외형머니) 
口@형제자매 
口@도우口1 야주머니 



7 학생의 아버지는 학교흘 어디까지 나오생나요? 

口@학교흘 R되었다 

口@종학교 
口@대학교 

口@모르겠다 

8‘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롤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口@학교를 q뼈녔다 

口@흙파 

口@대학교 

口@모르겠다 

9.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싱으세요? 

口φ 중학교 

口@대학교 

口@초향파 
口@고동학교 
口@대학얻 

口 @ 。뼈져가 안껴|샌다 

口@寧i교 

口@고퉁학교 

口@대학얻 

口@어머니가뺀|샌다 

口@고동학교 

口@대학옆 

10. 연재 악생의 부모님은 돈을 벌기 위때 일을 마고 계세요? 

口@두뭘모두연올§씬다 口@。뼈저만연 δ앤다 

口@어머니만연 5센다 口@두 벌 모두연올핸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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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생은 연재 진휠머니(외할머니) 또는 진웰이t!j ÀI(외할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口@에 口 @ot니g 

12. 학생은 본인이 생각짜기에 집안헝펀이 어땅다고 생각아세요? 

口@매우 당샤는편이다 口@장샤는명이다 

口@뿔이다 口@뭇사는편이다 
口@매우 못샤는편이다 口@모르겠다 

13. 학생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口@불교 
口@천주교 
口@종교없용 

口@개샌교(기톡교) 
口@기탁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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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 ... ‘ 다음은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입 니 다. 

14. 학생 본인과 부모닙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부모닝 충 안본만 께시는 악생도 용답째 주세요) 

口@매우종용멍이다 

口@뿔이다 

口@매우 냐뽕편이다 

口 <ID 0'1뼈지와 어머니 모두 뱀|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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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종흘 명이다 
口@냐옐명이다 

口 @ 총을지 냐뽕"1 모르겠다 

口@총음뺑l다 

口@냐뽕편이다 

口 @ 총닫지 냐벌지 모르겠다 

16 학생은 가측어| 관얀 다음의 내용에 대쩨 어명게 생각@에|요? 

구 봉 
매우 대쳐l로 명로 전혀 

한얘항 챈영항 챈행강f앙 챈캉격R망 

1) 이버지나 어머니가 훌작셔도 지녀를 켈 키울 수 잇다고 생각 Iï!봐 口 CD 口@ 口@ 口@

2) 경혼하지 않。r도 착녀흘 ?r캘 수 있다고 생각 양κr 口@ 口@ 口@ 口@

3) 。맘함 。101도 내가 낳을 다색과 ?멘 。댐용 갖고 짤 키올 수 

있다고생각양봐 口 CD 口@ 디@ 口@
g 윌윌Q!릴Z 다른 사람의 아이훌 데려다 키우는 것을 알힘니다. 

니) 셔탱(부부 충 한 샤링。l 셔0.1)이냐 미혼 후에도 지1혼올 해셔 
口 CD 口@ 디@ 口@

새 상올 시작하는 것이 총다고 생각 한다 

양J l냥녀가 샤랑한다댄 견흔하지 않고 항께 샤는 것도 괜짱다고 
口 CD 口@ 口@ 口@

생각한다 

b) 외국엔과 경혼해도 생관 없다고 생각~κr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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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g툴 빼주셰요. 

혼ôl 챈부모와 함께 샤는 ?t.쪽융 연I:l.!"'펙댄 ?t흑형태랴고 탤햄니다 그러나 최곤며|는 부모냄 종 

한 뭘하고만 샤는 가쟁， 채혼 부모념과 함꺼l 샤는 가쟁， 형저따0"플끼리만 샤는 가쟁，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만 샤는 가정 통 다탱한 가촉형태가 쟁쟁 늘어냐고 잊융니다 

(",. 17번과 18번 운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7. 악생은 위의 골에서 설명야고 있는 다양안 가측영태에 대에 어명께 생각n해|요? 

口 @ 댁짧 7댁뻗|도 。원연앤 ?r.햄 口 @ 연다빼 ?뺑| 앤 갱우 S뽑.õt:<:1 
a뽑항 ?pfCt 못할 ?P!I다 

口 @ 행륙과 블행음 가쪽 형태와 생펀없다 口 @ 모르겠다 

18. 학생은 다OJ딴 가족형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아는지 끄댄맡 용답얘 추세요， 

口 @ 부모내의 맺거이혼재혼이 g∞r져셔 口 @ 뼈의 교육용 힐해 따로 생。fOiõ뼈 
口 @ 부모맴l 명뿜1거나뺏 툴。p써셔 口 @ 부모멤 뺑l로 핵훌 훌불 수 없어셔 
口@모르겠다 

다음은 악교에서 배운 가족에 관한 질운입니다. 

19. 학교에서 가측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죠벼l 배웠는지 모둔 응답왜 주세요. 

口@국어 口@도덕 
口@샤회 口@과학 
口 @ 기울?샘(얘과) 口 @ 외국어(영어) 
口 @ 특탱할동이나 채햄홍(교과 외 셔캔 口 @ 기탁 과목 
口@배용적없다 

20. 가측에 관한 내용 충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모두 용답째주서|요. 

口 (l)?택의 소종항과 중g성 口 <2l ?r.웹 행없t 구짧l 역할 
口 @?t측 의색주에 괜한 내용 口 @?t촉 내 범 깐 역햄통 
口@?쩍구생얻엠 강통과 화해 口 @?댁과 이웃의 판껴l 
口 (J)?댁과 샤획， 국?펙 관겨l 口 @ 기탁 
口@배용쩍없다 

21. 수업시간에 가측에 관한 애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어떤 생각이 를었는지 끄댄맡 응답째 주세요‘ 

디 @ 생한 빡빡셔 지루뺀 口 @ 화목한 가정올 만툴어뺑다고 생각햇다 
口 @ 기쪽웹 캘용 할!륭껴l 극북6운박뭘 뱀l 되엇다 口 @ 장등 없는 이생잭 ?샘 환일기만 다루고 옛어 

현"1!고t <;j,101 다르다고 얘각했다 

口 @Ot무 생각。1 안틀었다 口 @ 기탁 

口@배운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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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은 결훌에 관한 질운입니다. 

1. 결혼에 대때 어명게 생각야셔|요? 

口@반드시해야웹 

口@해도 충고 하져 않빠도 총다 

口@모르겠다 

口@하는명이 총다 

口@ ô~찌않는꺼l 엠 

2‘ 사림들이 결흩을 한다연 몇 실에 하는 것이 총다고 생각하세요? (아냐의 연령만 기입쩨 주서l요) 

1) 남착[IJ세 

2) 여작[IJ세 

3 학생은 결혼에 대딴 다음의 내용에 대에 어땅계 생각아서l요? 

구 분 
매우 대처|흘 벚로 

한생항 찬얘항 한볕t항 

1) 경흔음 ?IPJ보다 가흑1띄l 관껴l흘 댄저 생각elP， 한다 口 <D 口@ 口@

2) 마땅한 녕대흉 댄니지 못하댄 견혼용 팍 항 ";!Q는 없다고 
口 <D 디@ 口@

생각 êjtκt 

3) 잭당융 구하지 못학껴냐 안정원 잭당을 가지적 못하댄 
口 <D 口@ 口@

견혼을 늦추겨냐 만할 수도 잊다고 생각 호빠 

나) 견혼생혈을 유지항 정도로 수。‘\01 총벌ôlP， 경혼올 t양 4>CJl.ct고 
口 <D 口@ 口@

생각당봐 

'>) 내가 하고 상g 공부냐 0.1을 하기 일해 ~혼올 。lH양 
口 <D 口@ 디@ 

수도 댔다고생각호κr 

b) 목샌(혼다 샤는 것)의 삶을 즐기기 의해셔는 경혼을 안 항 
口@ 口@ 口@

수도잊다고생각힌닥 

디) 견혼 A뺑。l 부탬스러우댄 경혼용 OJ- t양 수도 잊다고 생각 한닥 口 <D 口@ 口@

8) 경혼g 보통 셔령틀。l 견흔히는 니。!이1 ôlP, 호되고 "{!각 q,1Ct 디 <D 口@ 口@

에 샤뀌는 시랑미 였으댄 ~흥닫 그 샤렴과 ôlP， êjt되고 생각 호봐 口 <D 口@ 口@

1 0)경혼과 판껴없이 생관계롱 ?~:생 수 댔다고 생각 한다 口 <D 口@ 口@

11)부부건의 ?l용올 해경탤 수 뽑앤 이혼51는 게 면1고 쟁t 한닥 口 <D 口@ 口@

12)착녀가 댔어도 이혼항 수 앗다고 생각 한κr 口 <D 口@ 口@

전혀 

한A행보R양 

口@

口@

口@

디@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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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본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口 @ 견혼항 생각。1 댔다 口 @ 견혼항 생끽。1 었다 口 @ 모르겠다 

5. 악생이 결혼을 호벼연 ‘절혼힐 사람’ 의 초건으로 충요이다고 생각야는 것올 보기에서 순서대로 3가지 까지만 
응탱n춰|요， 

• 헛댄째종요한껏( I 두박쩌1 종요한것( ) • 서|댄쩌1 충g한것( 

< 보 기 >

(î) 외모 퉁 샌쳐|적 조건 

@ 갱저|력(소득， 채상 동) 

@ 헥맹(유맹한학교룡 니혼 갯 

@종교 

@건갱 

@ 연E영 

@녕격 

@궁햄 

@l?f정함갱(부모녕， 형제 C갖 챈척 관껴1 ， 생당 배경) 

@ 충샌"1역(배우;q- 작PJ<> I 벌리내리고 댔는 지역) 

@ 잭엉(직종 "ll 잭외) 

@학력 

@댄용과사량 

@ 혐져l순외(쟁냥， 쟁녀 통) 

@기탁죠건 

@조건없다 @ 경혼항 생걱<)f 없거냐 경혼할지 모르겠닥 

칸 다음은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샤람돌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녁가 있어야 얀다고 생각6써|요? 

口@팍있어。F 웹 

口@없어도생펀없다 

7 학생은 양으로 지녀를 툴 생각이세요? 

口 @ 반드시 자녁률 가지고 A갚다 

디 @ 명로 께고 냥지 않-q 

口@모르겠다 

8, 획생은 앞으로 맺 명의 자녁를 둘 생각이서1요? 

口@。명 (떠룡툴뺑이 g앤 口(î) 1 명 

디 @ 댔는 것。l 없는 것보다 나올 것이다 

디@모르겠다 

口 (2) ?t농6맨 체고 생다 
디@전혀 ?에고성꾀 않다 

口(2) 2명 口 @3명 

口@니명 口@'>명이생 口@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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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이 지녀를 둔다면 꼭 아툴올 갖고 싶으세요? 

口@에 口@ otLlQ. 口 @ 작녀를 흘 얘깅jOl'없다 

10‘ 학생은 자녀를 둘 생각이 및단휠， 가장 충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끄댄맡 용답해추세요. 

口 @ 대를 이어야 하|까 口 @ 늙어셔(노후에) 외홉지 않기 외해셔 
口 @ 농어셔(노후에) 갱저|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口 @ 부부관계가 더혹 총。t"l니까 
口 @ 자녀흘 키우는 것딛 삶의 충요한 가"'1이짜 보령이니까 

口 @ 경혼ôt댄 。101는 당연히 얘기는 것이니까 口 @ 부모녕융 기쁘게 해 드리기 워뼈 

口@기탁 口@모르겠다 
口 뺑 착녀룡 툴 생2/0 1 없다(또는 견쟁δt"l 못했다) 

11. 학생은 자녀를 툴 생각이 월단옆，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E씬밑 응답얘 추세요. 

口 @ 지때11 빼。홉뼈 교육비가면| 툴기 며뭔머l 口 @ 부부댄으l 시간과 행북이 중어드니까 
口 @ 내 엘이1 천녕해 녕어셔 口 @ 작뱀 챔든 용부롱 하게 되므로 
口 @otr녀가 학교냐 생l어셔 앵따(뺑)를 당할까 염려 되어셔 

口 @ 부모녕을 올보는 켓이 뱀을 것 캘써 口 @ 기탁 
口 @ 모르겠다 口 @ 외L첼 툴뺑1 뺨(또는쩔t"l 횡뼈 

12‘ 학생은 지녁에 대얀 다음의 내용어| 대때 어떻게 생각아세요? 

구 분 
매우 대체로 t첼로 전혀 1 

챈얘항 창녕t앙 챈A양오R앙 챈행갇R망 

1) 부모가 되는 것닫 댄생0/1셔 ?t치 잊는 C갱이랴고 생각 한다 口 <D 口@ 口@ 口@

2) 작녀룡 냉。t야한 부부가 샤회적g로 엔정t양는다고 생각 ~κr 口 <D 口@ 口@ 口@

3) 자녀가 있으댄 부부관계가 더 종。r앤다고 생각 한q 口 <D 口@ 口@ 口@

니) 작녀가 있는 샤랑틀딛 노연이1 c셜 외륨다고 생각 핫κr 口 <D 口@ 口@ 口@

5) 자녀가 잇으댄 늙어셔(노후O/Q 쟁적f쩍으료 도용올 t살올 수 g(q고 
口 <D 口@ 디@ 口@

생각 ~tct 

b) 지녀를 통해 부모의 핑올 이루는 것은 바랑적 하다고 생각 §κr 口 <D 口@ 口@ 口 @I

η) "fl!팩 대를 옛기 밍해 끽녀룡 두는 것은 탱연하다고 생각 §κr 口 <D 口@ 口@ 口@

8) 작녀륭 갓는 것을 샤회에 대한 의무이끼도 하다고 생각 한다 口 <D 口@ 디@ 口@

9) 채킥의 。뿜도 중요ôt"IOj 부모의 ̂{뽑。| 더 중g야t고 A엠 한악 口 <D 口@ 口@ 口@

1 0)자녀의 교용.g t십틀더랴도 끝까지 시커。F 양벼고 생각 한다 口@ 口 a 口@ 디@ 



13. 학생은 학교에서 아이률 키우는 빙뱀에 대한 교육용 받은 적이 냈으서|요? 
g 아이톨 키우는 앙업이란? 흩산. 아이 률보기， 교육 둥을 밑합니다 

口<D 011 口(ID Ot니g 

14 학생은 낭자가 아이롤 키우는 당뻗에 대때 배워야 얀다고 생각하서!요? 

口@에 口(ID ot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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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쏠寶확릎끊.선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학생의 이버지와 어머니는 가정 일을 서로 공명야겨| 냐누어 야고 있다고 생각야세요? 

디@매우 그령다 

口@명로 그형"1 'il!딱 

口 @ 。뼈"1 또는 어머니카 앤l샌다 

다
 빠ν

 

객
 지
 뀔

 

로
 때

 행
 

@ 

@ 

口

口

16. 일반적으로 부부 충 누가 집안일(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동)을 때야 한다고 생각학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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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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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口

口

口@대처l로 부엔이 해야웹 

口@대져|료뱀이해야웹 

17. 일반적으로 부부 총 누가 자녀를 동봐야 한다고 생각야세요? 

디@전적으로 부엔。l 빠웹 

口 @ 부부가 합찌 δ110， tU봐 

口@전적으료 닝맹이 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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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口

18.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충요딴 일은 누가 결정때야 얀다고 생각0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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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생은 부부의 역헬~I 관얀 다음의 애용에 대때 어명께 생각야세요? 

구 발 
매우 대쳐|로 '1로 전혀 

한녕합 찬성항 챈힘!함 챈A명}항 

1) 녕i얻은 잭엉올 ::>r지고 。띠1는 가정융 툴보는 켓01 총다고 생각 양봐 口 <D 口@ 口@ 디@ 

2) 맺켈미 부부의 :>:!우에|도 가쪽의 얘껴|는 냄명이 잭엠져야 ~되고 
口 <D 口@ 口@ 口@

생각한다 

3) 냉편도 。r니jQj' 마찬가지로 작녀룰 켈 툴툴 수 댔다고 생각 ttlCt 口 @ 디 @ 口 @ 口 @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질운입 니 다. 

1.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모두 응답째주세요， 

口 @생녁기 구조， 。뺑 口 ~Ol행1. 뺑1， 혼전순견 口 @ 피염뺑 
(탤경， 몽Z밍 

口 @ 밍샌， 충싼 口 @ 미혼모， 엔공맑 口 @ 생명， 머PI즈 

口@기탁 口@햄흡올뱉적。|없다 

2. 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애용이 어느 정도 도웅이 되었냐요? 

口 @ 매우 도용이 되었다 디 ~Q반 도용。1 되었다 口@보롱이다 

口 @ 명로 도용。| 되"1 。總 디 @ 전허 도용。l 되"1 뺏 口 @ 성교육을 뱉 적。l 없다 

3. 학쿄에서 받는 성교육 이외이| 성어| 대한 정보를 준론 어디에서 얻는지 견댄맡 응답쩨추세요. 

口@부모냐챈댄척 

口 @ 비디Q(CD ， DV미 

口@팡1 ， 댄호r 

口@기탁 

口@혐저|빼 

디@앤터옛(통햄) 

배
 샌

 
나
 면

 끼
 

@ 

@ 
口
口

口 @ 앵j 종교탕척I(챔소년만쳐1 ， 교회 퉁) 

口@없다 

4. 학생은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은 준론 어l핑계 때결학고 있는지 끄잔l맡 응답때추셔|요. 
g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고민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디@부모와생당 口@혐져|작뼈앙땅 

口@생당천문?봐생담 

디 (1) oJ터넷 또는 PC 통선 

口 @ 해견하지 못하고 댔다 

口@친구냐샌배와생땅 

口@혼착해견 
口명고댄한적없다 

口@학교선생내과앙당 

口@생교욱관련핵 

口@기탁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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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은 다음의 애용에 대때 얼마나 잘 알고 있냐요? 

구 발 
매우 。r는 모르는 전혀 

장'i.t-et I얻。|다 I원。l다 모른다 

1) 피영맹댁에 대하여 C양고 있다 口 <D 口@ 口@ 디@ 

2) 엔용유션의 부작용이| 대히여 앨고 댔다 
口@ 디@ 口@ 口@’? 인공없!이란? 임신한 경우 0101톨 냥지 않고 일부러 없H는 것 

3) 생명， 어PI즈 여탬 닙양챙며1 디jI;~펴 앙고 있다 디 <D 口@ 口@ 口@

4) 남녀의 샌쳐1적 구조이| 대하혀 연고 댔다 口 <D 口@ 口@ 口@

양) 염샌 맺 충싼과1덩어| 대하여 C양고 댔다 口 <D 口@ 口@ 口@

6 학교어|서 출t뻐l 대얀 내용은 어떤 시죠뻐| 배웠는지 모토 용당에 주세요. 

口@국어 

口@과학 

口@도덕 

口@기슐가정(밤) 

口@앵l 

口@외국어(영어) 

口@기탁과목 口 @ 특연훨동이냐 재행동(교과 외 시간) 

口@배용잭었다 

7‘ 출샌~I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푸 악생은 준론 어떤 생각을 야게 되었는지 끄센맡 응답쩨추세요 .. 

口 @ 야는 내용이랴 지루하고 꽤미없었다 

口 @ 흉상과 육。뼈l 대해 걱정S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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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口

口口 @ot무 생뺀l 안흘었다 

口@배용잭없다 

8. 학생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 전어|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학셰요? 

口@반드시 지커야함 口@가공적 지켜야한다 

口@쩌면g가없다 口@모르겠다 

口 @ 적키지 않올 수도 였다 

9. 학생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얀다고 생각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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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은 일반적으로 결혼아지 않은 낭녀가 잉신을 했다면 어l핑계 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口 (D'융。IOr 웹 口 @0101릉 기룰 수 잊는 경우어만 낳는다 

口@볕에는안닫다 디@모르겠다 

11. 학생은 지음 이성교제롤 하고 있나요? 

,.‘ 1 

‘-
‘ ι 、」

口@현재 교져1 종이다 口@ 교져함해l 댔으냐지금일없다 口@교져1 한적이 'ilt'다 

다음은 면재 자녀를 적게 낳는 사회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 글을 잘 읽고 악생의 생각과 일지하는 해당란에 g를 쩨주세요， 

않으로 우리나라엔구가 중어들 :>，!J I랴고 행-1다 이것g 우리냐락 각 기뺑써 。/0 1흘 낳'::1 않거냐 적게 낳고 잊기 때문。'11-1다 

@• 12번. 13번 문흥뻐| 대해 응딩õH 주세요 

12‘ 아이를 적게 냥거나 냥지 않으려고 아는 간잘효온밭의윤가 무엇이라고 생ζ「야시|요? 

口 φ 0101를 키우는 연이 행틀어셔 디 @ 늦닫 경혼으로 충샌의 시기를 놓쳐셔 

口 @0101룡 교일|키는데 돈。| 뽕1 틀어셔 口 @ 부모가 모우 연올 해야 하므로 

口 @ 며홀 키우는 。P만 명01\0 1고 녕지 영。써 口 @ 기탁 

13. 우리나라 인구가 출어들면 추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학세요? 

口@ 샤랑틀 φ1어l셔 경쟁올 뼈냐 다툴 U@ 냐랴의 햄IQ빼정 것이다 
0.1이 중어툴 것이다 

口 @ 공해가 중대틀어 'i3\I적한 함갱에셔 니 @ 연항 샤렴。| 중어툴어 여려 가지 문떼가 
날 수 있올 것이다 생경 것이다 

口 @ 삭행과 추택 부측 문제가 해견 댈 것이다 口 @ 우리7t "-il공을 지공보다 뽕I 때F 항 갱이다 

口@기탁 

14. 학생은 우리Lta뻐|서 0101를 적거| 냥고 노인들이 많ot^1고 있는 연승뻐| 때n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口@예 口@。떠오 

톨훌 
랜뀐것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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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생은 이이롤 적게 냥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연상을 때결야기 위쩨 국가가 무엇올 아고 있는지에 대때 
툴어본 적이 었나요? 

口<D 011 口@ O~니오 

16. 악생은 할아버지‘ 혈머니와 같은 집에서 합깨 사는 것에 대때 어떻게 생각gμ11요? 
r, 힐아버지 할머니가 톨이가.t! 학생도 웅답해 주세요 

口@매우 종올 갯갤ζr 

口@싫올것경다 

口@모르겠다 

口@총올것경다 

口@매우싫올것갤다 

17. 학생의 부모넙이 노인이 되면 준론 누가 율봐야 한다고 생각6써|요? 

口 φ 부모념 스스로 해경6HOf 웹 

口@샤회냐국가가툴봐야함 

口 @ ?~측。| 흩봐야 웹 

口@모르겠다 

으양ππ 

힘툴7'1만한문항도 
빠쟁없이 용댐해 주서l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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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은 가치관애 관한 질운입니다. 

1,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때 어명게 생각@에|요? 

구 월 
매우 대쳐|로 '1로 전혀 

챈J녕t압 챈얘항 챈캉갇R양 챈4힘 f양 

1) 낭자틀이 부역연올 하는 것닫 보기이l 충지 않다 口 (1) 디@ 디@ 口@

2) 잭， 땅과 강g 잭년을 닝I명과 。t니| 용똥 이흉으로 하는 것을 한녕한다 口 (1) 口@ 口@ 口@

3) 옐거지냐 뺑라\Qt 강일 쟁~o，!음 닝치앙 여작가 다 캘01 a\jO~ Ii!κr 口 (1) 口@ 口@ 디@ 

나) 잭P샌l 대룡 이어?~기 워해셔 。f툴。| 있어야 한악 口 (1) 口@ 口@ 口@

'>) 이니\Qt 냉형을 R암엠l 모든 。엠l 디홉뻐 똑갤음 견정;;!!융 가져야 한다. 口 (1) 口@ 口@ 口@

b) 여자는 샤"Il'이l 관한 종대한 견정용 냥작만콩 장 내리지 못한다 口 (1) 口@ 口@ 口@

1) 남자는 가쪽의 생께룡 잭엠치기 때문에 여착보다 멸뭉올 더 댐。l 탤。q êi!κt 口 (1) 口@ 口@ 口@

8) 차생부름이냐 복샤는 남자잭얻보다 여자잭얻이 하는 것이 어웅렌q 口 (1) 口@ 디@ 口@

9) 여자가 I탄샤갱샤Q\" 같이 t냥착을이 주로 멜9앤 잭엉올 갖는더l 찬성한다 口 (1) 口@ 口@ 口@

1 0)남"mOI''1' 냥샤 뱉껴{셔 0，1'하는 것일 바랑적하지 않다 口 (1) 口@ 口@ 口@

2, 학생은 다음의 내용어| 대때 충요하다고 생각아세요? 

구 분 
매우 대쳐l로 '1로 Z쉰허 종요 

종요함 용SH양 종요않항 않t양 

1) 편안한생활 口@ 口@ 口@ 口@

2) 풍요로용 울전A용할 디@ 口@ 口@ 口@

3) 더붕어 사는쌀 口 (1) 디@ 口@ 口@

4) 다흔 샤령에게 ":!요한 샤항 口 (1) 口@ 口@ 口@

'>) "t유로흘 A용할 口@ 口@ 口@ 口@

b) 앤?J-<거l 대한 샤량 口@ 口@ 口@ 口@

η) 화목한 가정 口@ 口@ 口@ 口@

8) 어가생황 口 (1) 口@ 口@ 口@

9) 샤회적으로 댄정 벌는 껏 口@ 口@ 口@ 口@

1 0)다흔 샤량틀에거l "ä령항 수 댔는 혐 口 (1) 口@ 口@ 口@

11)목표를 당녕하고 J녕공하는 것 口 (1) 口@ 口@ 口@

@ 학맹 여러분! 고맙읍니다，@ 



초사에 관한 궁금한 모든 사항은 아혜로 언락주세요^/\ 

한국보건사획언구원 

연락저 : 02 - 380 - 8182 
02 - 380 - 8264 1004phil@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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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결혼· 자녀 ·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실태 조사 
(교사용) 조사표 양식 

한국보겁사회연구원 

'1fI1l년 1월 

결혼·자녀·양성명등에 관한 교육 실태 초샤 

(교사용) 

교구분 

口@ 조둥악쿄 |口@ 남악교 
口@ 중악교 |口@ 여악교 
口 @ 고웅악교(인운계) I 口 @ 남녀공악 
口 @ 고등학교(실업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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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통으로 

r결혼 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개 초 • 중 • 고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t 선생님께서 재직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웅답해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1 그 내용은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솔직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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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저출산 고링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 내용에 핀한 인식을l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홉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얘 g를 혜 주세요. 

1.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훌산·고령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곳에는기입 g많 

I CARD I 

I 01 I 

口@매우심각하다 口@싱각한편이다 l 口
口 @ 보통이다 ’ 口 @ 심각하지 않은 연이다 

口@전혀 심각하지 않다 

2.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필요하다 口@필요한편이다 1 口
口 @ 보통이다 口 @ 필요하지 않은 연이다 
口@전혀 필요하지 않다 

3. 저출산고렁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에서 출산이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 
교육올 강화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필요하다 口@필요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펼요하지 않은 편이다 
口@전혀 필요하지 않다 

1 다음은 현재 출산(인구포힘)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I 
질문입니다 l 

4. 현재 선생님께서는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올 가르치고 계십니까? 

口 @ 예(σ 십번으로 가시오) 디 @ 아니요(σ 5번으로 가시외 

* 4번 문항에서 @을 선택하신 분만 4카에서 4-6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립니다. 
4-1.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ηf? 

口

口@매우적절하다 口@척절한편이다 | 口
디 @ 보통이다 디 @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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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힘혜고쟁꿇씹니깨 

口@매우적합하다 口@척합한편이다 l 티 
口 @ 보통이다 口 @ 척합하지 않은 면이다 
口@전혀 적합하지 않다 

4-3.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 @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口 @ 반영하고 있는 뺀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口@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4-4.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충분하다 口@충분한편이다 l 口
口@보통이다 口@부족한편이다 

口@매우부족하다 

4-5. 교과서의 출산(인구 포함)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디@매우척절하다 口@적절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디 @ 적절하지 않은 연이다 

口@ 전혀 적정하지 않다 

4-6. 출산(인구 포함)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포록 무엇입니까? 

口 @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口 @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디 @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口 @ 내용을 채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口@기타 口@모르겠다 

口@애로사항이 없다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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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가족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l 
5. 현재 선생님께서는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口 @ 예(σ 5-1번으로 가세요) 口 @ 아니오(a- 6번으로 가세요) 口
썼 5번 문항에서 (i)을 선력하신 분만 5-1에서 5-6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립니다. 

5-1.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적절하다 口@적절한편이다 1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척철하지 않다 

5-2.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승하}십니까? 

디@매우적합하다 口@적합한떤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적합하지 않다 

5-3.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충분흩l 반영하고 있다 口 @ 반영하고 있는 뺀다 10 
口 @ 보통이다 口 @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口 @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5-4 교과서에 제시된 기족 관련 내용으| 분료에 교육목표툴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쟁i종씹L..pm 

口@매우적절하다 口@적절한연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적절하지 않다 

5-5. 교과서의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ηf? 

口@애우적절하다 口@적절한편이다 | 口
口 @ 보퉁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적절하지 않다 



5-6 가족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口 @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률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디 @ 수업에서 활용할 보죠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口 @ 현실이나 교사의 7}"'1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렵다 

口 @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口@기타 口@모르겠다 
口@애로사항이 없다 

l 다음은 향후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뢰| 
게선하고자 할 떼 고려해야 할 내용에 관한 실문입니다 I 

6. 학교교육에서 충시(91구 포한) 과혀 가치과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부록 453 

口

口@국어 口@도덕 口쐐 I I I I I 
口 @과학 口 @7않 .7얘(실패 口 @외국어(영에 I I I I I 
口 @특별활동이나재購口 @기타 I I I I 

7. 학교교육에서 가족 과려 가치과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口뼈 口@도벅 口@째 I I I I I 
口 @파학 口 @7않 '7뻐실패 口 @외국어영에 I I I I I 
口 @뽑햄재링뽑口 @기타 I I I I 

g 학교교육에서 춤사 치화적 가치과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짧교저뺀부터빽~빽 口@뚫혁교고햄뿜어햄빽 | 口
口@햄샘터 口@고둥혁교부터 

9 학교교육에서 가족 치화적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햄교저학년부터뺀~빽 口@鐵고햄부터 (4핸햄 | 口
口@랩괜터 口@고등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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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샌인구 포함)에 관한 교육댐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깨 

口 @ 출산이 개인척 차원올 넘어 쐐 국가와 판계가 있끓 인식하탤 깨션한다 | 口
口 @ 저출산의 원인，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올 개선 한다 

口 @ 현재의 교육내용으로도 충분핸로 개선할 펼요가 없다 
口 @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口 @기타 口@모르겠다 

11. 출산 및 기족 친화적 카치관 교육을 위하여 교육내용올 개선하고자 할 때 기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패간내엠중복갱을빼야뺨 | 口
口 @ 특청 7];<J7t랩되는B鍵X댐빼힌다 

口 @ 학생들의 학융통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口 @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 

口 @기타 口@모르겠다 

12 앞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힐 때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과까찰및빽빽내뿔잘 7념칠수있탤과연뜰실시뺨 | 口
디 @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口 @ 재뽑동 시챈l나 특별활동 시간 퉁 교과 외 활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화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口 @ 출산 및 7똑 친화적 내용。l 담긴 톡셔 뾰자료를개발뼈 보햄 

口 @기타 口@모르겠다 

|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 
13. 현재 선생님께서는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口 @ 예(0' 13-1번으로 가세외 口 (2)(0' αRD02의 1번 문항으로 7씨외 

※ 13번 문항에서 (i)을 선택하신 분만 13-1에서 13-5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 선생님께서는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口

口@있다 口@없다 l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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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표떨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매우 척결하다 口 @ 적절한 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 @ 전혀 적철하지 않은 편이다 

13-3. 교괴서에 저μ|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학습지의 수준과 흥미에 적힘핸교 생Z펴냄I-PJf? 

口 φ 매우 적합하다 口 ￠ 적합한 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口 @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13-4.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얘우펼요하다 口 @필요한편이다 1 며 
口 @보통이다 口 @필요하지 않다 
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5. 성교육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口 @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l 口
口 e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디 @ 현실이나 교써 자l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口 @ 껑에 관한 태도나 가치관올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뱀을 잘 모른다 

口 @기타 口 @모르겠다 

口 @애로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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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일반적 가지 측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아래에 제시한 가치들을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히십니까? 

그 7찌를 거부한E땐 1점을 굴E뮤시고 그 7f;i: 1가 중요따l 않C맨 2점 극히 중요맨 9점으로 

할 때 선생님은 이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거부하는 중요하지 
가치임 않융 

| 
I . I 

중요합 매우 극히 
중요함 중요합 

1 뉴뉘 

1.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요? 

가 치 점 수 

1) 평퉁 (모두에게 기회가 퉁퉁함) 

걱 사회적 권력 (타인에 대한 통제I 지배) 

3) 자유 (행동과 사고의 자유) 

4) 사회적 인정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올 받는 것) 

5) 권위 (다른 사랍올 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 

6) 사회 정의 (붙의를 바로 잡음I 약자를 보살핍) 

끼 독립성 (자기 자신을 믿음， 자족적 임) 

8) 야망 있음 (무엇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열심히 일함) 

9) 마음이 넓음 (나와는 다른 사상이나 신염에 대해 관대함) 

10)환경보호 (자연을 보존하기) 

11)정직 (거짓 없음， 진실함) 

1껴도움이 펌(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 

13)성공 (목표를 달성함) 

꽤
 
많
 

1) 

2) 

3) 

4) 

5) 

6) 

끼 

8) 

9) 

1이 

11) 

12) 

13) 



) 다음은 앙성평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2. 선생님께서는 디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서!요?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구분 
찬성함 찬성함 

찬성 찬성 

안함 안합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口@ 디@ 口@ 口@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냥연과 아내 공동 이릅으로 
口@ 口@ 口@ 口@

하는것을찬성한다 

3) 셜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얼옹 남자와 여자가 
口@ 口@ 口@ 口@

다같이 해야 한다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口@ 口@ 口@ 口@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口@ 口@ 口@ 口@

결정권을가져야 한다 

6) 학교어써는 학까꿇에게 님녀평풍의식을 싱어주어야 한다 口 û) 口@ 口@ 口@

기 역사나 정치에 대한 상식을 쌓는 것은 여학생보다 
口@ 口@ 口@ 口@

남학생에게 더 중요하다 

8) 반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다 디 û) 口@ 口@ 口@

9) 학쿄를 통솔히는 교장， 교감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口@ 口@ 口@ 디 @I 

10)여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학하도록 
디@ 디@ 口@ 口@

권장해야 한다 
11)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디 û) 口@ 口@ 口@
잘 내리지 못한다 

12)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 
口@ 口@ 口@ 디@ 

보다 월급올 더 많이 받아야 한다 
13)차심부릅이나 북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口@ 口@ 口@ 口@
하는 것이 어올린다 

14)여자가 판 • 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口@ 口@ 口@ 口@

직업을 갖는데 창성한다 

15)남자가여자상사밑에서 밸논 것은 비휩직책l 웹 口@ 口@ 口@ 口@

16)남학생이 성적인 호기심올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口 û) 口@ 디@ 口@

여학생은 좋지 않다 
1끼여자는 사귀는 남자보다 더 똑똑해 보이지 

口 û) 口@ 口@ 口@
않는 것이 좋다 

18)더많은여자들이정치에참여해야한다 口@ 口@ 口@ 口@

19)여자가 욕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口@ 口@ 口@ 口@

남자보다 더 보기 좋지 않다 

20)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口 û)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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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결흔에 관한 질문입니다 I 

3 선생님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口 밴드，，]해야한다 口 @하는면。1 좋다 

口 @해도좋고하지않i홉좋다 口 @홀에않는게낫다 

口 @모르겠다 

4. 선생님은 시람들이 결흔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D^냉핸 A댐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해 口 @ 정신적 안챙올 찾7] 위해서 
口 @ 자녀를 갖기 위해서 口 @ 부모의 가정에셔 독립하7] 위해서 
口 @ 경제적인 안정올 위해서 口 @ 사회의 관슐을 따르기 위해서 
口 @부모가원하기 때문에 口 @기타 
口 @모르겠다 

5 선생님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살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1} 남자:CIJ 세 
2) 여자:CIJ 세 

6. 선생님은 남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그렇다 口 @그렇다 口 @보통이다 
口 @아니다 口 @전혀뼈다 口 @모르겠다 

7. 선생님은 여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그렇다 디 @그렇다 口 @보통.01다 

口 @。써다 口 @전혀。써다 口 @모르겠다 

냄른 결흔샘활과 직장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l 
8.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 직장 일과 가정 일을 하면서 겪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口 @ 자녀 양육 시간의 부족 口 @ 직장 일과 가정 일의 이중 부담 

口 @부부간의 대화시간부족 

口 @ 직장에서의 눈치와 불이익 

口 @ 직장 일에 천념하기 어려움 

디 @문제 없다 

口

口

EE 
口

|口

口



9. 일반적으로 자녀 훌산 때문에 직장생활올 그만 두어야 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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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환 口@직장 口@옆졌다 | 口
10. 일반적으로 교직이라는 특성이 다른 직업보다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히십니까? 

口 @매우랭다 口 @그렇다 口 @보환1다 | 口
口 @。애다 口 @전혀뼈다 口 @모르겠다 

l 단음은 자녀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 
11. 결혼을 한 부부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디 @ 매우 그렇다 (0- 11-1번앨 가세왜 口 @ 대체로 그렇다 (0- 11-1번월 7써외 | 口
口 @ 아니다 ('.11-2번으로 가세외 口 @ 전혀 。배다 (0- 11깅번으로 가세왜 
口 @모르겠다 
@생을 선택하신 경우 'C'PIÐ OO' 의 1번므로 가세요 

※ 11번 운항에서 (1).(2)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 자녀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口 @ 부부의 유대를깅회시켜 9-71 때문。따口 @ 노후에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 

口 @ 보살피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口 @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이다 
口 @ 생의 의용을 주기 때문이다 口 @ 화목한 7냉을 형성하기 위해서 

口 @ 부모7t 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口 @기타 

※ 11번 문항에서 @.@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자녀를 두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口 @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71 때문이다 
口 @ 부부만의 시간파 행복이 줄어드니까 
口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디 @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거l 되므로 
口 @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벌)를 당할까 염려 되어서 
口 @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口 @기타 

口그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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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선생님의 일뺀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I 꽤
 
훤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口 @남자 口 @여자 | 口
2. 선생님의 담당 교과는 무엇입니까?(중·고등학교 교사만 응답해 주세요) 

口 @국어 口 @도덕 口 @사회 1 口
口 @과학 ’ 口 @ 기술·가정 口 @외국어(영어) 
口 @ 기타 口 @ 비해당(초퉁학교 교사) 

a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몇 년 되셨습니까? 
)년 

.4. 선생님께서는 출산 경험이 있으십니까?(남자 선생님의 경우 배우χ” 

口 @ 있다 (0' 4-1번으로 가세외 口 @ 없다 (σ 5번으로 가세외 

※ 4번 문항에서 (í)번를 선택하신 문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선생님 자녀의 준 S양죽 형태는 무엇입니까? 

口 @본인 및 배우자 口 @ 친인척 口 @육。}도우미 
口 @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 유치원 풍) 口 @7놔 

| 口그 

口

l 口
5. 선생님께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떻게 해야 효!Cf.고 생각하십니까? 

口 @ 출산지원올 위한 적극적인 갱책올 실시해야 햄 l 口
口 @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7까 개입히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 

口 @기타 口@모르겠다 

6. 가족 형태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口 @ 매체를 통해 7택형태(한 부모 7얘 재혼 7냉 됨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다 

口 @ 대챔7)행따A뺀뀔빼농 기존의 전형적인 7펙 형태가 바람직 빡고 본다 

口 @ 변화된 7쁨 형태에 대한 편견을 ll)꾸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랍들에게도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편이다 

口 @ 기타 口 @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에 관한 궁금한 모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락처 : 02 - 380 - 8182 
02 - 380 - 8264 1004phi I@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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