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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양성평등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아버지 역할의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정과 교과서 본문과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 역할 변화의 경향을 파악했으며, 이를 국내외 사회의 변화와 

연결시켜 고찰해보았다. 이는 가정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미래사회에 

적합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아버지 역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중등 가정과 교육과정 개정 시 양성평등 

관점의 부모교육 기준 및 교육내용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부터 2007 개정까지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 총34권을 분석 대상으로, 교과서 

본문과 보충자료, 그리고 사진 및 삽화에 대한 내용분석과 

계량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3차 교육과정(1954~1981)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 

에서는 성 역할에 따른 분업, 즉 전통적 역할이 제시되었다. 사진과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는 특별한 역할 없이 가족의 일원으로만 

나타났다. 
 
둘째, 제4차~5차 교육과정(1981~1992)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는 전통적 관점이 유지되는 가운데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과 재고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사진과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는 가사분담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는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자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가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 역할 분업의식이 나타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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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내에서 지향하는 양성평등 관점과 서술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사진과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는 육아와 가사 분담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제시되고 있었다. 
 
넷째, 제7차~2007 개정 교육과정(1998~2012)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는 특히 양육의 역할이 강조되어 제시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부부 모두 양성적인 역할이 나타나며 

양성평등사회를 더욱 지향하기 위해 아버지의 가사, 일 우선 사고의 

시정, 양성평등 관련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사진과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는 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 모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다시 증가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나 양성평등 관점의 아버지 역할 내용 서술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내 아버지 

역할에서 성 역할 분업의 혼재, 사회 요구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반응 모습 등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이 일관된 아버지 

역할의 부재는 양성평등 관점을 가진 부모를 길러 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 관점의 부모역할 교육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것이 

명확하게 교육과정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교육 

전공자 및 가족생활교육 전공자의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가정교과의 특성에 맞는 명확한 

양성평등 부모교육 기준을 포함한 교육과정 관점이 교과서는 물론 

교사용 지도서에까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검정지침에 양성평등 관점의 부모교육 

내용 기준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 심사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명확한 양성평등 관점의 부모교육 기준과 그 기준이 반영된 

교과서가 마련되더라도 교사가 이를 수업 현장에 잘 투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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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 관점의 부모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내용은 물론 가정과교육 

철학, 실천적 추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수·학습 전략 등의 내용이 

함께 포함된 맞춤 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하고 

이의 활용을 위해 교사들간 공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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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최근 육아휴직을 내고 내 아이와 함께하려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 

육아휴직자가 2배 늘어난 데 비해 남성은 5배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아빠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이는 지적능력 뿐 아니라, 자존감과 사회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른바 '아빠효과'입니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아버지와의 양육을 많이 받고 아버지와의 놀이에 

많이 참여한 아이일수록 친구관계를 맺는데 더 수월하고 

자신감이 많고 더 도덕적이고 더 공정한 게임의 룰을 알고…." 

엄한 '타이거맘'은 가고 친구 같은 '프렌디'가 뜨는 시대,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MBN뉴스, 2013.01.24.).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맞벌이 가구의 보편화 

등의 사회 변화로 인하여(통계청, 2009, 2012)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만을 해오던 전통적 역할 뿐 아니라 가정 내 역할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일찍이 서구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근대 이전 

도덕적 스승 역할에서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 부양자, 30~40년대의 

성 역할 모델, 70년대 이후 ‘좋은 아버지’로서의 자상한 아버지로 

계속 변화해 왔다(Lamb, 1986; Pleck, 1997). 최근에는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전통적 아버지 역할은 그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 

과정에 있고 새로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Lamb, 2004).  

위 뉴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페미니즘과 평등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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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관점의 증가로 인한 양성적인 아버지상의 증가(Palkovitz, 2002), 

자녀의 발달에 있어 모-자녀관계와는 다른 고유한 부-자녀관계의 

역할이 있다는 연구(Stoltz, Barber, & Olsen, 2005), 자녀의 사회성, 

학습 성취, 자아존중감 등 자녀의 발달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김진, 이신숙, 신효식, 1995; 남진열, 

김상미, 2011; 손미리, 류점숙, 신효식, 1997; 송요현, 현온강, 2008; 

정옥분, 김경미, 2003; 최경순, 정현희, 1995; Cabrera et al., 2007; Nord et 

al., 1997)과 함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조명 받으면서,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아버지 역할이 변화된 가족 구조에서의 

아버지 역할, 그리고 사회의 맥락에 따라 변화한 또는 보다 나은 

아버지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Marks & 

Palkovitz, 2004; Morman & Floyd, 2002). 더불어 최근에는 아버지 

역할이 아버지 자신의 자아존중감, 결혼 만족도, 성인 초기 

발달과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김진희, 2005; 백진아, 

2009; 송혜림 외 5인, 2010; 황정해, 2006; Graves, Ohlott, & Ruderman, 

2007; Holmes et al., 2010; Palkovitz, Copes, & Woolfolk, 2001)도 발표되고 

있어 가정 내 가족관계의 중요한 요인으로써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가정교과는 초기 교육과정 

부터 현재까지 부모교육 을 담당해온 주요 교과로써, 최근 아버지 

역할의 변화는 가정교과에서 부모교육 내용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교과서에 나타난 양성평등 관점을 

조사, 분석한 것이 대부분으로(김정자 외, 1986: 김재인 외, 1993: 

안혜영, 1998: 정해숙, 정경아, 1998: 김미정, 유태명, 2004: 최영선, 

윤인경, 2008: 김미정, 유태명, 2008: 양정혜, 2010), 양성평등사회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아버지 역할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일·가정 양립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바탕으로서의 양성평등사회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아버지 역할의 

변화가 가정 교과서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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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양성평등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아버지 역할의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정과 교과서 본문과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 역할 변화의 경향을 파악했으며, 이를 국내외 사회의 변화와 

연결시켜 고찰해보았다. 이는 가정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미래사회에 

적합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아버지 역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중등 가정과 교육과정 개정 시 양성평등 

관점의 부모교육 기준 및 교육내용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교과서 본문과 심화·보충자료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을 검토한다.  
 
둘째, 가정과 교과서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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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이론적 배경 
 

 

1.  양성평등사회로의 변화와 아버지 역할 
 

 

양성평등사회로의 국제적 동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양성평등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1979년 12월 18일 UN에서 채택된「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 약칭)을 살펴보면,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양성평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김엘림, 1996a: 108). 
 

 남녀의 본질적 차이는 여성만이 임신, 출산, 

수유기능(모성기능)을 가진다는 데 있으므로 남녀를 달리 

대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모성기능만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그외는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남녀평등론을 

기본전제로 한다. 특히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성별에 따라 역할과 능력을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전통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은 여성차별을 생성, 유지하는 

근본요인이 된다. 또한 모성 기능은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며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남녀차별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그외 

여성을 약자와 육아 기타 가사노동담당자로 보는 인식에 
기초한 여성보호는 재검토되어야 하며 육아는 남녀와 사회가 

공통으로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남녀평등에 관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의 형성, 유지,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여성관과 사회관,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기본 개념이 채택되기까지 국제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1919년에 설립된 

ILO(국제노동기구)는 여성과 아동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주려하였으나 UN창설 후 UN산하 전문기구가 되면서 

남녀고용평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고용과 

직업의 차별에 관한 협약」등이 채택되었다. 한편, 

1945년「UN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의 전문에는 



 

  5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건설하는 데 인권의 존중과 국력의 차이에 

관계없는 동등한 권한과 함께 남녀평등권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그후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성별에 의하여 어떠한 차별없이 본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였다(제2조 제1항). 

UNESCO(국제연합교육사회문화기구)가 1960년 12월 14일에 

채택한「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제111호: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과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국제인권규약」(The International Conenants on Human 

Rights)에서도 성차별 금지와 남녀평등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남녀평등의 이념을 정립하고 법적 효력을 가진 실효성있는 

국제문서의 채택의 필요성을 촉발시켜 1979년「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져 양성평등 

이념의 국제적 확산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1)  국제 법률에 나타난 동향과 아버지 역할 

 
1984년 12월 한국이 비준한 유엔의「여성차별철폐협약」은 

양성평등 이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협약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차별의 근본 요인임을 지적하고 육아를 

포함한 가정과 사회의 형성, 유지, 발전에 남녀의 공동 참여와 책임 

분담을 주장하는 새로운 여성관과 사회관,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여성관계법과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었다(김엘림, 
1996a).  

이렇게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추진되고 고정된 남여 성 

역할 분업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동향은 아버지의 부모 

역할관련 의식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岡田みゆき(2009)는 국제 법률 및 제도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을 <표-1>과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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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아버지 역할 관점에서 본 국외 법률 및 제도의 내용 

* ○: 책임 제시, △: 보조적인 책임 제시. 

* A: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서술하고 있는 기술, B: 육아휴직제도 취득에 

관한 기술,  C: 가정 내의 일(가사)에 책임을 가지는 것의 기술, D: 일 우선의 

사고방식의 시정에 관한 기술, E: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기술, 

F: 양성평등을 권장(장려)하는 교육에 관한 기술, G: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의 

철폐를 위한 기술 

* 출처: 岡田みゆき(2009:22) 
1980년 「세계여성 10년」중간년도 세계대회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A)과 육아 휴직제도의 확립(B)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1981년 ILO 총회 156호 조약에서는, ‘부모중 어느 쪽이든 출산 

휴가 직후 기간내에 휴가(육아휴직)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책임(A, C)과 육아 

휴업제도의 확립을 권고하고 있다.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똑같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질 것과 고정화된 역할 의식을 제도나 

교육으로부터 배제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A, C, E, F, G). 

1995년의 제4회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젠더불평등’을 

개선하는 관점을 각국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E, F)는 

                                     
1
 한국은 1984년 12월 비준. 

연도 국제기관의 대응 

아버지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 
 

(A) 
양육 

(B) 
육아 

휴직 

(C) 
가사 

(D) 
일우선

사고의

시정 

(E) 
양성평

등법기

반강화 

(F) 
양성평

등장려

교육 

(G) 
성역할

의식철

폐 

1980 「세계여성 10년」중간년도 
세계대회 

○ ○ 
     

1981 ILO총회 제 156호 조약 ○ ○ ○ 
 

○ 
  

1985 
제3회 세계여성회의(나이로비)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미래전략」 

    ○ ○  

1985 
제2회 세계여성회의(코펜하겐)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일
본 비준1) 

○ 
 

○ 
 

○ ○ ○ 

1995 제4회 세계여성회의(북경)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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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즉, 「북경 선언」이 제시되었다. 

이와같이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국외에서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도 함께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특히 성 역할 분업의식의 철폐를 포함하여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법적 기반과 교육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가 법치주의로 

인해 확산되어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교육에 양성평등 이념이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국내 법률에 나타난 동향과 아버지 역할 

 
국제적으로「여성차별철폐협약」과「북경 선언」 등 양성평등의 

법적 구속력이 마련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 평등의식의 강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양성평등은 중요한 이념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1985년 발효된「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안에 의해 한국에서는 

이에 준한 정부조직 개편과 여성정책 전담기구 1가 마련되고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 여성 개발부문이 포함되는 등 

적극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젠더 불평등’을 

개선하는 관점을 각국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1995년「북경 선언」 직후 국내에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정책 뿐 아니라 교육계와 개별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김선욱, 2000).  

교육계 역시 교육기본법 제4조 2 , 제17조의2 3 , 여성발전기본법 

제20조4 등에 의해 남녀 공학, 교과서에서 성차별적인 내용 삭제, 성 

평등한 내용 제시, 양성에게 동등한 교과목 개설 등 교육에서의 

양성 평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김재춘, 왕석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또한 정책과 사회의 변화는 헌법 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5 , 가족법 개정 1 , 종중 종원 자격의 성별 차별 

                                     
1
 제2정무장관실,현 여성가족부의 전신. 

2
 교육의 기회균등. 

3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4
 학교교육. 

5 헌법재판소 2005.2.3. 선고 2001헌가9 외 결정(헌법재판소공보 101, 173면 이하. 윤

진수, 2005:7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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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2와 같은 가족법 개정을 통해 가정 생활에서 평등한 가족관계를 

촉진하는 데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었다(윤진수, 2005: 양현아, 2009). 

이렇게 양성평등이념의 국제적 확산은 국내 법률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학교교육에서의 양성평등과 평등한 가족관계로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맞벌이가구 증가3등 우리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아버지 역할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아버지 역할과 양성평등에 관련된 국내 법률 및 제도를 통해 

아버지 역할 의식의 변화와 양성평등사회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아버지 역할과 양성평등에 관련된 국내 

법률 및 제도는 <표-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변화의 한 

단면인 양성평등과 아버지 역할 관련 내용들을 서술해보았다. 
 
<표-2> 아버지 역할과 양성평등 관련된 국내 법률 및 제도 

국내 법률 및 제도 

① 1987년「남녀고용평등법」(시행’88.4) 

②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시행’96.7) 

③ 2001년「남녀고용평등법」(전부 개정) 

④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시행 ’05.1)  

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시행’05.9) 

⑥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⑦ 2007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05.9) 

⑧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08.6) 

⑨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08.6) 

              (’08.6)18조2(배우자출산휴가) 신설, 19조(육아휴직)개정 

⑩ 2009년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함께가는가족 2010 

⑪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 

⑫ 2011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2015 가족행복 더하기 

 

「여성발전기본법」은「여성차별철폐협약」의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히고 있다(김엘림, 1996a, 1996b).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발전 도모,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 양성평등 

관련 교육 실시와 평등한 가족관계의 장려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1 2005.3.31.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427호. 윤진수, 2005:76에서 재인용). 
2 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윤진수, 2005:77에서 재인용). 
3 2011년 6월 기준으로 유배우가구는 1,162만가구로 추정되며, 이 중 맞벌이 가구

는 507만가구로 유배우가구의 43.6%를 차지. 홑벌이가구는 491만가구로, 유배우

가구 중에서 42.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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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구축의 기반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2001년 전부개정을 통해 

남녀고용평등 관련 교육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지원하며,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시 비용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7년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일·가정 양립 부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육아휴직의 폭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일을 우선하던 관행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남녀고용평등법」은 양성평등 이념과 모성 보호를 바탕에 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다. 여러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지원이 

구체화 되었으며 육아기 양육 지원을 위해 일 우선 관행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제정된「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도 및 

여건 조성과 추진의 책임과 가족구성원의 부양·자녀 양육·가사 

노동에의 참여,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모성과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 확산, 양성 평등한 육아 휴직제 활용 

확대 및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와 관련 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어, 평등한 가족 관계와 일 우선의 

사고방식으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지금까지의 다른 법률과 달리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인 가정을 그 중심에 둔 법이다. 이에 평등한 가족 

관계를 기본으로 양성적인 역할 분담을 다루고 있으며, 5년마다의 

하위 계획안 수립과 실천, 평가를 통해 양성평등의 법적 기반 실행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가정 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적 지원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양육시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관련 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2005년「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아버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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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부문은 저출산 분야로, 2007개정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 및 관련 자료를 발간하고(보건복지부, 2006:114)1,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등 아버지의 양육활동 지원, 양성평등 문화 및 

가사·육아의 공평한 부담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다.  

2006년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

은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법률을 마련
3 하였다. 또한 호주제 폐지 

등 민법 개정을 통하여 양성평등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4

으로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2009년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판) 5
으로 이어져 

더욱 강화되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제, 부성 휴직제(Paternal Leave),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으로 

아버지의 가족생활 참여를 독려하고,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의 시정을 제도적으로 확산시켜 갔다. 교육 영역으로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조성을 위해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교육과정에 반영되게 하였다.  

2007년「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탄력적 근무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와 육아 휴직제, 일이 

우선시되는 사고방식의 변화 요구,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과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07년「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도입하는 등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법적 

                                     
1 보건복지부(2006), 새로마지플랜2010. p.114, 2-3.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

성.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07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13년 고등학교 3학년까

지교과용 도서를 연차별 개발 추진하고, 고등학생용 인구교육 교재와 교사용 지

도서를 개발·보급(‘08~’09)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맞추어 매년 ‘인구교

육지침서’발간·배포하고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제공(‘09~),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

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한다. 
2건강가정기본법 제정·시행 에 따라 동 법 제15조에 의거 수립되었다. 6대 영역, 14

대 대과제, 31개 정책과제, 83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였다. 

3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7년) 및 시행(’08.6), 가족

관계 조성 관련「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법률」 제정(’07.5) 및 시행(’08.1)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도입. 

4 ‘05년 16개소에서 ‘09년 93개소로 확충되고 내실화를 추진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09:10) 

5 6대 영역, 14대 대 과제, 31개 정책과제, 85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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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강화하였다.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추진 목표로 

한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남성근로자의 가사·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유연 근로제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결혼 관련 교육,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일·가족 양립 기반과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제1차,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와 육아휴직 등 관련 지원제도의 

활용 확대를 통한 아버지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2007개정 교육과정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하여 아버지 역할 관련 내용 강화하게 하였다 

2011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1 (안):(2015 가족행복 더하기)은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와 함께 일하고 함께 쉬며 함께 돌보는 

건강한 가정생활문화 정착, 그리고 가족 생활에 참여하는 

아버지로의 역할변화를 전면에 강조하고 있어 양성평등이념의 강한 

확산 의지를 보여준다.  

관련 법령 개선으로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조성을 위해 부부가 

육아 휴직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율
2
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3 ,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추진하였다.  

이상의 국내 법률과 제도를 살펴본 결과, 양성평등 관련 법률 및 

                                     
1  5대 영역, 11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 78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한다. 
2  육아휴직의 예)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비율 추이(고용노동부-고용보험 DB자료)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율 1.9% 1.9% 1.7% 1.5% 1.2% 1.4% 2.0% 2.4% 2.8% 

인원 181 208 230 310 355 502 819 1,402 1,790 

전체 9,304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58,137 64,069 
 

3  (현행)50만원 -> (개편)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

원), 단 1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0년 
하반기), 제도 시행(’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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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은 2000년대 들어서 특히 활발히 제·개정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4년「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은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 분업을 위한 지원과 양성평등의식 확산 관련된 내용이 

급증하며 가정 내 성 역할 분업의식의 변화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일부는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 반영을 명시하고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한 미래 세대의 양성평등한 인식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 대표되는 

양성평등사회로의 국제적 흐름은 국내의 관련 법률과 정책 변화의 

촉진제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법률과 정책을 통한 양성평등 이념의 

확산은 국내 정책과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그리고 가정 내 성 역할 

의식 변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왔다. 

 

 

2.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우리나라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발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따라서 교육과정을 보면 교과서의 중심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 이전에 해당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제1차 교육과정 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연구의 바탕이 되는 교육과정은 광복 후 

교수요목의 시기부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교과 명칭을 

‘실업·가정’으로 설정하였으며 제1차 교육과정 시기~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생활교육을 교육 내용으로 한 독립교과로 가정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여성교육적 성격이 강했다. 제3차 교육과정 

시기부터는 산업기술과 가정을 성별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을 추구하였으나, 실제로 제6차 교육과정 

이전 까지는 여전히 독립교과로서 성별에 따라 남자는 기술, 여자는 

가정을 이수하는 한계가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시기에 기술과 가정 

과목을 남녀 공통 필수로 지정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기술·가정으로 통합되고 7학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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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까지의 모든 남녀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되었다.  

이렇게 가정 과목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과명, 시수, 학습 

대상의 변화 등 특히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이수 대상 등의 양성평등적 변화와 내용면에서의 양성평등 및 

아버지 역할 관련 내용이 꾸준히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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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육과정에 나타난 양성평등·아버지 역할 관련 내용 

교육과

정구분 
공포 

(고시) 교과명(과목명) 및 구분 양성평등 · 아버지 역할 관련 내용 

제1차  
교육과정

(1954 
~1963) 

 

1955.8.1. 
문교부령 
제46호 

실업·가정(가정) 

(일반계고 필수 교과) 

교육 과정의 구성 방침이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교과목의 성격> 단순한 기술의 숙련 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 바탕을 두고 어떻게 하면 

가족의 건강과 위안을 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연구하는 것. 

<교육과정의 특징> 기능 교육과 의·・ 식생활 내용 지도에 중점. 

특별한 아버지 역할 강조점 없음. 

제2차  

교육과정

(1963 

~1973) 

1963.2.15 

문교부령 

제121호 

가정(가정 일반) 

(남-실업, 여-가정으로 독립) 

의·・ 식·・ 주 등 8개 영역으로 구성. 

<아동보육 영역 목표> 어린이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심신으로 건전하고 국

가 사회에 유용하게 씌어질 제2국민을 양성하는 소양과 태도를 기른다. 

<가족 관계 영역 목표> 가족 상호간의 애정과 협동의 태도를 기르고 사회인으로서, 직업

인으로서 올바른 정신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차  

교육과정

(1973 

~1981) 
 

1974.12.3

1. 

문교부령 

제350호 

실업·가정에 관한 교과(가정) 

(중학교는 실업.가정과, 고등학교

는 교과 분리 

남-기술,  

여-가정(필수), 가사(선택)) 

<교과 목표> 생활을 합리화하며 창의적으로 개척, 생활을 과학화하고 명랑하게 영위, 현

대 산업 사회에서의 여성의 구실을 알게 하여, 새로운 산업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게 

한다. 

특별한 아버지 역할 강조점 없음. 

제4차  

교육과정

(1981 

~1987) 

1981.12.3

1. 

문교부고

시 제442

호 

실업·가정(가정) 

(산업 기술과 가정을 성별에 따

른 제한을 두지 않고 택일하여 

이수(그러나 현장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기술, 여-가정 선택)) 

<가족 관계 영역 목표> 가정의 형성과 가족 발달 및 가족과 사회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

여 가족과 사회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게 한다. 

 

<아동 양육 영역 목표> 아동 양육의 의의를 인식하고 출생과 성장 발달, 양호에 관한 지

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아동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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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정구분 
공포 

(고시) 교과명(과목명) 및 구분 양성평등 · 아버지 역할 관련 내용 

제5차  

교육과정

(1987 

~1992) 

1988.3.31

. 

문교부 고

시 제

8807호 

실업·가정(가정) 

(기술과 가정 중 택일, 

가사-선택) 

<가정과교육의 성격> 고등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전통적으로 전인교육에 근거한 여성

을 위한 교양교육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남녀 모두를 위한 교양교육

과 진로교육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고도의 산업사회로 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의 사회진출도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조와 기능 변화, 가사에 필요한 가정기기의 발전과 

보급 등은 개인의 발전과 가정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남녀 모두에게 같이 요구하

고 있다. (문교부, 1988). 

<지도 내용과 관점> 

1) 가족의 본질-(4) 가족 생활의 변천 중 현대산업사회의 핵가족화와 그에 따른 가족원의 

성 역할 변화를 다룸. 2) 가족 발달과 가족 관계-(4) 가족 관련 법규-가족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규를 다루되, 특히 여성과 관련되는 것은 강조하여 다룬다(문교부, 

1988:195). 

제6차  

교육과정

(1992 

~1997) 

1992.10.3

0. 

교육부 고

시 제

1992-19

호 

실업·가정(가정) 

(기술, 가정 모두  

남녀 공동 이수 가능, 

가사-선택) 

중학교 가정과교육을 바탕으로 남녀 구분 없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과목으로, (원만

한 가정 생활의 유지 및 가정 일의 분담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중학교 가

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 가정 경영의 차원에서 가족의 문제 해결과 생활 관리에 필요

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간 발달과 가족 관계 영역 목표) 가족 관계 및 인간 발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게 하여, 가족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제7차  

교육과정

(1998 

~2007) 

1997.12.3

0. 

교육부 고

시 제

1997-15

호 

기술·가정 

(7-10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편성, 남녀 공통 이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가

정과학) 

 

<기술.가정과의 목표>설명 중 가정은 국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정 생활이 원만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국가도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 협력

하여 가사 처리, 자녀 양육 등의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때에 가족원 모두가 건강한 삶

을 살아갈 수 있다.  …중략… 가정 생활에서 남녀간의 협력은 필연적이며, 가족 구성원

으로서의 역할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배울 필요가 있다. 

<내용> 

(3) 결혼과 육아 

또, 남녀 모두에게 부모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됨에 필요한 지식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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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정구분 
공포 

(고시) 교과명(과목명) 및 구분 양성평등 · 아버지 역할 관련 내용 
술, 바람직한 태도 등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략… 임신 전후에 있어서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의 역할도 강조하며 임신의 과정과 징후, 태교, 섭생, 출산의 과정

과 산후 조리에 관한 지식과 개념을 습득하여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007개정 

교육과정

(2008 

~2012) 

교육인적

자원부 고

시 제

2006-75

호 

기술·가정 

(10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

정 편성, 남녀 공통 이수 

고등학교 11~12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가정과학) 

<총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 등 전반적인 가족 관계의 변화로 인해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년별 내용> 

(1)미래의 가족 생활 

(나)부모됨과 임신.출산 에서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남녀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여 남녀가 함께하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특히, 준비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임신은 아버지 와 어머니의 역할이 똑같

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임신 전후의 섭생 및 태교, 출산 과정과 산후 조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바람직한 태도 등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남녀 학

생이 함께 습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가족 돌보기 에서는 가족 간의 보살피는 노동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밝히며 육아기 

아동 발달을 돕기 위한 부모 역할을 알아보고, 자녀 양육과 관련한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장애인 가정, 노년기 가족 등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족에 요구되는 능력, 태도, 가치 관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 내용> 저출산·・ 고령 사회 대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포함. 
(1) 저출산 및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가정의 의의와 역할,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

조하고 가정의 일과 직업과의 상호 관련성 및 양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양성 평등한 가

족 역할 분담 등 올바른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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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대상의 변화 

 
1954년부터 시작된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가정, 가정 일 등의 교과명(과목명)으로 불리우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제4차 교육과정시기에는 가정을 교과명으로 

하고 교육과정상 산업 기술 과목과 가정 과목을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택일하여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기술, 여학생은 가정을 선택하는 

체제여서 실질적인 남녀 자율 선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서는 가정과교육의 성격에서 여성을 위한 교양교육 

중심의 교과에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발전과 가정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이 

남녀 모두에게 같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술과 가정 

중 택일 하도록 되어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5차 교육과정에 이어 동일 교과명을 

사용하고 남녀 구분없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 동안 남학생과 여학생 독립 과목으로 분리 

이수되던 기술과 가정 과목이 중학교 필수, 고등학교 남녀 공통 

과정별 필수 선택과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기술·가정으로 교과명을 변경하고 7학년~10학년 사이의 

모든 학생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 이수하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남녀공통 필수 교과로서 자리잡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남녀 

공통 이수를 기본으로 하며 사회의 변화로 인한 가족 관계의 

변화와 양성평등 관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등을 남녀 모두에게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교육과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관련 강조점 

 
교육과정의 아버지 역할 관련 강조점을 보면,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한 관련점 없이 유아 보육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만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제2차~제4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가정 내 여성의 역할과 아동 양육자로서의 부모에 대한 

내용이 각각 제시되어 있으며 성 역할 변화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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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제5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부터 성 역할 변화 관련 내용이 

나타난다. 가정과교육의 성격을 보면, 고도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이에따른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가정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양성의 동등한 역할로의 성 역할 

변화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정 내 성 역할 변화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며 이 시기부터 남녀 구분 없이 선택하여 

이수가 가능해져 양성평등한 교육에 한걸음 다가갔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목표에서 가사와 양육에 있어서의 부부 

협력과 어린시절부터의 성 역할 고정관념 없는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결혼과 육아에 있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총론에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가족 관계의 변화로 가정의 중요성을 

명확히하고 양성평등한 관점의 부모 역할로서 공동양육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사회에 대비하여 양성 평등한 가족 

역할 분담 으로 조화로운 가정 생활과 일, 여가생활의 운영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관점은 교과서에서 더욱 구체화 된다.  
 

 

3.  선행 연구 고찰 
 

 

본 논문에서의 ‘아버지 역할’은 Lamb(1986)의 정의에 기초하여 

‘자녀와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자녀의 복지 및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아버지의 행동’으로, 경제, 육아, 가사 등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1)  아버지 역할 관련 선행 연구 

 
아버지 역할 관련 선행연구로는 아버지의 부모 역할 수행이 

자녀의 인지학습, 성취동기, 사회성 발달과 문제해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성 역할 학습 등 자녀의 다양한 발달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진, 이신숙, 신효식, 1995; 남진열, 김상미, 2011; 

손미리, 류점숙, 신효식, 1997; 송요현, 현온강, 2006; 송요현, 현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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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옥분, 김경미, 2003; 최경순, 정현희 1995; Cabrera et al., 2007; 

Nord et al., 1997; Tamis-LeMonda et al., 2004)과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남성이 경험하는 아버지됨의 경험과 아버지 역할이 아버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김진희, 2005; 백진아, 2009; 

송혜림 외 5인, 2010; 황정해, 2006; Graves, Ohlott, & Ruderman, 2007; 

Holmes et al., 2010; Palkovitz, Copes, & Woolfolk, 2001), 그리고 아버지 

역할 분류와 관련된 연구들(손미리 외, 1997; 이영환, 2001; 이향순, 

유안진, 1996; 조윤경, 2008; Canfield, 1995; Eggerichs, 1992; Palkovitz, 

1997; 岡田みゆき, 2009)이 있다.  

첫째, 아버지 역할 수행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경순, 정현희(1995)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 간에 의미있는 상관을, 

송요현, 현온강(2006, 2008)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아동 

중기 및 청소년 초기 아동의 사회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밝혀내며 

아버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양육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손미리, 류점숙, 신효식(199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밝혀내고 

가정 내 역할분담으로 아버지의 역할 행동 및 의식의 변화와 

아버지 자신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노력 필요함과 함께 미래의 

아버지가 될 남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진, 이신숙, 신효식(1995)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수행과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정옥분, 김경미(200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아버지 역할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남진열, 

김상미(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 자녀의 더 건강한 성 역할 발달에 

영향을 주며(Green, 2003), 아동의 성취도, 학교적응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연구들이 있으며(Tamis-LeMonda et al., 2004; 

Nord et al., 1997), 유아의 인지와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연구가 있다(Cabrera et al., 2007).   

둘째, 아버지 역할 수행이 아버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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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정해(2006)는 가족 내 아버지 

역할 수행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신의 

자아정체감 확립과 심리적 복지를 높여준다고 말하며 실제적인 

자녀양육에 남성의 참여를 촉구할 때 남성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김진희(2005)는 가족 내 아버지 역할 수행이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가족 역할 수행이라는 자긍심을 갖는데 

기여하여 남성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과 관련되지만 실제 

가족에서의 아버지 역할 수행은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 부여와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백진아 (2009)는 한국 가족의 특성하에서 남성의 가족변화와 

아버지 역할 참여 압력에 대한 적응과 갈등의 양상을 검토하여 

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아버지 역할의 변화와 함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송혜림 외 5인 (2010)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아버지 역할 증진과 부모자녀관계 개선 일·가정 양립 등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국 973명의 다양한 연령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아버지 역할 수행 실태 및 인식 분석 결과에서 

아버지 역할의 수행은 아버지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이 명확해진다고 

하였다. Graves, Ohlott, & Ruderman(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수행이 삶과 직업 만족도, 일·가정 양립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심리적 부담은 줄여주고 긍정적인 영향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Palkovitz, Copes, & Woolfolk(2001)는 40명의 다양한 

가족 배경을 지닌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아버지 

역할과 초기 성인의 발달을 연구하여, 아버지 역할 수행의 시기에 

따라 남성의 인생 과정에 생활의 충격으로 느낀 그룹과 가벼운 

환기로 느낀 두 그룹으로 정도를 차이는 있지만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자신의 삶의 큰 변화요소로 아버지 

역할을 꼽아, 아버지됨의 경험은 성인 남성의 발달에 변화를 주는 

요인임을 지지해 준다. Holmes et al.(2010)은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하는 메타연구에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와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밝혔다. 

셋째, 아버지 역할 분류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탐색한 결과, 

선행연구에 나타난 아버지의 역할 분류는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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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선행연구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분류 

이항순 

유안진

(1996) 

손미리 

외

(1997) 

Canfield 

(1995) 

Eggerichs 

(1992) 

Palkovitz 

(1997)* 

이영환

(2001) 

조윤경(2008)

의 아버지 돌봄 

참여에 따른 

유형화 

岡田みゆき 

(2009) 

-양육자

(및 부

양자) 

역할 

-가정의 

화목조

성 및 

의논 

상대자

의 역

할 

-기본적 

훈육 

및 가

정과 

사회의 

문화전

달 역

할 

 

-가치전

달 역할 

-지적능

력 개발 

역할 

-경제적 

역할 

-애정적 

역할 

-통솔조

화 역할 

 

-자녀양

육 역할 

-남편의 

역할 

-부양자 

역할 

-양육자

의 일관

성 

-자녀 이

해도 

-자녀와

의 대화 

-아버지

의 정신

적 자세 

-역할수행:자

녀훈육에의 

참여 

-자녀교육에

의 참여 

-결혼의 질 

-위기 다루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토

론 

-모델링 

-정신적인 자

세 

-자녀를 아는 

것 

-자녀에게 애

정 보내기 

-표현의 자유 

-대화하기 

-가르치기 

-통제하기 

-보호하기 

-심부름하기 

-돌보기 

-자녀 관련 

가사 활동 

하기 

-계획하기 

-생각해 주기 

-흥미를 나누

기 

-애정표현하

기 

-정서적 지원

하기 

-함께 여가활

동 하기 

-자녀 돌

보기 

-자녀의 

발달적 

지지 

-자녀와 

함께 하

는 활동 

-양육자로

서의 책

임감 

-자원제공

자로서의 

책임감 

-가족가치관 

-가구 경제 형

태 

-정체성 

-돌봄 노동의 

범위와 돌봄 

강도 

-자녀와의 관

계 내용 

-역할 참여 성

격 

-새로운 젠더 

창출 가능성  

-돌봄 원리의 

확장 여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육아휴직 제

도 취득 관

련 

-가정 내의 

일(가사)에 

책임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 

-양성평등을 

권장(장려)

하는 교육 

-일 우선의 

사고방식의 

시정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의 

철폐 

* 여성가족부(2011:19)에서 재인용. 

 
아버지 역할 분류는 양육자 및 부양자, 의논상대자, 훈육 및 

문화전달자로 분류하는 전통적 성별 분업에 근거한 아버지 역할 

분류(이향순, 유안진, 1996)에서부터 전통적 아버지 역할에 더하여 

자녀와의 애정적·정서적 관계를 포함한 분류(손미리 외, 1997; 

이영환, 2001; Canfield, 1995; Eggerichs, 1992; Palkovitz, 1997), 전통적 

역할과 자녀교육 및 정서적 관계를 포함할 뿐 아니라 성별 역할 

분업의 틀을 넘어 양성평등적 관점이 나타나 있는 최근의 

분류(조윤경, 2008; 岡田みゆき, 2009)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 역할은 점점 더 가족관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교과서 분석  관련 선행 연구 

 
가정 교과서를 아버지 역할 관점으로 부터 조사한 선행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단, 남녀 성 역할에 관해서 가정과 교과서를 조사한 

선행연구들(김미정, 유태명, 2004; 김미정, 유태명, 2008; 김재인, 

정해숙, 양애경, 1993; 김정자 외 3인, 1986; 안혜영, 1998; 양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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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정해숙, 정경아, 1998; 최영선, 윤인경, 2008)이 있다.  

김정자 외 3인(1986) 의 연구는 제4차 중등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 역할을 남녀의 출현 빈도, 남녀의 묘사, 성 역할 편견 사례, 

중등 실업·가정 교과의 교육목표 및 단원 비교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남자의 출현 빈도가 여자에 비해 많이 나타나 문장, 

삽화 및 사진에서 편중적인 성별 분포를 보인다. 남녀의 묘사를 

보면 남성은 40여종의 직종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며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이미지 등이 강조되는 반면, 여성은 11개 직종, 

의존적이고 비지성적인 이미지 등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편견 부문을 보면 성별 능력 강조, 가부장제에서의 종속적인 

여성의 위치,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 역할 분업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 역시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양육과 가사 등 성 

역할 분업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김재인, 정해숙, 양애경(1993)의 연구는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등 교과서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 역할 편견 제거를 

위한 항목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배어있는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교과서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주로 어머니는 주부이고 가정을 관리하며 아버지는 가장이며 

직업인이며 아버지가 가정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겨진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지도 방향과 상치되는 교과서 내용을 통해 미래사회의 

새로운 남녀역할관 제시 뿐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교과서 

내용 선정과 재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정해숙, 정경아(1998)의 연구는 제6차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각각 여학생과 남학생이 이수하던 가정과 기술·산업 교과를 성별에 

관계 없이 공통으로 이수하게 된 것을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로 

꼽으며 현장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는 특히 남녀 평등 관점을 가지고 성 역할 변화, 가족 

구성원의 가사 분담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 인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성 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들도 보여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의 불일치가 드러났다. 

최영선, 윤인경(2008)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실과(기술·가정) 

교과서의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양성평등성과 성별에 따른 남녀 

역할을 비교하고 이를 가정과 기술 분야로 구분한 후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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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진 및 삽화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대체적으로 균형 있는 출현 빈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여전히 성별 분리 현상과 성 

정형적인 묘사로 인한 차별적인 요소와 교육내용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성차별적 요소는 학교급이 

올라갈 수록 심화되었으며, <기술>과 <가정>분야를 비교해 보면 각 

분야 모두 전통적인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술>분야에서 그 성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정, 유태명(2004)의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영역을 중심으로 삽화속의 양성평등 내용을 

계량분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4차, 5차,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남녀의 성 역할, 활동 

배경, 활동 묘사, 옷차림 등에서 남녀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미(2004)는 10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교육 관련 내용에 대한 계량분석과 

내용분석 결과, 생계유지 및 가사와 돌봄노동에 있어 양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문장과 사진 및 삽화의 비율이 이전 제5차,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심층분석 

결과 일부 문장과 사진 및 삽화에서 남녀역할 관련 성 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관점의 교과서 연구는 교육과정을 거듭할수록 점차 

전통적인 관점에서 양성적인 관점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의 기준과 분석 방법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고 단일 교육과정 

내의 연구가 많았다. 또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성별 분포, 출현 

장소(삽화의 배경), 성별 활동과 직업 활동 등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구체적인 가정 내 가족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상의 선행연구로 부터, 양성평등 이념은 전지구적인 흐름이며,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이념 확산에 대한 노력 또한 정책과 교육 양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가족원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쳐 

그동안 가려져왔던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 내 아버지 역할이 전통적인 관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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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관점으로 변화해 가는 이 때, 교육과정 시기별로 아버지 

역할에 관점을 둔 교과서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아버지 역할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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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양성평등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아버지 역할의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정과 교과서 본문과 보충자료,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을 검토하고 그것이 양성평등사회의 

흐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찰 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대상 
 

 
교육과정 시기별 교과서 중 자료 확보가 가능한 선에서 각 

시기별 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의 본문, 표, 사진,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은 <표-

5>와 같다. 
 
<표- 5> 분석 대상 고등학교 교과서 목록 

교육과정 자료기호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 

1고-장1 이상적인가정생활1 장왕사 1956 

1고-장2 이상적인가정생활2 장왕사 1956 

1고-서1 모범고등가정1 서울고시학회 1958 

1고-서2 모범고등가정2 서울고시학회 1958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 

2고-장1 가정일반1 장왕사 1968 

2고-장2 가정일반2 장왕사 1968 

2고-신11 즐거운가정일반1 신구문화사 1968 

2고-신12 즐거운가정일반2 신구문화사 1968 

2고-계 현대가정일반 계몽사 1968 

2고-어1 표준가정일반1 어문각 1969 

2고-어2 표준가정일반2 어문각 1969 

2고-어3 표준가정일반3 어문각 1969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3고-요2 가정2(인문계) 요산문화사 1978 

3고-정 가정 정음사 1978 

제4차 

교육과정 

4고-장 가정 장왕교재연구원 1983 

4고-동 가정 동아출판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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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987 4고-학 가정 교학사 1983 

제5차 

교육과정 

1987~1992 

5고-장 가정 장왕사 1989 

5고-동 가정 동아출판사 1989 

5고-문 가정 교문사 1989 

5고-학 가정 교학사 1989 

제6차 

교육과정 

1992~1997 

6고-동 가정 동아출판사 1995 

6고-천 가정 천재교육 1995 

6고-문 가정 교문사 1995 

6고-학 가정 교학사 1996 

제7차 

교육과정 

1998~2007 

7고-동 기술·가정 
두산 

(구 동아출판사) 
2001 

7고-천 기술·가정 천재교육 2001 

7고-문 기술·가정 교문사 2001 

7고-학 기술·가정 교학사 2001 

7고-대 기술·가정 대한교과서 2001 

2007 개정 

교육과정 

2008~2012 

71고-동 기술·가정 
두산동아 

(구 동아출판사) 
2010 

71고-천 기술·가정 천재 2010 

71교-학1 기술·가정 교학사(윤) 2010 

71교-학2 기술·가정 교학사(정) 2010 

 
분석대상 교과서는 제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중 가급적 발행초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출판되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또한 가능하면 한 개 

출판사에서 하나의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는 교과서의 계통성이 

분명한 것을 선정했다
1 . 그리고 가정과의 내용 체계 중 부모의 

역할과 가정생활을 비교적 많은 비율로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12개사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 총34권을 분석 자료로 하였다. 교과서 

출판사에 대해서는, 1고-장과 같이 기호로 제시하고 있고 각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발행연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구할 수 

있는 모든 교과서의 전 단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교과서 분석의 범위는 본문과 더불어 보충 설명, 심화 설명 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에 나타난 아버지의 역할과 양성평등 

관련 내용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였으며 단원 정리와 평가, 학생 

활동 부분은 제외하였다. 영역별로는 부모 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한 

모든 단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가정 교과서의 범위가 

                                     
1 제1차~4차는 장왕사가 대체로 계통성을 가지고 4-7차개정 과정은 동아출판사와 

교학사가 그러하다. 단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고자료의 한계로 두 권을 확

보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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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생활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부모 교육 이외의 식, 의, 주, 

가정관리 등 가정생활 부분에서 아버지 역할이나 양성평등 관련 

내용의 변화를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과서중의 아버지 관련 내용의 표, 사진, 삽화 에 대해서 

분석했다. 교과서에서는 문자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삽화나 사진이 말로 표현되고 있지 않은 부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교과서를 사용한 학생은 

그것으로부터 아버지의 역할을 이미지화 할 수 있다. 삽화와 사진의 

영향력은 문자와 비교해 현격히 적다고 볼 수 없기에 똑같이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교과서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했으며, 교과서는 이연숙(2010)의 교과서 분석 

연구관점 중 역사적 관점과 특정 관점-아버지 역할과 양성평등 

관점-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정과 전문가 

3인의 검증을 받았다. 

 
1)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분석  기준과 방법  

 
교과서 본문과 심화·보충자료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분석 기준은 

아버지 역할 관련 연구와 양성평등사회로의 변화에 영향을 준 

국제법률을 기초로 아버지 역할 분석 기준을 7가지로 체계화한 

岡田みゆき(2009)의 분석 기준을 사용하였다(<표-6> 참조).  

아버지 역할 관련 연구와 양성평등사회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 국제 법률의 이 기준은 가정 내의 일(A~C: 가사, 육아, 

생계부담)에 관한 내용과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D~G: 일 우선사고의 

시정, 양성평등 법, 양성평등 장려 교육에 관한 내용, 성 역할 

분업의식의 철폐에 관한 내용) 두 부분으로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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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버지 역할 분석 기준 

아버지 역할 분석 기준 

A: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서술하고 있는 기술 

B: 육아휴직제도 취득에 관한 기술 

C: 가사 책임에 관한 기술 

D: 일 우선 사고방식의 시정에 관한 기술 

E: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기술 

F: 양성평등을 장려하는 교육에 관한 기술 

G: 성별 역할 분업의식의 철폐를 위한 기술 

 
아버지 역할의 7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맥락단위로 

문장별 포함 여부와 횟수를 살펴보았다. 내용 분석에 있어서 부모, 

아버지, 여성과 남성, 남편 등 아버지를 의미하는 주어를 포함한 

문장을 분석하되, 같은 문단 내에서 동일한 내용의 설명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의 분석단위로 보았다.  

7가지 아버지 역할 기준(A~G)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항목 A, 

C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팀이 되어 양육해야 한다’(71고-

동,p.39)처럼 부모 역할의 책임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로 

제시하였다. ‘자녀 양육은 물론 부부 두 사람의 책임이나, 여성은 

자녀 양육에의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4고-동, p. 330)처럼 

아버지의 보조적인 책임을 제시하고 있거나 부모의 당위적인 

책임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한 문장 내에 두 개 

이상의 기준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중복하여 표기하고 그 수를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항목 C는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과 

배우자의 자녀 출산 시 부성휴가(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될 경우 ‘○’로 제시하였다. 항목 D는 직장이나 가정 밖에서의 

일을 가정의 일 보다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의 시정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경우에‘○’로 제시하였다. 항목 E와 F의 양성평등 

관련 내용으로, 법률과 제도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경우에 ‘○’로 제시하였고, 양성평등을 권장하는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 ‘○’로 제시하였다. 항목 G의 경우, ‘새로운 

역할 분담 체계를 형성’(2001년, 7고-동, p. 34), ‘가정과 사회에서는 

평등주의적 가족 이념과 공평한 역할 수행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2001년, 7고-학, p.17) 등 해당 항목에 대한 말이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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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어 있거나 기존의 성별 역할구분 대신 능력과 상황에 따른 

부부간 역할 선택과 분담 또는 기존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깬 

아버지 역할을 명기한 경우, 단순히 부부 한쪽의 의무가 아니라는 

반박을 포함한 경우에는 ‘○’로 제시하였다. ‘아버지 학교’는 

전통적인 성 역할 분업의식 철폐를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해당 항목에 대한 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성 역할 분업의식 철폐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2)  교과서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분석 기준과 방

법 

 
교과서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 역할의 7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단순히 사진 및 삽화의 한 장면을 통하여 아버지의 

직업으로서의 일이나 가정 내 역할(식사, 단란, 여가, 양육, 가사, 

지역사회 활동) 외에 육아휴직,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기술이나 

관련 교육, 성별 역할 분업의식 철폐 등의 추상적 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의도를 알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인 행위로 국한하였다.  

교과서 사진 및 삽화 속 등장 인물의 나이와 주변인과의 관계에 

따라 가족 내 아버지로 여겨지는 인물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기준은 가족의 단란, 식사, 레저, 여가, 양육, 가사, 양육과 가사, 

지역사회 활동, 직업으로서의 일로 나누어 분류하고 빈도를 

분석하였다. 삽화의 경우, 하나의 삽화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다양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경우 각각의 행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가족의 한 장면을 담은 사진과 삽화의 경우 성인 남자를 아버지로 

간주하였으며 분류가 모호한 인물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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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결과 해석 및 논의  
 

 

1.  가정과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양성평등사회로의 변화를 근거로 가정과 교과서 본문과 

심화·보충자료에 제시된 아버지 역할을 검토해본 결과는 <표-7>과 

같다. 이중 가정 내의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양쪽의 역할을 모두 제시하였으며, 

아버지 역할 구분의 7가지 기준 외에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과 

관계가 있는 경제적 부양 역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표에 함께 

나타냈다.  

 

1)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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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관련 내용의 경향 

교육

과정 
연도 

자료 

기호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일 

우선 

사고의

시정 

(D) 

양성 

평등 

법소개 

(E) 

양성 

평등 

장려 

교육 

(F) 

성역할 

분업

의식 

철폐 

(G) 
경제 

양육 

(A) 

육아 

휴직 

(B) 

가사(C) 경제 양육(A) 

육아 

휴직 

(B) 

가사 

(C) 

제1차 

교육과정 

(1954 

~1963) 

1956 1고-장1 - - - - - ○(1) - - - - △(1) - 

1956 1고-장2 - - - - - ○(1) - ○(3) - - - - 

1958 1고-서1 - - - - - - - - - - - - 

1958 1고-서2 - - - - - - - ○(1) - - - - 

제2차 

교육과정 

(~1973) 

1968 2고-장1 - △(5) - - 
○(2), 

△(1) 
○(11), △(6) - ○(17) - - ○(1) - 

1968 2고-장2 - - - - - - - - - - - - 

1968 2고-신11 - - - - - ○(1) - ○(6) - - - - 

1968 2고-신12 ○(1) △(8) - - ○(4) ○(7), △(5) - ○(3) - - - - 

1968 2고-계 - △(6) - - ○(2) ○(5), △(6) - ○(14) - ○(1),△(1) △(1) - 

1969 2고-어1 - - - - - - - ○(2) - - - - 

1969 2고-어2 - - - - - - - ○(3) - - - - 

1969 2고-어3 - △(4) - - ○(9) ○(15), △(2) - ○(26) - - - - 

제3차 

교육과정 

(~1981) 

1978 3고-요2 ○(2) △(14) - △(1) ○(6) ○(8), △(10) - ○(12) - - ○(3) ○(1) 

1978 3고-정 ○(1) △(8) - - ○(1) ○(6), △(7) - ○(13) - ○(1) - ○(1) 

제4차 

교육과정 

(~1987) 

1983 4고-장 ○(2) △(2) - △(3) 
○(4), 

△(1) 
○(6), △(2) - ○(15) - - ○(3) ○(1) 

1983 4고-동 ○(1) △(4) - ○(3) ○(2) ○(6) - ○(10) - - ○(3) - 

1983 4고-학 ○(2) △(3) - ○(3) ○(1) ○(11) - ○(8) - - ○(4) - 

제5차 

교육과정 

(~1992) 

1989 5고-장 ○(4) △(12) - - ○(4) ○(6), △(12) - ○(12) - - ○(4) ○(3) 

1989 5고-동 ○(5) △(8) - △(1) 
○(3), 

△(1) 
○(5), △(8) - ○(7) - ○(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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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5고-문 ○(1) ○(1), △(4) - ○(1) ○(3) ○(3), △(4) - ○(2) - ○(2) - ○(4) 

1989 5고-학 ○(1) △(6) - △(3) ○(6) ○(3), △(6) - ○(9) - ○(1) ○(6) ○(1) 

제6차 

교육과정 

(~1997) 

1995 6고-동 ○(4) ○(2), △(5) - - ○(1) ○(4), △(5) - ○(11) - - ○(3) ○(4) 

1995 6고-천 ○(1) ○(3), △(5) - △(4) ○(5) ○(3), △(5) ○(1) ○(9) - ○(3) ○(5) ○(5) 

1995 6고-문 ○(2) ○(1), △(1) - ○(1) ○(4) ○(1), △(1) - ○(3) - - ○(4) ○(2) 

1996 6고-학 ○(1) ○(1), △(4) - ○(1) ○(1) ○(2), △(4) - ○(2) - ○(1) ○(1) ○(3) 

제7차 

교육과정 

(~2007) 

2001 7고-동 - ○(4), △(3) - ○(1), △(1) - ○(5), △(2) - ○(2) - - - ○(3) 

2001 7고-천 ○(1) ○(4), △(2) ○(1) ○(2) ○(2) ○(3), △(2) - ○(2) - - ○(1) ○(4) 

2001 7고-문 ○(3) ○(6), △(2) ○(1) ○(5) ○(3) ○(3), △(2) - ○(3) - ○(1) ○(2) ○(3) 

2001 7고-학 ○(2) ○(6), △(2) - ○(4), △(1) ○(4) ○(5), △(1) - ○(6) - - ○(4) ○(5) 

2001 7고-대 ○(1) ○(5), △(6) - ○(8) ○(1) ○(4), △(6) - ○(8) ○(1) - ○(5) ○(1) 

2007개정 

교육과정 

(~2012) 

2010 71고-동 - ○(6), △(2) ○(1) - - ○(5), △(2) - - - ○(2) ○(4) ○(2) 

2010 71고-천 ○(4) ○(4), △(1) - ○(4) ○(4) ○(3), △(1) - ○(5) - ○(1) ○(5) ○(4) 

2010 71고-학1 ○(2) ○(10), △(5) ○(1) ○(5) ○(2) ○(7), △(5) - ○(2) - ○(1) ○(12) ○(8) 

2010 71고-학2 ○(1) ○(7), △(1) ○(2) ○(4) ○(1) ○(3), △(1) ○(2) ○(2) - ○(2) ○(6) ○(2) 

* ○: 책임 제시, △: 보조적인 책임 제시. 괄호 안은 제시된 횟수임. 

* A: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서술하고 있는 기술, B: 육아휴직제도 취득에 관한 기술,  C: 가정 내의 일(가사)에 책임을 가지는 것의 기술, D: 일 

우선의 사고방식의 시정에 관한 기술, E: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기술, F: 양성평등을 권장(장려)하는 교육에 관한 기술, G: 성

별 역할 분업의식의 철폐를 위한 기술. 

* (부록)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본문 및 자료에 나타난 아버지 관련 기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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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역할 

 
제1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역할은 연구대상 교과서의 

50%에 해당하는 각 2권의 교과서에서 양육이 2회, 가사가 4회 

나타나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양성평등 관련 내용 중 양성평등을 

장려하는 표현이 1회 나타나고 있다(F).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정과 교육과정의 

대상과 내용을 보았을 때, 일반계고 필수 과목이긴 하지만 가정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 식생활과 보육에 대한 기술적 내용 지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표-2> 참조). 

교과서에 나타난 어머니의 역할을 보면 ‘(거실)이 방은 주부가 

가정에 대한 일반 처리를 이 방에서 하고, 유아를 양육하며, 가족을 

화락하게 인도하는 방이 될 것이므로’(1956, 1고-장, p.61), ‘부엌의 

설비가 좋고 나쁜 것은 주부 생활을 지배하게 된다’(1956, 1고-장, 

p.104)처럼, 가정 내 역할로서 양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주체를 어머니로 기술해 놓음으로써 고정적인 성별 역할 분업을 

제시하고 있었다. ‘가정에서는 성인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에 적당한 일을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서로 도와야 

한다.’(1956, 1고-장, p. 218)처럼, 한 개의 출판사에서 양성평등을 

장려하는 기술이 있었으나, 이 시기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고정적인 성별 

역할 분업을 제시하고 있었다. 

 
(2) 제2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역할 

 
제2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술은 어머니 역할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아버지의 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양자로서의 역할 1회로 전체 8권의 대상 교과서중 

단 한권에 해당하였다. 또한 50%의 교과서에서 양육에 있어 가족의 

협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반면 약50%의 교과서에서 어머니의 

역할로 양육과 경제적인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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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대한 가족의 협력을 언급한 교과서들이 대부분 어머니의 

경제적 역할과 양육의무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사’책무에 대해서는 87.5%의 교과서에서 어머니의 

역할로 가사를 명확히 분류하고 있었다(71회). 양육에 대한 가족의 

협력을 언급한 교과서 중 2권(25%)에서 양성평등 장려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중 한 권(12.5%)에서 양성평등 관련 

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A, E, F). 

이는 다음 몇 가지의 특징으로 서술할 수 있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었다.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아버지의 

역할이 다소 눈에 띄었으나 ‘남편은 아버지로서, 아내는 어머니로서 

그 자녀가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자녀에 대해 일체를 책임 

맡는다.’(2고-신12, p.284)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으며 아버지의 가사 부담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역할은 생계부양자로서 경제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시기 교과서에 나타난 어머니의 역할은 주로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자에게 주어진 최대의 특권이며 

사명이다.’’(2고-신12, p. 290), ‘주부는 가정의 관리자로서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2고-계, p416), ‘주부는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식생활을 맡아 보는 특권을 갖고 있다’(2고-어3, p.35)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 내의 일을 전적으로 어머니가 맡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생계부양자로서의 경제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실제적인 양육 책임은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양육과 

어머니의 사명-어머니의 사명은 아버지의 그것에 비해 역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2고-신12, p. 290)처럼 양육에 있어서 부모 

공동의 일반적인 책임을 언급하지만 실제적인 양육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양성평등 관점은 존재하나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법률은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부의 관계를 주축으로 한 민주적 

인간 관계가 명시되어 있다.’(2고-계, p.417) 와 같이 양성 평등한 

관점의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가족은 서로 협조하고 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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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한다. ‘(2고-계, p.418)처럼 가사 분담을 단순히 장려하는 

내용에 머물러 있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사대상의 절반(4권)에 

해당하는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다루고 있는데 

‘집안 일 처리를 잘못하면 직장 일에 충실할 수 없다.’(2고-신12, 

p.274)와 같이 맞벌이 상황에서도 가정 내의 일은 어머니의 

책임임을 뚜렷이 구분하고 있었다. 또한 가사노동의 기술에서 

당위적 기술은 집안일과 가정관리 계획 전반에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기술이 많으나 세부적으로 청소방법이나 가사를 위한 

공간계획 등을 기술할 때는 주부가 주어로 설정되어 있어, 가정 내 

일의 성 역할 관점은 여전히 전통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리해보면, 전통적인 부모역할 관점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있어 가족의 협조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맞벌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정 내 일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에게 지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며 실제적인 양성평등 촉구를 위한 기술이 일부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3) 제3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역

할 

 
제3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은 

대상 교과서 2권 모두에서 경제적 부양의 책임과 협조자로서의 

양육이 나타났다. 그 중 1권에서 가사에 대한 언급도 나타났다. 

어머니 역할로는 모든 교과서에서 경제, 양육, 가사 모든 부문이 

나타났다. 두 권 모두 성 역할 분업의식 철폐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으며 각 권에서 양성평등 법 소개와 양성평등 장려 교육 

내용이 나타났다(A, C, E, F, G). 

이 시기 교과서에 대한 기술은 다음 몇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첫째, 이전 교과서에 비해 양성평등을 장려하는 교육 내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일에 있어서 성별 역할 구분은 

여전히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는 수단적,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적 책임을 지고, 어머니는 정서적 역할을 담당’(3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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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2, p. 297)과 같이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업이 뚜렷하며 이는 

‘주부는 아기들을 건강하게 기르도록 힘써야 하고, 가사 작업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3고-정, p. 12), ‘주부들은 하루의 

생활에서 거의 7시간을 부엌에서 보낸다.’(3고-정, p. 126) 등과 같이 

가정 내 일의 다른 영역인 양육과 가사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아버지 역할에 구체적인 가사 분담 내용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일부 교과서에 ‘부인이 직장에 나갈 경우 간단한 집안 

청소나 아기 돌보기, 이불 정리 등의 집안 일은 남편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3고-요2, p. 296)와 같이 구체적인 가사 분담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양성평등적인 면에 있어서도 처음으로 성 역할 분업의식 

철폐에 관한 기술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사회상의 반영으로 가사 노동 분담과 함께 ‘앞으로는 성의 

구별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담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3고-정, p. 26)와 같은 평등한 관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은 ‘주부의 역할 외에 직장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3고-요2, p. 304)와 

같이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정 내 어머니의 역할 부담 증가와 

가족의 역할 분담간의 시차에 의해 성별에 따라 편중된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성 역할 분업의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같은 시기 국내 법률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나, 가정과 교과서에서의 이러한 기술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 있어서 국내의 법률과 제도보다도 더 

일찍 가족의 성 역할 관계 변화를 요구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단,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새로운 산업 사회에 능동적인 적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술로서 교과서에 여성의 사회 진출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비해 가족의 협조와 가사분담 등 

평등한 가족관계를 촉구하는 교과서 내용이 실제 국내법과 

제도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약 20년 후인 2004년 건강가정 

기본법부터인 것을 보면, 교과서의 양성 평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에 관한 서술은 국내법에 비해 무척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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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 시기는 전통적인 성 역할 분업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에 의해 양성 평등한 관점의 확산과 맞벌이 부부의 성 

역할 분업의식 철폐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내의 

부모 역할의 기술에서는 가정 내 어머니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어, 아버지 역할에 있어 전통적 관점과 양성 평등한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4) 제4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역

할 

 
제4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술은 대상교과서 세 권 모두 경제적 역할과 보조적인 양육 

역할이 나타났다. 그러나 가사분담의 경우 33%인 2권에서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이 나타났다(6회). 이에 비해 어머니 역할은 여전히 

양육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그리고 가사에 있어서는 네배 

이상(33회)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모든 대상 교과서에서 

양성평등 장려교육에 대한 내용이 3회 이상 나타나며 그 중 한 

권에서는 성 역할 분업 의식 철폐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다(A, C, E, F, 
G). 

이 시기 교과서는 다음 몇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첫째, 가정 내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가사분담과 책임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부가 직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사 

노동과의 이중적인 부담에서 과로하게 되므로 가족들의 가사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4고-학, p. 20), ‘가사를 가족들이 분담하며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주부의 직업 생활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4고-동, p. 317) 위와 같이 여성의 직업생활과 생활시간 

측면에서 가사노동의 가족 분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아가 

가정확대기의 가정 내 부담 증가에 관한 설명 중 ‘가사 노동에 

부부가 함께 협조해야 한다.’(4고-동, p. 310)고 부부의 공동 책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둘째, 양육에 관한 아버지 역할에서는 여전히 성별 역할분업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육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4고-장, p. 298), ‘자녀 양육은 물론 부부 두 

사람의 책임이나, 여성은 자녀 양육에의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38 

있다.’(4고-동, p. 330)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양육의 주체는 여전히 

어머니로 나타나 아버지의 책임은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정 내의 일에 관한 어머니의 책임은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아버지의 

역할에 비해 우세하고, 특히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가운데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대한 

서술도 발견할 수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모성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부성의 역할도 있어야 할 것이다.’(4고-학, p. 303)처럼 

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필요성을 서술함으로써 가정 내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단계를 넘어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함을 명기하고 있다. 더불어 성 역할 분업의식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성의 사회진출과 이로 인한 가정 내의 일 

분담이 부부 역할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으므로 ‘가족은 과거처럼 

성별에 따른 전통적인 역할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회 변천에 

따른 새로운 역할 개념을 수립’(4고-장, p. 7)해야 한다는 서술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정리해보면,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감에 

따라 가정 내 일에 대한 역할변화에 있어서 가사분담은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였고, 이에 비해 양육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어머니의 몫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 내 

성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밝히고 그 실천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재고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제5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역

할 

 
제5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은 

대상 교과서 네 권 모두에 경제적 역할과 보조적 양육자 역할이 

나타났다. 이중 세 권에는 가사 분담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한 

권의 교과서(5고-문)에서는 양육과 가사 양쪽에서 주도적인 아버지 

역할에 관한 서술을 각 1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과 가사에서의 주도적 역할은 

아버지에 비해 각각 17회, 30회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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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는 4권 중 각 3권에서 양성평등 법 소개와 양성평등 장려 

교육 내용이 나타났고 성 역할 분업의식 철폐 관련 내용이 모든 

교과서에서 나타났으며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A, C, E, F, G). 

이 시기의 교과서에 나타난 기술은 다음 몇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첫째, 가정 내의 부모 역할에 있어 전통적 부부역할로부터 평등한 

부부역할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부부 관계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5고-장, p. 22), ‘평등한 부부 관계를 

지향’(5고-동, p.18)하게 되었으며, ‘전통적 부부 역할의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부부가 가족 역할을 융통성 있게 분담’(5고-문, 

p.30)하여 ‘아버지에게도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을, 어머니에게도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5고-장, p.311)하게 되었다. 

‘전통적 성 역할 구분 의식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5고-문, p. 

340)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 성별 역할 분업 체계는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었다.  

둘째, 아버지의 역할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아버지 역할을 잘못 인식하여 경시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주목’(5고-동, p. 307)하고 있었으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모성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부성의 역할도 함께 있어야 한다’(5고-학, 

p. 20)고 아버지 역할의 필요성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변화에 따라 양육과 가사분담에 관한 

가정 내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나타나 있었다.  

셋째, 양성평등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통적 

가부장제도에서 보다 양성 평등하게 개정된 가족법 3차 개정에 

대한 내용(5고-문, p. 47)과, 형식적인 제도로 남게 된 호주제(5고-동, p. 

37),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가족법 개정 운동 내용(5고-동, 

p.43)등을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급격한 양성평등 

기류 확산에는 국제 동향과 교육과정의 변화가 그 바탕에 있다. 

1984년에는 코펜하겐 세계 여성대회에서 발표된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발표되었고, 한국은 같은 해 12월 이를 

비준하여 85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 

성 역할 고정관념 철폐, 육아를 포함한 가정과 사회의 형성, 유지, 

발전에 남녀의 공동 참여와 책임 분담을 주장하는 새로운 여성관과 

사회관, 가치관을 지향하는 이 협약은 정부조직 개편과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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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현 여성가족부로 발전)를 마련하게 하였으며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내 관련 법률 및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1988년 3월 고시된 제5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가정과교육의 성격을 보면, 남녀 모두를 위한 교양교육, 고도 

산업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교육기회 부여,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과 이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기능 변화 등 개인의 

발전과 가정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남녀 모두에게 같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문교부, 1988). 이러한 국제동향과 

국내 법률 및 제도의 변화는 교육과정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과서에 적극 반영되어 이전 시기의 

교과서 보다 아버지 역할에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가정 내 역할관계의 변화와 함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양성평등 관련 법 

등 사회의 제도적 변화를 교과서 내용에 동일하게 담고 있었다. 

 
(6) 제6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역

할 

 
제6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은 

대상 교과서 네 권 모두 양육 면에서 주된 책무를 나타내고 

있다(7회). 같은 영역에 있어 어머니의 경우는 총 10회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가사분담에 있어서 아버지의 책임이 제시된 경우는 4권중 

2권, 2회에 그쳤으나 어머니의 경우 모든 교과서에서 총 25회로 

나타나 아버지의 12배 이상을 나타내었다. 양성평등 법 소개는 

절반인 두 권에서 총 4회, 양성평등 장려 교육과 성 역할 분업의식 

철폐 관련 내용은 모든 교과서에서 나타났으며 각각 13, 14회 

나타났다(A, C, E, F, G).  

이 시기의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변화는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변화 관련 

다양한 예를 소개하고 있었다. 아버지 역할은 ‘좋은 남편으로, 

경제적 기능자로, 자녀 교육의 격려자로 협조하는 역할’(6고-동, p. 

51)로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에 비해 가정 내에서 그 비중이 커졌다.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비중도 커졌는데, ‘자녀 양육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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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역할이 중요시’(6고-천, p. 55)되며 자녀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6고-천, p. 56)과 ‘아버지의 역할을 따로 나누기보다는 

시간과 능력에 따라 융통성 있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6고-문, p. 

54)이 바람직하다고 다수의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약화’(6고-문, p. 88)됨과 함께 부부 역할의 융통성 있는 변화로 

이어졌다.  

가정 내 일의 분담을 넘어 부모의 역할 변화와 양성 평등한 가족 

관계로의 변화가 이 시기의 아버지 역할 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법률과 제도의 변화가 교과서에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것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7) 제7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역

할 

 
제7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중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나타낸 횟수는 대상교과서 5권 전부에서 총 

25회로 이전 6차 교과서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가사 분담 책임을 나타낸 횟수는 전권 총 20회로, 역시 6차 

교과서에 비해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책임은 전권에서 총 20회로 처음으로 아버지의 양육 책임에 관한 

내용이 어머니의 양육 책임에 관한 내용보다 많게 나타났다. 가사에 

대한 책임 부분도 전권에서 총 21회로 아버지의 경우와 거의 1:1 

비율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이 

2권의 교과서에 2회 나타났으며 일 우선 사고의 시정 관련 내용이 

2권의 교과서에서 1회 나타났다. 양성평등 법 소개 1권, 1회, 

양성평등 장려교육 및 성 역할 분업의식 철폐 관련 내용이 각 4권, 

12회, 그리고 전권에서 16회 나타났다(A, B, C, D, E, F, G). 

제6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의 변화는 제7차 

교과서에서 지속되었다. 가족 생활 주기 설명 중 가족부담이 커지는 

자녀 출산 및 양육기에서는 부부간 역할 분담 체계의 중요성을 

밝히고 역할 분담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이 

많다(7고-동, p. 32 표I-2; 동 출판사, p. 34; 7고-문, p. 33; 7고-학, p.24 

표I-2; 7고-대, p. 33). 가정 내의 일에 있어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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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가계 

부양, 자녀 양육, 가사 노동 등의 역할 구분이 점차 약화 되어 가고 

있다’(7고-문, p. 12), ‘결혼은 경제적인 책임과 자녀 양육의 책임이 

주어진다. 즉, 남녀를 떠나 각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경제적, 정신적 지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7고-학, p. 25).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 및 가사와 양육의 공동 책임을 밝히고 

있었다(7고-동, p. 60; 7고-천, p. 39; 7고-문, p. 50; 7고-학, p. 12; 7고-대, p. 

35, p. 47). 나아가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기술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녀 양육을 어머니의 책임으로만 인식하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녀의 발달과 평등한 부모 역할을 위해 중요하다.’(7고-학, 
pp. 30-31).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돕기 위한 법과 제도의 소개도 

활발하여, 배우자의 출산 휴가 등 국내외 양성평등 관련 법을 두 

개의 교과서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었다(7고-문, p. 22; 7고-천, p. 44). 

일부 교과서에서는 육아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일도 

부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7고-학, p. 

35; 7고-대, p. 50, p. 52).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부모가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7고-대, p. 14), 

성별 역할 분업의식 철폐를 위한 가정 내 자녀 교육도 변화하는 

주요 아버지 역할 중의 하나이다(7고-문, p. 35; 7고-대, p. 33). 그러나 

‘아직도 남성이 가사나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정도에 비해 저조하다’(7고-학, p. 12)고 나타나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아버지 역할과 현실의 차이를 밝히고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1995년「북경 선언」에서 성 역할 분업의식을 

배제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법적 기반과 교육 조직이 

요구된 이후, 국내에서도 같은 해 12월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 이념으로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을 제시하여「여성차별철폐협약」의 확고한 

이행의지를 나타냈다(김엘림, 1996a). 특히 여성발전 기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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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1조에서는 가정·학교·사회에서의 남녀평등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어 이는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 역할 분업의식을 

다루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12월 고시된 제7차교육과정 

기술·가정과의 목표를 설명한 교육과정 해설 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실히 밝히고 있었다(교육부, 1997: 45). 
 

가정은 국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정 생활이 원만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국가도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가사 처리, 자녀 양육 등의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때에 가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중략… 가정 생활에서 남녀간의 협력은 

필연적이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배울 필요가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은 그 대상을 전국의 모든 7~10학년 

학생들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서 남녀 공통 이수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유효한 남녀평등 교육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시기의 교과서에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변화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폭은 가정 내 가사, 

양육, 성 역할 분업의식의 세대간 전승을 막는 양성 평등한 역할 

교육과 제도적인 변화까지 아우르고 있었다. 또한 가정 내 역할 중 

경제활동의 책임을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른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8)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의 역할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서의 아버지 

역할은 대상교과서 4권에서 양육과 가사 관련 각 27회, 13회로 

어머니 역할 각 18회, 9회에 비해 아버지 역할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과 가사 관련 균형을 이루고 

있던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비해 육아에 대한 책임이 두 배 이상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3권에 

걸쳐 4회 제시되어 이전 7차 교육과정에서보다 더 많은 교과서에서 

해당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전 교과서에서는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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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장려 교육, 성 역할 분업의식 철폐에 관한 내용이 각 6회, 27회, 

16회 나타나고 있다(A, B, C, E, F, G). 

이 시기의 교과서에는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나타난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와 아버지 역할에 더하여 임신, 출산, 산후조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었다. 교과서에서도 ‘출산 

준비에서부터 출산 과정, 아이를 돌보는 일에 이르기까지 임신과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71고-

학1, p. 27)고 밝히고 있었다. 특히 2007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4개사 에서는 모두 태교와 임신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및 아버지 

참여 출산과 출산 후 가사분담까지 아버지 역할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71고-동, p. 37; 71고-학1, p. 24, 34; 71고-학2, p. 31, 51; 71고-천, p. 42, 

45). ‘태아는 여성의 몸에서 성장하므로 태내 환경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영향만 강조하여 왔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 아버지 역시 

태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밝혀졌다’(71고-동, p. 33).  

특히 영아의 애착형성 대상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대상으로 

어머니를 지목하던 이전 교과서(6고-천, p. 79; 5고-동, p. 285; 4고-학, p. 

355, p. 369)와 달리, 어머니 뿐 아니라 부모 모두를 지목하는 등 

기존에는 최소한의 어머니 역할이라고 여겨지던 부분도 아버지 

역할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최초의 애착 대상인 어머니가 아기의 욕구와 필요에 적절히 

응하며 충분한 사랑을 주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아기는 

다른 사람과도 신뢰감을 가지고 애착 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다.(6고-천, p. 79) 

(신생아기 설명 중)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아기와 밀착된 

보호자는 어머니이므로 아기는 어머니와의 접촉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에 따라 외계에 대한 신뢰감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5고-동, p. 285) 

(영아기 사회성 발달 설명 중)아기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음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이러한 애착으로 
낯가림이나 격리불안이 나타난다. (4고-학, p. 355) 

따뜻한 대인 접촉은 신생아 시기에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데, 

아기에게 주는 따뜻한 보살핌이 아동의 정신적 안정과 
신뢰감을 가지도록 한다. 어려서의 부모의 애정과 기본 

신뢰감이 결여되었을 때에 심리적·정신적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4고-학, p. 369) 



 

  45 

 
‘영아기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아이의 울음이나 신호에 적절한 반응을 

하여야 한다.’(71고-학1, p. 49) 

 
더불어 부모가 아닌 타인 양육자를 애착 형성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영아기에는 자신을 돌봐 주는 사람과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71고-천, p. 56). 이는 육아, 특히 영유아의 육아를 

부부의 역할에서 나아가 사회화 가능성을 두고 폭넓게 접근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가족생활 문화와 

가족 정책을 소개하며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를 제시하고 있었다. 

교과서에 양성평등을 장려하는 서술과 성별 역할 분업의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부모 역할의 예로 나타나는 것은 

주로 양육에 있어서 자녀와 놀아주기, 형식적인 가사분담 정도로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과서에서 아버지의 양육과 

가사분담에 대한 내용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 양육에 대한 내용이 어머니의 양육관련 역할의 약 1.5배, 

아버지의 가사분담에 비해 약2배 이상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설명 중에 보이는 출산율 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다른 나라의 가족생활 문화)특히 프랑스는 인접 국가들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데, 그 주된 이유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71고-동, p. 80) 

맞벌이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 내에서 

가족원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71고-학2, p. 51) 
 

부모 됨의 의미와 준비를 다루는 단원에서 출산율이 부모 역할을 

잘 지원하고 있는 예로 쓰인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래 

예시(71고-학2, p.51)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 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교과서의 서술에 적합한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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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되며 이러한 서술은 양육에 대한 아버지 역할의 급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교과서에 영향을 준 

국내법 동향을 보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양성평등사회에서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률 및 계획이 급증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도입되는 등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로의 가족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 교육과정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내용을 

반영시키고, 2006년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교육과정에 가족관계 

변화를 반영 하는 등 관련 변화의 폭이 컸다. 이에 가정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2007개정교육과정 총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 등 전반적인 가족 

관계의 변화로 인해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7개정교육과정 학년별 내용 및 교수·학습 내용 

(1) 미래의 가족 생활 

(나) 부모됨과 임신·출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남녀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여 남녀가 함께하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준비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임신은 

아버지 와 어머니의 역할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임신 전후의 섭생 및 태교, 출산 과정과 산후 조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바람직한 태도 등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남녀 학생이 함께 습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저출산·・ 고령 사회 대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등 

범교과 영역에 대해 관련 영역과 내용에서 충실 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저출산 및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가정의 의의와 역할,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가정의 일과 직업과의 

상호 관련성 및 양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양성 평등한 가족 

역할 분담 등 올바른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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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내 법률과 제도에 의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가정과 교과서에 반영되어 관련 내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시기의 아버지 역할은 가정 내 

가사, 양육, 성 역할 분업의식의 세대간 전승을 막는 평등한 

자녀교육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과정의 참여와 역할 분담까지 아버지의 역할로 보고 있었다. 가족 

부양, 가사 분담, 양육의 부담, 자녀 교육 등 아버지의 역할이 

확장됨과 동시에 더욱 구체화 되었다.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인 

가족 부양은 완연히 남녀 모두의 일이 되었고 가정 내 역할 또한 

성별 분업이 아닌 능력에 따른 융통성 있는 역할 분담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양육 등 가정 내 부모 역할의 사회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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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과 교과서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가정과 교과서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은 <표-8>과 같다. 
 
<표- 8>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사진과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출연 수 

연도 

단란 식사 레져 여가 양육 가사 양육+가사 지역사회 일 계 

사

진 

삽

화 
% 

사

진 

삽

화 
% 

사

진 

삽

화 
% 

사

진 

삽

화 
% 

사

진 

삽

화 
% 

사

진 

삽

화 
% 

사 

진 

삽

화 
% 

사

진 

삽

화 
% 

사 

진 

삽

화 
% 

 
% 

제 1 차 
교육과정시기 
1954~1963 

0 0 0.0 0 1 100.0 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 0.0 1 0.5 

제 2 차 
교육과정시기 
1963~1973 

2 0 28.6 2 0 28.6 0 0 0.0 2 0 28.6 0 0 0.0 1 0 14.3 0 0 0.0 0 0 0.0 0 0 0.0 7 3.8 

제 3 차 
교육과정시기 
1973~1981 

5 0 62.5 1 0 12.5 0 0 0.0 2 0 25.0 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 0.0 8 4.3 

제 4 차 
교육과정시기 
1981~1987 

8 0 47.1 2 0 11.8 0 0 0.0 5 1 35.3 0 0 0.0 0 0 0.0 0 0 0.0 0 0 0.0 1 0 5.9 17 9.2 

제 5 차 
교육과정시기 
1987~1992 

7 0 70.0 1 0 10.0 0 0 0.0 0 0 0.0 1 0 10.0 0 1 10.0 0 0 0.0 0 0 0.0 0 0 0.0 10 5.4 

제 6 차 
교육과정시기 
1992~1997 

6 2 22.9 1 0 2.9 1 0 2.9 2 0 5.7 8 6 40.0 3 4 20.0 0 2 5.7 0 0 0.0 0 0 0.0 35 18.9 

제 7 차 
교육과정시기 
1998~2007 

4 0 11.4 0 0 0.0 0 0 0.0 4 0 11.4 14 6 57.1 3 3 17.1 0 1 2.9 0 0 0.0 0 0 0.0 35 18.9 

2007 개정 
교육과정시기 
2008~2012 

15 5 23.6 1 0 1.4 0 0 0.0 0 1 1.4 29 16 62.5 4 2 8.3 0 1 1.4 1 0 1.4 0 0 0.0 72 38.9 

합계 45 7 27.6 8 1 4.9 1 0 0.5 14 2 8.6 52 28 43.2 12 10 11.9 0 4 2.2 1 0 0.5 1 0 0.5 184 100.0 



 

  49 

 

 

 

<그림-1>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사진과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출연 수 

 
제1차 교육과정시기의 교과서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가정 교과서에 담겨 있는 사진과 삽화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출연 

수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1>과 같다. 아버지의 모습은 단란, 식사, 

레져, 여가, 양육, 가사, 양육과 가사를 동시에, 지역사회 활동, 

경제적 역할로서의 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

화 분석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는 삽화 없이 단원 표지 삽화만 

눈에 띄는데, 이중 식생활 단원 표지 삽화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한 장면 보였다(1고-장2, p. 1). 해당 교과서의 

내용체계를 보면 식생활, 의생활, 가정 간호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기술적인 내용이었다. 가정관리나 가족의 생활 등 아버지나 

어머니 역할을 기술할만한 관련 단원이 없고, 교육과정상 가정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목인 것이 아버지 출연 부재의 이유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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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

화 분석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주로 대단원 표지에 사진의 

형태로 단란, 식사, 여가 장면이 각 2회(28.6%), 가사 1회(14.3%)로 

총 7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중 가사노동 장면은 IV. 가사 실업 

단원의 표지 사진으로 배우자, 자녀와 함께 뜰에서 정원손질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IV. 가사 실업 단원의 

1단원이 뜰의 이용 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진은 <그림-2>와 같다. 
 

   

 

단란 식사 여가 가사 

2고-계, p. 378 2고-장1, p. 75 2고-어2, p. 174 2고-어1, p. 155 

<그림-2> 제2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 

 
이 시기는 구체적인 아버지 역할을 나타내기 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단란한 가족의 한 장면이나 식사, 여가 등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아주 

일부지만 정원을 손질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다(2고-

어1, p. 155).  

사진과 삽화에서 특정한 가족의 역할을 보여주기 보다는 가족의 

이미지를 그리는 사진이 대부분으로, 이 시기의 교과서 사진에 

나타난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3) 제3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

화 분석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단란 5회(62.5%), 식사 

1회(12.5%), 여가 2회(25.0%)로 이중 단란 영역의 사진이 5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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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단란 단란 여가 식사 

3고-정, p. 8 3고-요2, p. 285 3고-정, 속표지 3고-정, p. 41 
<그림-3> 제3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 

 
이 시기의 교과서에 보이는 아버지의 역할은 역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뚜렷한 가정 내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단란한 

가족의 한 때를 보내는데 함께 자리하나, 식사하는 장면에 모습을 

나타내고, 가족 나들이를 함께 하는 존재였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의미 외에 특별한 역할은 하지 않고 있었다. 
 

(4) 제4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

화 분석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제1차, 제2차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단란한 가족의 사진 8회(47.1%), 식사하는 장면 2회(11.8%), 

여가를 보내는 장면 6회(35.3%)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장면이 

주를 이루었고 직업으로서의 일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1회(5.9%) 

나타났다.   
 

    
단란 단란 여가 식사 

4고-장, p. 324 4고-동, p. 3 4고-학, p. 7 4고-학, p. 55 

<그림-4> 제4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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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한 가족은 주로 4인 핵가족이 식탁에 앉아 다과를 

즐기거나(4고-장, p. 289, p. 324) 역시 4인 핵가족이 함께 게임을 하는 

모습(4고-동, p. 3, p. 25)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를 즐기는 가족의 

모습도 다수 나타나고 있었다(4고-장, p. 4, p. 10, p. 244, 4고-학, p. 7). 

사진과 삽화로 나타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계부를 쓰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해, 아버지의 모습은 

주로 가족의 일상생활 중 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단란한 가족부문으로, 

가족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아버지가 함께 하지만, 집안에서 

‘모이는’일과 ‘식사’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은 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 시기 교과서의 사진과 삽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5) 제5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

화 분석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단란 7회(70.0%), 식사 

1회(10.0%), 명절날인듯한 사진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1회(10.0%) 나타났으며, 적극적으로 가사분담을 하는 가족과 

아버지의 모습이 삽화로 1회(10.0%) 나타났다. 제2차 

교육과정시기부터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서 꾸준히 보이던 여가 

장면은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단란 육아 단란 가사 

5고-장, p. 23 5고-동, p. 1 5고-문, p. 27 5고-학, p. 53 

<그림- 5> 제5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 

 
단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편이었으나, 제5차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나타나는 단란은 가족 모임에서의 단란뿐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의 상담자로서의 아버지(5고-문, p. 27)처럼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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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구체화 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으로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분류되던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삽화로 제시된 점이다(5고-학, p. 53). 그리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기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5고-동, p. 1). 

이것은 일상의 양육 활동을 나누는 모습은 아니지만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최초의 사진이다. 

이 시기의 교과서 삽화와 사진에서는 그 동안 가정 내 역할이 

미미했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소극적이긴 하지만, 가정 내 역할 

분담의 필요성에 따라 가사를 돕는 아버지,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에서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아버지, 일상의 양육 

활동은 아니지만 아기를 안고 있는 아버지 등 기존의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6) 제6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

화 분석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부터 아버지의 등장 빈도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세배이상(총 35회, 18.9%)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도 단란 8회(22.9%), 식사 1회(2.9%), 

레져 1회(2.9%), 여가 1회(2.9%), 양육 14회(40.0%), 가사 7회(20.0%), 

양육과 가사를 동시에 2회(5.7%)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단란 레져 가사 가사 

6고-천, p. 11 6고-학, p. 7 6고-동, p. 25 6고-문,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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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및 가사 양육 양육 양육 

6고-문, p. 117 6고-천, 속표지 6고-천, p. 55 6고-학, p. 28 

<그림-6> 제6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 

 
특히 이 시기에는 제5차 교육과정시기의 교과서에서 반 이상을 

차지했던 단란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70.0%에서 

22.9%로 줄었고 대신 양육(6고-천, 속표지, p. 20, p. 55, p. 93, 6고-문, 

속표지, p. 9, 6고-학, p. 28 등), 가사(6고-동, p. 25, 6고-천, 속표지, 6고-

문, p. 99, 6고-학, p. 22 등), 양육과 가사를 동시에 하는 모습(6고-문, p. 

117, 6고-학, p. 96) 등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 분담이 전체 아버지 

관련 사진과 삽화 중 총 68.6%로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제6차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서에 아버지의 가사분담 관련 

사진이나 삽화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사분담과 더불어 임신과 출산 

시기의 태교(6고-천, p. 61)와 출산 후 양육 관련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모습(6고-천, 속표지)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양육 부문에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수 

보였다.  

평등한 부부관계 및 가정 내 일에 대한 부부의 융통성 있는 

분담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가사와 양육 참여에 대한 

내용이 비슷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적극적인 가사와 양육 

참여를 포함한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7) 제7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

화 분석 

 
제7차 교육과정 시기 교과서에서는 양육장면에서의 아버지 

모습이 20회(57.1%)로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였다. 가사를 

수행하는 모습이 6회(17.1%), 양육과 가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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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삽화가 1회(2.9%)로 각각 제5차,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여가는 4회(11.4%)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밖에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는 약간 줄어든 4회(11.4%)로 나타나며 

꾸준히 보이던 식사하는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양육 양육 양육 양육 

7고-천, 50쪽 7고-문, 54쪽 7고-대, 55쪽 7고-천, 29쪽 
 

    
양육 가사 가사 여가 

7고-천, 24쪽 7고-문, 47쪽 7고-학, 30쪽 7고-문, 25쪽 

<그림- 7> 제7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꾸준히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사 분담 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과반수를 

넘어서는 양육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었다. 이로써 가정 

내 역할 분담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가사와 양육의 균형은 7차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양육쪽에 두 배 이상의 무게를 싣고 있다. 

아버지 역할로 임신과 태교뿐 아니라 분만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새롭게 보이고 있는데(7고-문, p. 54) 이것은 이전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를 

이끌어주고 대화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찾을 수 있어(7고-대,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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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천, p. 88),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과 중요성의 증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전 교과서에 비해 단란한 가족, 식사하는 가족 에서 보이는 

수동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줄어들고 양육에 비중을 두고 가사분담 

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이 증가하여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 분석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 사진 및 삽화가 총 72회(38.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양육이 45회(62.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단란한 

가족이 20회(23.6%), 가사 6회(8.3%)로 뒤를 이었으며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이 1회(1.4%)로 처음 등장하였다. 기타 식사와 여가, 

양육과 가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장면이 각 1회(1.4%)로 나타났다. 

    
양육 양육 양육 양육 

71고-동, p. 50 71고-천, p. 64 71고-학1, p. 39 71고-학2, p. 67 
 

    
단란 가사 가사 지역사회 

71고-천, p. 11 71고-천, p. 80 71고-학2, p. 51 71고-학2, p. 71 

<그림- 8>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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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교육과정에 비해 사진과 삽화에서의 아버지의 출현이 두 배 

이상 증가했을 뿐 아니라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 수행 모습이 

전체의 62.5%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 교육과정의 양육 부문에 

비해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낸다. 또한 아버지 

역할에서의 양육과 가사분담의 비율이 7배 이상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단원의 도입부나 

사례에 만화가 자주 등장하는데, 만화는 스토리 있는 삽화 격으로 

생애주기별(71고-천, p. 50, p. 65) 아버지의 역할, 상황별 아버지 

역할(동 교과서, p. 80)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양육과 가사를 고루 분담하고 양육과 가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도 보였다(동 교과서, p. 80).  

단란한 가족의 모습은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에서 전체 

아버지의 역할 관련 사진과 삽화 중 7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가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2007개정 교과서에서 

23.6%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사와 여가 장면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소폭 증감하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2007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양육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늘어난 만큼 가사를 돌보는 아버지 사진과 삽화는 

다소 줄어들어 9.7%(양육과 가사 동시수행 포함)를 나타냈고,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는 가족봉사활동의 형태로 나타난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역할(1.4%)을 들 수 있었다(71고-학2, p. 71).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 있어 급격히 증가한 단란, 양육 부문의 

아버지 역할은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되어 있듯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 등 전반적인 가족 관계의 변화로 인한 가정 

생활의 중요성 증가와 그에 따른 저출산 관련 정책의 반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 역할의 제시가 저출산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다소 회의적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미래의 가정생활에 적합한 아버지 역할과 

가족의 역할을 제시해야 하는데 다소 정책에 휩쓸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어 사진과 삽화에 아버지의 출현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전에 6회로 제시되던 가사분담 부문의 

사진과 삽화는 그대로 유지되어 전체 비율상으로는 줄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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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육 부문의 폭발적 증가가 

강조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정 내 역할분담을 넘어서 

새롭게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도 이 시기 사진과 삽화의 

특징이다. 

 

 

3.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의 변화 

및 논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을 분석한 결과, 

<표-7>과 같이 아버지의 역할은 양성평등사회가 진행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통적 역할에서 양성평등한 역할로 변화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교육과정 시기더라도 출판사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교육과정 시기별 아버지 역할과 양성평등 

관련 내용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정별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간결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표를 정리한 기준은 첫째, 

아버지 역할 관점 7기준(A~G)과 경제적 역할에 아버지의 책임(○)과 

보조적 책임(△)이 나타나는 시기를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A~C)과 교과서에 나타난 양성평등관련 내용(D~E)의 

경향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성평등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교육과정 시기별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변화를 정리하면 <표-9>와 같다. 
 
<표-9>를 기초로 가정과 교과서 본문과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검토를 기초로 국내외 사회의 변화와 연결시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3차 교육과정 시기(1954~1981)에 나타난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A~C)은 전통적 성 역할 분업의식을 내면화한 경제적 

부양자로서 성 역할 분업에 따른 명확한 가족 내 역할 분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양성평등 관련 내용(D~G)에서 

미약하게나마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라는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며 

양성평등 이념에 따른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서술하며 여성의 사회 

생활에 있어 가족과 남편의 협조,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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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교육과정 시기별 아버지 역할 경향 

교육

과정 
연도 

아버지의 역할 
일 

우선 

사고의

시정 

(D) 

양성 

평등 

법소개 

(E) 

양성 

평등 

장려 

교육 

(F) 

성역할 

분업

의식 

철폐 

(G) 
경제 

양육 

(A) 

육아 

휴직 

(B) 

가사(C) 

제1차 

교육과정 

1954 

-1963 
- - - - - - △ - 

제2차 

교육과정 

1963 

-1973 
○ △ - - - ○ ○ - 

제3차 

교육과정 

1973 

-1981 
○ △ - △ - ○ ○ ○ 

제4차 

교육과정 

1981 

-1987 
○ △ - ○ - - ○ ○ 

제5차 

교육과정 

1987 

-1992 
○ ○ - ○ - ○ ○ ○ 

제6차 

교육과정 

1992 

-1997 
○ ○ - ○ - ○ ○ ○ 

제7차 

교육과정 

1998 

-2007 
○ ○ ○ ○ ○ ○ ○ ○ 

2007개정 

교육과정 

2008 

-2012 
○ ○ ○ ○ - ○ ○ ○ 

* ○: 책임 제시, △: 보조적인 책임 제시. 

 
있었다. 교과서에 양성평등 관점은 미미하게나마 존재하나,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과 양성평등 관련 기술의 불일치를 보이는 

내용이 많이 존재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의 사진과 

삽화(<그림-2>, <그림-3> 참조)의 분석 결과도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이는 국제적 법률에서 양성평등 이념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생활에서 강제하는 국내법이나 정책은 없었던 국내 상황과 

비슷하다. 1950~1970년대는 국제적으로 1967년 UN 총회에서 

남녀평등을 구체적으로 촉구하는 최초의 독립문서인 

「여성차별철폐선언」이 채택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행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결여되어 양성평등 이념의 

국제적인 확산에는 기여하였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같은 시기 국내에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실생활에서는 전통적 성 역할 분업에 기초한 가족관계가 

일반적이었다. 

제4차~5차 교육과정 시기(1981~1992)의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A~C)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가정 내 역할이 늘어나는 시기였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관련 내용(D~G)에서는 자녀 양육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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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기 시작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성 역할 분업을 재조정한 역할 조정으로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로의 변화, 성별 역할 분업을 철폐할 수 있는 양성적인 

자녀 교육으로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역할의 

확대로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노동의 주체는 어머니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진과 삽화(<그림-4>, <그림-5> 참조)분석에 따른 결과는 

양성평등 관련 내용의 증가에 비해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은 

여전히 성 역할 분업의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 

같이 양성평등 부문의 서술과 아버지 역할의 불일치를 

나타낸다(김재인, 정해숙, 양애경, 1993; 김정자 외 3, 1986). 이러한 

현상은 양성평등 이념의 국제적 확산과 그에 따른 국내 법률 및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이념 강조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는 제2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전통적 성 역할 

분업의식을 극복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여성차별철폐협약」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한국에서도 1984년 비준 이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는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신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9년 평등한 

가족법으로의 개정과 이후「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까지 국내 

사회의 양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관련 정책과 관련 내용의 교육과정 반영이 활발하였다. 

특히 제5차 교육과정 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명시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족원의 성 역할 변화를 지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표-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양성평등 이념은 교육과정을 넘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온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성 역할 분업에 의한 

부모 역할이 잔재하고 있다(김재인, 정해숙, 양애경, 1993).  

제6차 교육과정 시기(1992~1997)의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A~C)은 경제부양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자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가사 분담에서도 

부부의 협조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었다. 이는 이전 교과서에 비해 

아버지 역할의 역동적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양성평등 관련 

내용(D~G)에서는 기존의 성 역할 분업을 재조정한 역할 조정의 

필요성과 함께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로의 변화 필요성과 성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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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의식의 철폐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역할의 확대로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술에 가사노동의 주체는 어머니로 나타나고 있어, 

교과서에서 서술되고 있는 양성평등한 역할의 아버지와 전통적 

아버지의 역할이 혼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정해숙, 정경아, 1998) 

제6차 교육과정시기에서는 가정교과는 이수 대상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즉, 이제까지의 성별 구분에 의해 이수되었던 가정과목이 

남녀 구분 공통 이수 과목으로 바뀐 것이다(<표-2> 참조). 이는 

그동안 가정교과가 남녀 성 역할 관련 고정관념을 학교교육을 통해 

확대 재생산 하는 기제로 작용해왔다는 비판을 뛰어 넘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념에 따라 남녀 동일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온 결과 얻어진 변화이기에 양성평등교육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정해숙, 2003).  

제7차~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1998~2008)의 가정과 교과서에는 

가정 내 아버지 역할 관련 내용이 어머니의 역할 관련 내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여러 역할 중 양육 역할이 

강조되었다.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A~C)은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었던 양육과 가사의 공동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과 함께 오랫동안 아버지의 역할로 여겨져 

왔던 경제적 부양 역할이 양성 모두의 책임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아버지뿐 아니라 부부 양쪽의 변화된 가정 내 역할을 말해주고 

있다. 아버지 역할 확장과 성 역할 분업의식의 철폐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이전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 비해 

양성평등한 내용으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강선미, 2004; 

김미정, 유태명, 2004; 최영선, 윤인경, 2008). 특히 최근으로 올 수록 

아버지가 육아 역할을 담당하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심지어 

어머니의 육아 수행 빈도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양성평등 관련 

분석 부분(D~G)은 일 우선 사고의 시정(D)을 포함하여 아버지 역할 

분석 기준 중 모든 부문의 경향을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에 국제적으로 양성평등 관점이 더욱 힘을 얻게 

된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 역할 분업 

고정관념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는 관점을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1995년「북경선언」은 국내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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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같은 해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부터 이행되어온 ‘양성평등과 성차별적 

의식 해소를 통한 남녀 공동 사회 참여와 책임 분담’이 법제화되고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양성평등 관점을 실제로 이행할 발판이 

되었다(김엘림, 1996b).  

이러한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 분석과 마찬가지로 육아를 

수행하는 아버지의 압도적인 비율은 사진과 삽화(<그림-7>, <그림-8> 

참조)에서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아버지 역할 변화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변화는 2000년 이후 더욱 늘어난,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인데 이는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을 강조하며 가정 내 성 역할 변화의 

지원과 촉진의 중심이 되는 법과 관련 제도들이다. 이는 아버지 

역할의 확대를 위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관련 정책을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의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관한 문제를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교과서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표-2> 참조).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 중 

양육분담, 그 중에서도 특히 임신과 출산과정에 대한 내용의 

압도적인 강조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가정과 교과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과서에서부터 아버지의 역할을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자로 

제시하고 있어 양성평등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묘사된 아버지의 역할과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양성평등한 아버지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거나, 

전통적 아버지의 모습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최근의 교육과정에서는 양성평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 내 역할 중에서 육아를 

매우 강조하여 양성평등 이념 보다는 다소 정책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법적인 측면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과 교과서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양성평등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준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의한 출산율 

장려 정책을 예로 보았을 때, 이러한 정책이 교과서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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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반영되어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 중 일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과연 양성평등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한 

양성평등 교육의 목적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반작용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교육내용을 제시함에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단기적인 요구에 따른 일방적인 

아버지 역할의 제시보다 양성평등의 기본 이념과 관점을 가치 

목표로 하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양성평등한 

관계에 대한 가치를 탐색하여 이에 기반한 양성평등한 역할의 제시 

과정이 교과서에 제시될 때, 양성평등 이념을 담은 항구적인 가치의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가정과 교과서에서 추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 

어머니에 상관 없이 직장을 가질 수 있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며, 

성별에 관계 없이 일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지듯이 가정 내 

역할에서도 양육과 가사의 공동 책임자가 되어 함께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 부성휴가제 같은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아버지 이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아버지 

역할의 바탕이 되는 양성평등 관련 법을 꾸준히 소개하고, 성 역할 

고정관념에 바탕한 분업의식과 성차별적 요소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양성평등을 장려하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통해 

양성평등 이념을 내면화 할 수 있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가정의 일보다 

직장의 일을 우선하는 ʻ일 우선ʼ 사고를 바꾸어가는 모습(D)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의 추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아버지 역할을 분석한 7가지 기준(A~G)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부분(D)은 보완하고 과장된 부분(A)은 조절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 시 균형 잡힌 양성평등교육 내용 기준 및 교육내용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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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이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양성평등사회의 흐름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제1차~2007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 34권의 본문 및 심화·보충 자료 내용과 사진 및 삽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나는 아버지 역할은 과거의 

전통적 역할 수행자에서 성 역할 분업을 탈피하여 남녀 공통의 

융통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3차 교육과정(1954~1981)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 

에서는 아버지는 생계 부양자로서 경제적인 일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가족을 위한 가사와 육아 등 가정관리를 담당하는 성 

역할에 따른 분업, 즉 전통적 역할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 시기 

사진과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는 특별한 가정 내 역할 없이 가족의 

일원으로만 나타났다. 
 
둘째, 제4차~5차 교육과정(1981~1992)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는 전통적 관점이 유지되는 가운데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과 재고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양성평등과 성 역할 

분업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 시기 사진과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는 가사분담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는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자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가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 역할 분업의식이 나타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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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내에서 지향하는 양성평등 관점과 서술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 시기 사진과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는 육아와 가사 

분담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제시되고 있었다. 
 
넷째, 제7차~2007 개정 교육과정(1998~2012)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는 특히 양육의 역할이 강조되어 제시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부부 모두 양성적인 역할이 나타나며 

양성평등사회를 더욱 지향하기 위해 아버지의 가사, 일 우선 사고의 

시정, 양성평등 관련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가정과 교과서 본문과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검토를 기초로 국내외 사회의 변화와 연결시켜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3차 교육과정 시기(1954~1981)에 나타난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A~C)에서는 전통적 성 역할 분업의식이 내면화된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양성평등 

관련 내용(D~G)에서는 미미하게나마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라는 

사회적인 현상, 양성평등 의식에 따른 남녀의 본질적 평등, 여성의 

사회생활에서 가족과 남편의 협조 및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서술하고 있었다. 교과서에 양성평등 관점은 미미하게나마 존재하나,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과 양성 양성평등 관련 기술의 불일치를 

보이는 내용이 많이 존재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의 사진과 

삽화의 분석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둘째, 제4차~5차 교육과정 시기(1981~1992)의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A~C)에서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가정 내 역할이 늘어나는 시기였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관련 내용(D~G)에서는 자녀양육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성 역할 의식에서 역할의 조정이 보였다. 즉, 

양성평등한 부부관계로의 변화, 성별 역할 분업의식을 철폐할 수 

있는 양성적인 자녀 교육으로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역할의 확장,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자로 자리매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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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노동의 주체는 어머니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진과 삽화 

분석에 따른 결과에서는 양성평등 관련 내용의 증가에 비해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은 여전히 성 역할 분업의식이 내재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제6차 교육과정 시기(1992~1997)의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A~C)은 경제 부양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자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가사 분담에서도 

부부의 협조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었다. 이는 이전 교과서에 비해 

아버지 역할의 역동적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양성평등 관련 

내용(D~G)에서는 기존의 성 역할 분업을 재조정한 역할 조정의 

필요성과 함께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로의 변화 필요성과 성별 역할 

분업 철폐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역할의 확대로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술에 가사노동의 주체는 어머니로 나타나는 등, 

교과서에서는 양성평등한 아버지 역할과 전통적 아버지의 역할이 

혼재되어 서술되어 있었다. 
 
넷째, 제7차~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1998~2008)의 가정과 

교과서에는 가정 내 아버지 역할 관련 내용이 어머니의 역할 관련 

내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아버지의 여러 역할 중 양육 역할이 매우 

강조되었다.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A~C)은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었던 양육과 가사의 공동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과 함께 양육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강조되었으며 오랫동안 아버지의 역할로 여겨져 왔던 

경제적 부양 역할이 양성 모두의 책임으로 명시되고 있었다.  

이 두 시기의 아버지 역할은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 측면(A~C)과 

양성평등 측면(D~G)의 균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반면, 나타난 

아버지 역할은 미묘하게 달랐는데,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는 

분석의 7가지 기준(A~G)을 모두 만족하며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에 비해 아버지의 가사(C) 수행은 줄어든 반면,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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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B)와 양성평등 관련 법 소개(E)기준은 눈에 띄는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아버지 역할을 분석한 7가지 기준(A~G)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부분(D)은 보완하고 과장된 부분(A)은 

조절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 시 균형 잡힌 양성평등교육 

내용 기준 및 교육내용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나 양성평등 관점의 아버지 역할 내용 서술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내 아버지 역할에서 성 역할 

분업의 혼재, 사회 요구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반응 모습 등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이 일관된 아버지 역할의 부재는 

양성평등 관점을 가진 부모를 길러 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 

관점의 부모역할 교육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것이 명확하게 

교육과정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교육 전공자 및 

가족생활교육 전공자의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가정교과의 특성에 맞는 명확한 

양성평등 부모교육 기준을 포함한 교육과정 관점이 교과서는 물론 

교사용 지도서에까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검정지침에 양성평등 관점의 부모교육 

내용 기준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 심사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명확한 양성평등 관점의 부모교육 기준과 그 기준이 반영된 

교과서가 마련되더라도 교사가 이를 수업 현장에 잘 투입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 관점의 부모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내용은 물론 

가정과교육철학, 실천적 추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하고 이의 활용을 위해 교사들간 

공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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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본문 및  
심화·보충자료에 나타난 아버지 관련 기술 

 
* 부록에 표기된 맞춤법은 당시 교과서에 기재된 그대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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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구분 
자료기호 연도 쪽 아버지 관련 기술 

제1차 

교육과정 
1고-장1 1956 218:10-12 

가정에서는 성인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에 적당한 일을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서로 도와야 한다. 

제2차 

교육과정 
2고-장1 1968 186:9-11 

	  따라서 부모는 먼저 어린이의 신체와 정신 생활을 이해하고, 그 천성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와 사랑으로 

길러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 

 
 

 
220:21-21 자녀의 버릇은, 어릴 때부터 양친 슬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84:11-17 

따라서 가장권, 호주권, 재산권 남용, 축첩 제도, 여성의 불리한 이혼 제도, 자녀들의 인권 유린과 의사 

무시의 혼인의 강요 등이 많이 없어지고 부부의 일부 일부 제도, 남녀 쌍벌죄 제도, 재산 동등 제도, 부

모의 자녀 보호, 교육의 의무, 자녀들의 노부모 봉양 의무 등의 제도로 지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

권 존중의 제도는 한편 남녀 공학의 문호 개방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정치의 참여 등, 비약적인 가정 생

활을 이룩하게 하였다. 

 
 

 
285:19-21 

특히 이 개성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유전과 부모들과 더불어 사는 가운데에 부모의 사랑과 

지도를 받는 가정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287:7-10 

그러므로 (부모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여 자녀들의 모범이 되도록 자기를 반성하고 비록 노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면하게 자립하는 가풍을 세우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07:13-16 

부모의 사유화적, 완구화적 자녀보다 또 맹목적인 사랑보다 훌륭한 정신, 건강, 개성, 지식인이 되도록 

교육시켜서 다음 세대를 믿음직하게 맡기도록 하자. 

 
2고-신12 1968 262:5-10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 속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난 아이들은 비록 물질적

으로는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났더라도 건전하고 씩씩하게 발육할 수 있고,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대해서도 역시 사랑과 믿음을 가지며, 밖에 나가서는 정감이 풍부한 인간 관계를 맺게 된다.  

 
 

 
284:10-12 

남편은 아버지로서, 아내는 어머니로서 그 자녀가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자녀에 대해 일체를 책임 

맡는다. 

 
 

 
284:17-18 

그러니 부모가 부모로서의 최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290:5-7 

그러므로, 어린이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건전한 육체와 정신 밑에 건전한 가정 생

활을 해야 할 것이다. 

 
 

 
290:8-12 

1. 양육과 어머니의 사명 -양육의 책임은 물론 부모에게 공동으로 있다. 그러나, 집 안에서 직접 아기의 

손발이 되어 온갖 잔일 하나하나를 다 보살펴야 되는 어머니의 사명은 아버지의 그것에 비해 역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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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93:1-3 

둘째로, 양친이 불화하여 모든 가정 생활이 원활하지 못하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불안감과 신념을 잃게 

만들고 열등 의식을 조성하여 정신적 불구자로 만든다. 

 
 

 
293:4-5 

또, 부친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자녀들은 독자적인 생활을 잃게 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기 어렵

다. 

 
 

 
293:6-9 

더우기, 부모들이 이혼이라도 하게 되어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잃게 되면, 설령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해도 

정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부모는 언제나 화목한 부부 생활을 해 가야 한

다. 

 
2고-계 1968 321:19-23 

또 어린이는 부모의 것이거나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임을 명심하고, 어른의 일방적인 고

집과 욕심을 어린이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무한한 창의성을 살펴 주고 항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모는 어린이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기도 하여야 한다. 

 

	   
  338:9-11 

어린이에게는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풍부히, 그리고 고르게 공급해 주어야 하며, 이는 오로지 부모의 올

바른 지식과 애정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80:5-7 

어린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쏟아온 어머니의 모성애와 아버지의 부성애에 의해서 정성스럽

게 길러진다. 

 

	   
  386:8-10 

우리 나라의 헌법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는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

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구호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389:11-13 

특히 이성간의 교재에 관하여는 우선 가정 교육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므로, 양친의 생활 태도가 지

극히 건전하여야 한다. 

 

	     391:20-22 선배나 부모에게는 이성 교제에 있어서의 올바른 길을 이끌어 지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391:22-

392:2 

어버이는 이들의 교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자상한 이해를 쏟을 것이며, 가급적 가정으로 인도하여 가

족들과 대화도 나누게 하고 식사도 함께 하여 순조롭고 명랑하게 자신의 배우자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

다. 부모 형제가 충고의 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보다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417:5-7 

오늘날 우리 나라의 법률은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부의 관계를 주

축으로 한 민주적 인간 관계가 명시되어 있다. 

 

	   
  418:7-12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발전을 유지시키는 가사 노동은...중략...가족은 서로 협조하고 연구해 나가야 한

다. 

 
2고-어3 1969 112:5-9 

가정 생활에 있어서 부모는 항상 자녀의 생활과 의사를 알아보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자녀를 훌륭하게 

지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즉,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방법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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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완전한 인물이 되도록 지도 양육하는 것이다. 

 
   143:5-10 

ㄴ. 가족의 직업  가족 특히 아버지의 직업은 그 가정의 생활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 아버지가 학자인 

집안, 군인인 집안, 상인인 집 등 모두 그 집안에서 오고 가는 화제가 다를 것이고, 그 가정의 지적, 문

화적 수준 그리고 아이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하는 아이

들은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길 것이다. 

 
   166:3-8 

(B) 정신의 건강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원만히 쉽게 영위해 나갈 수 있

다. 중략 이런 능력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육성해야 한다. 

 
   173:11-13 

그러므로, 부모는 우선 애정과 신뢰로써 이루어진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이 분위기에서 아이들

이 순조롭게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제3차 

교육과정 
3고-요2 1978 7:2-3 ㉲ 가정 생활의 민주화에 따라 가정 경영에 대한 가족의 협력이 많아져 가고 있다. 

 

	   
  42:8-10 

부모는 자녀들의 욕구.고민.또는 신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항상 함께 이야기하고, 의논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92:3-4 ㉳ 가부장적 전통적 가족 의식이 차츰 부부 평등의 가족 의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296:14-16 

부부간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적이어야 한다. 더구나, 부인이 직장에 나갈 경우 간단한 집안 

청소나 아기 돌보기, 이불 정리 등의 집안 일은 남편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296:23-25 

부모는 자녀들의 신체적 발육, 정서적.지적.사회성 발달에 주된 책임을 지며, 부모의 지도 및 태도는 자

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297:3-4 특히 아버지는 수단적,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적 책임을 지고, (후략) 

 

	   
  305:5-8 

여성이 직업을 가질 경우, 남편과 가족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전통적 사고 

방식에 얽매여 주부, 어머니에게만 책임을 맡기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주부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평화와 질서가 무너지기 쉽다. 

 

	     315:4-4 양육의 주된 담당자는 부모이다. 

 

	     315:7-8 아버지는 주로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맡고, (후략) 

 

	   
  334:8-10 

아기가 말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가족이 협력하여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안전하게 아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338:5-6 특히, 부모는 자녀 양육의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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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17-18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생활 습관.행동 규범을 지도해 주는 교육자가 된다. 

 

	     339:2-3 ㉮ 부모 및 가족의 신념, 가치관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마련해 준다. 

 

	     339:4-5 ㉯ 부모의 성격과 인품, 가족간의 관계는 어린이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339:6-7 ㉰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육 방법이나 내용은 어린이의 지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 

 

	   
  340:8-10 

가정의 문화적 조건 즉, 부모의 교육과 교양 정도는 가정의 분위기와 질서를 좌우함과 아울러 어린이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340:15-25 부모의 양육 태도...중략...등의 양육 방법도 어린이에게 미치는 바 영향이 크다. 

 

	   
  341:10-12 

이상과 같은 가정 환경 중에서도 특히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부모는 가정에서 어린이의 

훈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범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348:6-7 

이러한 것을 고려(적응과 부적응) 원만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항상 주의깊게 관찰하고 지도해야 

한다. 

 

	   
  349:15-17 

부모 자신이 확고한 가정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정 교육의 목표나 가훈 등을 통하여 자녀들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동요됨이 없도록 윤리, 도덕 교육 면에 치중해야 한다. 

 
3고-정 1978 12:15-19 

(다. 교육기 설명 중) 양육기보다 가사 노동의 시간은 다소 감소된다 해도 교유관계 독서 지도, 진학 또

는 졸업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상담자 내지는 안내자 또는 후원자가 되어, 자녀를 한 사람의 바르고 건전

한 사회인으로 길러 내야 한다. 

 

	   
  22:20-22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타이르고 가르치느냐, 또는 부모가 가정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자녀

들의 이념 형성이나 생활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 

 

	   
  26:9-14 

가사 노동을 분담함으로써...중략...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남자에게 가정인으로서의 훈련이나 교육은 거의 

무용한 것으로 되었으나, 앞으로는 성의 구별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담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

다. 

 

 
  293:13-14 

그러므로, 부모는 항상 자녀의 성장도를 이해하여 그 때마다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306:6-7 

부부 사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소유제가 인정되지만, 일상의 가사에는 서로 대리권이 있다.(일상

가사대리권) 

 

   306:7-8 (친족법 설명 중)부부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남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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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14-16 

이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상의 권리를 친권이라고 하는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자녀의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11:16-17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313:13-15 [3]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  자녀의 운명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14:8-8 그런 만큼 자녀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교육자인 부모는...후략 

 

 
  335:3-5 

즉,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사랑과 권위를 경험하면서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부모를 모범으로 삼아 부모

의 가치관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이다. 

제4차 

교육과정 
4고-장 1983 7:14-19 

오늘날과 같이 맞벌이 가족이 증가되고 가사 노동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

할 구조에도 부분적으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은 과거처럼 성별에 따른 전통적인 역할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회 변천에 따른 새로운 역할 개념을 수립하여 민주적인 가정을 이룩하도록 힘써야 

한다. 

 
 

 
43:7-15 

근로소득자의 가정에서는...중략...세대주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가족 구성원도 누구나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일을 하도록 한다. 

 
 

 
51:표 

(특수 현금 출납부의 예) 가장 편리하고 이상적인 가계 부기로...후략. ===> 가계 수입이 월급 으로 나타

나 있으며 앞 단원 가정 생활의 관리 단원에서 주부를 가정관리자로 상정하고 있기에 경제적 역할의 주

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있진 않으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98:10-13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육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자녀의 심신 발달에 맞추어 사랑과 이

해로써 대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302:22-

303:1 

(초등 교육기)부모는 자녀의 건강 및 교육적 욕구에 관심을 가지며 ...중략...개인적 발달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 적절한 의복 및 아동실 공급에 유의해야 한다. 

 
4고-동 1983 	  45:표 I-4 

<가계부의 기입 예>'1982년도 서울 S씨댁의 가계부'를 살펴보면 자녀 교육비로 미루어보아 가정 확대기

에 속한다. 수입은봉급 450,000이 전부인 외벌이 상황이며 같은 대단원 2. 가정 생활의 관리(19쪽)의 가

사 노동의 사회화 설명에서 가사노동의 주체를 주부로 상정하고 있기에 외벌이의 주체는 부부중 남편으

로 볼 수 있다. 

 
 

 
310:13-15 

(가정 확대기)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합리적인 시간 관리와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시

설과 설비가 필요하고, 가사 노동에 부부가 함께 협조해야 한다. 

 
 

 

310-23-

311:1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역심히 학업을 익힐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인격적 성장을 위한 교유 지도, 독서 지도, 기타 취미 생활 지도에도 힘써야 하며, 올바른 생활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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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들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324:14-16 

이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상의 권리를 친권이라고 하는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자녀의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30:4-5 자녀 양육은 물론 부부 두 사람의 책임이나, 여성은 자녀 양육에의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334:7-9 

부모의 또다른 역할로서 생각해야 할 점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에서 자녀에게 매일 어떠한 돌봄을 

베푸느냐 하는 점이다. 

 
4고-학 1983 47:표 I-11 

<특수 현금 출납부의 예> 한 가정의 경제 변화를 전부 기록하고 경제 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는 특수 현금 출납부가 적당하다.(45:19-20)===> 가계 수입이 월급 으로 나타나 있으며 앞 단원 가정 

생활의 관리 단원에서 주부를 가정관리자로 상정하고 있기에 경제적 역할의 주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있

진 않으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03:20-

304:3 

그러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생활 영역이 가정 생활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

으로 확장되어 가므로, 앞으로의 가족 생활에서는 아내의 역할이 전에 비하여 확대되고 복잡하게 되는 

실정을 고려하여 남편으로서의 깊은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략...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모

성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부성의 역할도 있어야 할 것이다. 

 

	   
  304:4-6 

그리고, 그 외의 가정 생활이나 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협동과 공동 역할이 필요하며, 어느 한편

의 희생적 역할을 강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04:6-12 

또 아내는 가족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

고, ...중략… 가족의 특성을 살려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간접적인 생

산 활동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304:15-16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며,  

 

	   
  307:7-10 

(자녀 출산 및 미취학 아동기) 자녀 양육을 위해 부부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기에는 부모의 

교육에 의존하여 인성의 기본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건전한 양육 방침으로 신뢰감과 바른 생활 습관

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340:2-3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은 부모의 기본적 책임이다. 

제5차 

교육과정 
5고-장 1989 11:14-17 

부부 간의 역할 분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현저해지고 있다. 부모 자녀 관계

가 점차 평등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17:5-6 

남편은 가족의 균형 유지와 대외적으로 바람직한 관계를 수단적으로 수립하므로 남편의 역할을 수단적 

역할 이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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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11 

현대 사회에서 남편은 가족의 부양자로서 주로 직업에 종사하고 아내는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사를 돌본

다는 기본적 차이에는 변함이 없다. 

 

	   
  17:13-15 

그러므로 부부 간에 고정적인 역할 관념을 탈피하고 융통성을 가지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역할 수행을 

하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역할 적응을 해야 한다. 

 

	   
  17:20-22 

부모는 자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 책임있고 건전

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회화의 책임을 진다. 

 

	   
  17:23-24 

과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점 복합되어 가는 경

향이 늘어가고 있다. 

 

	   
  20:13-16 

특히 자녀 성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 시기 동안의 갑작

스런 변화에 직면할 때 부모로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책임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9-23 

(초등 교육기 설명 중) 부모는 자녀의 건강 및 교육적 요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녀들이 외부 세계에

서 소속감을 가지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며, 사회적.개인적 발달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 적절한 의복 및 아동실 제공 등에 유의해야 한다. 

 

	   
  21:5-6 

(중.고등 교육기 설명 중) 또한 가정에서 가사에 협력하는 태도와 책임을 분담하는 능력을 길러 주며...후

략. 

 

	   
  22:18-21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남녀 평등 사상이 보급됨에 따라서 부부 관계는 과거와 같은 남

존 여비의 불평등한 관계를 지양하고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

로 서로 협조해야 한다. 

 

	   
  23:1-7 

부모는 자녀를 양육.보호하고 교육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자녀의 심신 발달에 맞추어 사랑과 이해로

써 대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64: 표I-12. 

<특수 현금 출납부의 예>가장 편리하고 이상적인 가계 부기로...후략. ===> 가계 수입이 월급 으로 나타

나 있으며 동 대단원 가정 관리 단원에서 주부를 가정관리자로 상정하고 있기에 경제적 역할의 주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있진 않으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92:11-13 

특히 유아기 때의 부모.형제 관계는 이들이 아동과 가장 밀도있는 접촉을 하는 대상이므로 아동의 사회

화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292:19-20 이렇듯 부모와의 관계는 아이가 성장한 후의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305:27-

306:2 

가. 사회적 접촉: 부모.자녀 관계는 최초의 대인 관계이며 가장 밀접한 사이로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린이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이 좌우된다. 

 

	     311:17-21 지금까지 부모의 역할은 어머니는 자녀를 매일 돌보고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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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아버지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 사회에 맞는 가치와 태도, 행동 등을 습득하는 가치의 판단자

로 간주되었다.(경제적 역할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문장에서 성별 역할 분담을 전제하므로 경

제적 역할로 간주함) 

 

	   
  311:21-23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는 구분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어머

니에게도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게 되었다.  

 

	   
  311:25-26 

부모는 출생 또는 양육의 책임자이다. 또한 자녀를 낳아서 키우건 입양하여 키우건 양육의 주된 담당자

이다. 

 

	   
  312:1-3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보호 및 적절한 훈육의 책임자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보호자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되며 적절한 훈육으로 도덕적 정신적 훈련자가 되어야 한다. 

 

	   
  312:4-6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부모는 최선의 교사로서 학교가 담당하지 못하는 

인격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312:7-9 

부모는 자녀에게 동일시 모델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부모는 동성의 자녀에게는 동일시 모델이 되며, 이

성의 자녀에게는 이성을 보는 기준이 된다. 

 

	   
  312:10-12 

부모는 자녀의 상담자 및 친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때로는 놀이 친구, 학습을 돕는 교

사, 갈등 문제를 의논하고 조언을 구할 때에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5고-동 1989 4:10-11 남자는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힘이 우세하므로, 노동을 통하여 가정을 위한 생산과 수입 활동을 담당한다. 

 

	   
  5:2-4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담

당하는 구성원을 양성하게 된다. 

 

	   
  5:5-7 

부모가 자녀들의 성장을 돌보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가문의 전통과 생활 양식, 규범, 가치관, 

의식 구조 등을 습득하게 된다. 

 

	   
  7:1-6 

(핵가족 설명 중)부부 중심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며, 대체로 평등한 위치에서 역할을 분담하

고 가사나 자녀 양육도 협조적으로 수행한다. 

 

	   
  9:20-23 

의식 구조가 변하고 가정 생활이 민주화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부분적으로 변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주부의 역할이라고 여겨왔던 가사 노동도 

가족 구성원간에 분담하게 되었다. 

 

	     12:2-3 가계 관리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가정이 늘었으며, 가정 관리에 대한 가족들의 협력도 많아졌다. 

 

	   
  18:7-9 

① 부부 관계  부부 관계는 가족 생활의 중추적인 요소로서, 전통적으로 남편은 사회적.직업적 역할, 아

내는 가족 구성원간의 융합 및 정서적.가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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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16 

아내의 사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남편의 보다 적극적인 가사 참여가 요구되었으며, 아내의 가정적 역

할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평등한 부부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 부부 역할만을 고지하지 

말고 행복한 가정 건설이라는 전체적인 안목에서 상황과 적성에 따라 부부의 역할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18:23-19:1 

아버지는 가정의 생활비 조달자이고 자녀로 하여금 풍부한 사회적 식견과 합리적, 이성적 판단력을 갖도

록 돕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며, 또 남성 역할의 본보기가 되어 준다. 

 

	   
  37:24-38:2 

가족법의 개정에 의해서 호주에게 부여되었던 가족의 거소 지정, 분가, 입양 등에 대한 권리 행사 및 가

족 부양 의무 등이 삭제됨에 따라 호주 제도는 형식적인 제도로 남게 되었다. 

 

	   
  40:3-4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상 권리를 친권이라 하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2:15-17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가정의 평화와 친족 상조의 건전한 공동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서 1963년 가사심판법을 제정하고 가정법원을 설치하였다. 

 

	   
  43:4-8 

우리 나라의 가족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6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남녀.부부.부모.형제 순서 등에 따라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조항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인간 평등이라는 근데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43:12-14 

1983년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우리 나라도 서명하는 등 정부가 남녀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사

를 표명함에 따라 가족법 개정 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59:8-10 

남자는 집안 잡일을 가장 많이 하고, 청소.일용품 구입.자녀돌보기에 약간 참여하는 반면, 세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84:1-3 

그러므로 부모는 엄격한 감독자이기보다는 친절한 조언자, 지도자로서 타고난 개성을 바람직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아동을 양육하여야 한다. 

 

	     285:12-13 ② 부모의 양육 태도와 성격 형성  부모의 양육 태도나 방법은 자녀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301:8-10 

(정서발달 설명 중)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안정된 정서를 보이고(어린이는 어른의 감정 표현 방법을 쉽

게 모방한다) 

 

	   
  302:16-17 

(사회성 발달 설명 중)  이 시기에 아동은 부모를 통해 도덕 관념과 남녀에 적합한 행동, 가치관, 태도를 

배우게 된다. 

 

	   
  302:24-25 

(아동기 설명 중) 자아가 형성 발달하는 이 시기에 부모나 교사는 물론 위인전 등이 아동의 인성 형성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304:22-23 (아동기 지적 발달 설명 중) 특히 부모가 표준말을 사용하고 언어 습관이 정확할 때 아동의 언어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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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준다. 

 

	   
  307:12-14 

그런데 사회가 변함에 따라 오늘날의 부모에게는 양성(한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아버지 역할을 잘못 인식하여 경시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주목되고 있다. 

 

	   
  307:14-17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서는 남아의 동일시 대상이며 자녀의 친구가 되고, 어머니 배후에서 좋은 남편으로, 

경제적 기능자로, 자녀 교육의 격려자로 협조하게 된다. 

 

	   
  307:18-20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부모 역할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구분하

여 분담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고-문 1989 17:12-13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책임을 지며 자녀들을 위해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30:7-11 

파슨즈(Parsons)는 가족에 있어서의 남편의 역할을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이라 하고, 아내의 역

할을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이라 하였는데, 전자는 가족의 생계 유지와 대외적 관계를 수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며, 후자는 가족 구성원의 결합 관계와 정서적 관계 유지의 역할을 말한다. 

 

	   
  30:12-4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주부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전통적 부부 역할의 고정 관

념에서 탈피하여 부부가 가족 역할을 융통성 있게 분담해야 할 것이다. 

 

	   
  47:5-9 

가족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족법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그리

하여 1962년과 1977년 2차에 걸쳐 가족법의 개정을 시도하였고, 1989년 3차 개정에 의하여 남녀 평등 

정신에 보다 충실하도록 가족 관계 제도를 정비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되었다. 

 

	     47:17-18 ④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 하였다. 

 

	   
  67:5-8 

㉣ 가족의 협력: 가사 노동은 가족원 각각의 생활이 원활히 유지되게 하기 위한 노동이므로 가족들은 남

녀의 구분에 너무 집착 하지 말고 각자의 시간적 여유와 능력에 알맞게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의

무이다. 

 

	   
  300:9-12 

최근에는 사회의 변화로 아버지도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하므로 아버지의 역할에도 관심이 커졌다. 아버

지가 어머니보다 사회인으로 활동이 많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회 규범을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00:8-10 

부모는 모범이 될 행동을 하여 자녀가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는 성인으로 자

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19:8-12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는 부모 역할의 변화를 초래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구분된 역할 분담을 하는 것

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경우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을,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의 역할까지도 기대하게 되

었다.  즉 현대의 부모는 시간과 능력에 따라 융통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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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5-17 

(부모는)어릴 때의 경험이 전 생애를 통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 바람직한 양육 태도로 자녀를 지도

해야 할 것이다. 

 

	     333:17-18 (부모가)자녀를 양육할 때는 세심한 관찰로 발달 이상을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0:8-13 

산업화로 인해 전통적 성별 분업 형태는 상당히 변화되고 있으며, 남녀 역할의 명백한 구별이 모호해지

고 있다. 즉 남성은 도구적 역할 담당자로서 가계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 여성은 표현적 역할 담당자로서 

가사일만을 전담한다는 전통적 성 역할 구분의 의식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340:13-16 

그러므로 여성도 자아 실현과 경제적 수입의 획득을 위해 직업을 갖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가정 내

에서 가사 업무에 남성이 참여해 가사 분담을 하는 것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5고-학 1989 13:21-23 

산업 사회에서 핵가족의 생활은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어 대체로 남편은 직장에서 경제적 역할만을 담당

하다 보면 부부간의 역할의 많은 부분이 부인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다. 

 

	   
  14:20-23 

부모는 자녀에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 또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무엇이 값진 것인가를 마

음과 행동을 통해서 일깨워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20:5-8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 영역이 가정 생활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어 가

므로, 앞으로는 아내의 역할이 전보다 확대되고 복잡하게 되는 실정을 고려하여 남편의 깊은 이해와 협

력이 필요하다. 

 

	     20:10-11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모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성의 역할도 함께 있어야 한다. 

 

	   
  20:11-13 

또한 그 외의 가정 생활이나 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협동과 공동 역할이 요구되며, 어느 한 편

의 희생적 역할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18 

나. 부모의 역할  부모는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며, ...후략… 

 

	   
  22:13-14 

(자녀 출산 및 미취학 아동기 설명 중)이 시기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부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후략… 

 

	   
  36:17-19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상의 권리를 친권이라고 하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자녀의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53:9-14 

(ㅁ)가족의 협력과 분담  가사 노동은 주부 혼자만의 임무가 아니다...중략...특히 주부가 취업하고 있을 

때에는 더 많은 협력이 있어야만 생활에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 

 

	   
  277:11-13 

가. 부모와의 관계  아동의 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이며, 부모의 양육 

방법이 아동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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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16-17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은 부모를 통하여 도덕 규범과 남녀 각각에게 적합한 행동 및 가치관, 그리고 태도

를 배우게 된다.  

 

	     297:13-14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서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297:25-

298:1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337:12-15 

그러나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은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공적인 직업 생활과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부 자신은 물론 가족원과 사회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337:16-20 

특히 여성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가정 관리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여 직업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가족원은 주부의 직업 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가사 

노동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서로 분담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 
6고-동 1995 13:23-14:2 

가족의 중심은 부자 관계였으며, 남녀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가장은 가계 및 가정 관리를 총괄하였

고, 주부는 아들을 낳는 의무와 함께 가정 내의 가사 노동을 주로 하였다. 

 

  
14:3-5 

오늘날 우리 나라 가족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부계 가족으로부터 우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동료적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 

 

	   
  14:6-8 

그러나 남아 선호의 가치가 뿌리깊게 남아 있는가 하면, 부부간의 역할에 있어서도 남성 우위적 요소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4:9-13 

앞으로의 사회에서 가족이 원만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부부, 또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위계적으로 구분되

는 관계에서 가족원 전체가 가정 일에 평등하게 참여하고,...후략… 

 

	   
  22:표I-2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가족의 발달 과업> 가정 형성기-가족내 역할관계적 측면: 합리적인 부부간의 역

할 분담 

 

	   
  22:표I-2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가족의 발달 과업> 가정 확대기-가족내 역할관계적 측면: 자녀 양육을 위해 부

부가 협조 

 

	   
  24:14-16 

부부의 역할 중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 활동이나 가족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등의 수단적 역할

은 남편이 맡아 왔으며, 

 

	   
  24:17-20 

그러나 친밀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고정적인 역할 관념을 탈피하여 그때그때의 상

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역할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26:6-8 

부모는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의 성장도에 맞추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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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7 

편모 가족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편부 가족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여겨져 왔던 자녀 양육 및 가사, 교육과 같은 정서적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51:16-18 

사회가 변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부모에게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1:18-21 

특히,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서는 남아의 동일시 대상이며, 자녀의 친구가 되어 주고, 어머니에게는 좋은 

남편으로, 경제적 기능자로, 자녀 교육의 격려자로 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예전에 비해 아버지의 역

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51:22-24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부모 역할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구분지어 분

담하기보다는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5-7 

(영아기 설명 중) 이 때의 양육법은 성격 형성의 기틀이 되므로, 어느 시기보다 따뜻한 돌봄과 부모와 신

체적으로 밀착된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다. 

 

	   
  75:24-76:2 

(영아기의 사회성 발달 설명 중) 이 시기에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중략...사회성 발달

에 도움이 된다. 

 

	   
  78:15-16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 설명 중) 이 시기에 아동은 부모를 통해 도덕 관념과 남녀에 적합한 가치관, 행

동, 태도 등을 배우게 된다. 

 

	   
  78:21-22 

(아동기 설명 중)자아가 형성, 발달되는 이 시기에는 부모나 교사는 물론 위인전 등의 책도 아동의 인성 

형성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6고-천 1995 14:14-17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 개인의 능력이 일의 실적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

다. 따라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가질 기회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14:19-21 

부부는 전통적인 부부 역할의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평등한 관계에서 가사를 분담하고, 가정 생활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41:16-18 친권을 행사할 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45:심화학습 

(가족법의 변천)1977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아버지에게 부여되었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부모 공동

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45:심화학습 

(가족법의 변천)1991년 개정의 동향은 남녀 불평등 조항을 대폭 삭제한 것으로, 양계 혈족주의와 호주권

의 약화, 결혼한 딸의 법정 상속분의 균등 분배 등이 이루어졌다. 

 

	     53:22-24 부모는 자녀가 한 인간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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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6 

부모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양육자로서, 지적 성장과 사회화를 돕고 바른 가치관

을 심어 주는 교육자로서, 동일시 대상의 모델로서, 그리고 상담자 및 친구로서의 역할 등을 성실하게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55:13-14 

그러나 오늘날에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55:15-17 

아버지가 자녀를 돌봄으로써 주부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자녀의 인성과 지적 능력의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 

 

	   
  56:1-4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구분하기보다는, 아버지도 자

녀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부모가 함께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이 자녀의 장래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바

람직하다. 

 

	   
  85:21--23 

부모는 자녀의 발달 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즐겁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좋은 습관이 형성되

도록 도와 주며, 참지 못해 대신해 주거나 독촉하지 않도록 한다. 

 

	     90:13-16 부모나 교사는 아동의 개인차를 이해하여 각자의 능력에 알맞은 과업을 부여하고,...후략… 

 

	   
  91:13-17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발달 과업을 스스로 이해하고 성취해 갈 수 있을 때까지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자녀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보살핌을 계속함으로써, 자녀이 행복과 사회의 안정을 위한 부모로서의 책임

을 다해야 한다. 

 

	   
  100:14-21 

(가정 자원 관리 과정 예시)진희네는 어머니가 취업을 하시게 되어 집안일 처리에 관하여 가족 모두 의논

을 한 결과 어머니께서 바깥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집안 일을 가족 모두가 돕기로 하였다. ...중략...아버지

께서는 설거지와 집안 정리를 하시기로 했다...후략… 

 

	     101:18-19 진희네 가정에서 준호와 아버지의 역할을 바꾸어 일이 더 효율적으로 되게 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102:19-21 

가정 관리자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될 수 있으며, 집안일의 역할 분담은 성별에 의한 것보다 각

자의 능력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114:13-15 

(가정 형성기의 부부는) 가사를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민주적인 생활 태

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115:4-6 

(자녀 양육기의 가정 관리자는)따라서, 이 시기에는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시설과 설비로 가사 노동을 간

소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원의 협조도 필요하다. 

 

	   
  117:2-3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과 장래의 직업 선택을 도와 주는 일이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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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15-19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구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의 누군가가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수입을 얻고 있으

며, 이렇게 얻은 수입을 가정 생활에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다. 

 
6고-문 1995 14:15-18 

20세기에 들어선 이래, 결혼 생활에서 부부간의 평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부부간에도 역할을 엄격

히 구분하는 것보다는 가족 역할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하며, 함께 결정하고 수행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16:13-14 

현재 우리 나라 부부의 의사 결정 유형은 가부장적인 남편 지배형에서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부부 공동

형으로 바뀌고 있다. 

 

	   
  54:12-15 

현대 사회는 부모에게 양성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되고 있어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따로 나누기보다는 시간과 능력에 따라 융통성 있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8-12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사회 변화로 아버지는 가정 밖의 직장이라는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고, 자녀의 양

육과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으로는 역할을 하지 않는 심리적 부재 현상을 가져왔다. 

 

	     55:14-26 (정보와 상식 1)발달 영역별로 본 아버지의 역할 

 

	   

  55:13-56:5 

최근 여성 취업의 증가는 아버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육아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버

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아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와 같이 준비하고 자녀 양육에 참여하게 되었

다. 따라서, 아버지도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와 자녀 교육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

른 생활 태도와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57:2-3 

부모가 올바르고 일관된 양육 태도로 자녀를 대할 떄, 자녀는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훌륭한 성인으로 자

랄 수 있다. 

 

	   
  88:20-23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이 속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남아는 남자답게, 여아는 여자답게 각 성에 알

맞은 성 역할을 습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약화되고 있다. 

 
 

 
108:20-22 

㉠ 시간 관리: 결혼 초,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 노동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므로 가사 노동은 부부가 협력하면서 분담하도록 한다. 

 
6고-학 1996 10:22-11:2 

가족 구성원의 중심이 되는 부부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및 교육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을 배출하는 

한편, 가정과 사회의 문화를 전수시킨다. 

 
 

 
16:18-23 

핵가족의 증가와 민주주의의 발달로 최근에는 수평적 부부 관계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부부 역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가정 상황에 따라 부부의 역할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자기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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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18:10-14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각 가정의 형편과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사 노동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수행하며, 육아나 가계 관리도 아내와 

남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18:14-16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남편만이 직업 활동을 할 경우 여성이 자녀를 낳아 기르며, 남성이 가족의 부양 

책임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기본적인 역할의 차이는 없다. 

 
 

 
27:23-25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인식해야 하며...후략… 

 
 

 
28:8-9 부모는 자녀가 기본적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28:18-21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행하게 된다. 

 
 

 
28:22-29:4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심리적으로나 실제 생활에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된다. 아버지의 협력으로 인해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79:6-8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상의 권리를 친권이라고 하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자녀의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83:7-9 

(심화학습)(개정 가족법의 주요 내용: 1991년 1월 1일 시행) 2. 결혼 생활 비용의 부부 공동 부담  생활

비 부담에 대해 부부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남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가족법에서는 부

부가 공동 부담하게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7고-동 2001 32:표I-2  

가족 확대기 중  자녀 출산 및 양육기-일반적 발달과제: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부부 간 역할분담 체계

의 재조정 

 
 

 
34:10-12 

(자녀 출산 및 양육기)이 시기에는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부부 간 역할 분담 체계의 재조정, 자녀 양육

비나 주택 마련비 등과 관련된 재정 계획을 중심으로 생활 설계를 해야 한다. 

 
 

 
34:23-27 

즉 자녀 양육을 고려하여 부부의 시간 사용과 가사 노동 분담을 재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역할 분담 체계

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34:28-29 이 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부가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35:6-7 

자녀가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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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1-12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직업을 준비하고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48:2-3 

부모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인성을 형성시키며 자녀의 사회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48:3-4 부모가 함께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자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60:2-6 

예전에는 육아는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으나 지금은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다른 가족도 중요한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7고-천 2001 12:5-6 가사의 결정권이 남편에서 부부 공동 결정권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12:14-16 

이에 따라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였으며, 가사와 육아에 남성의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가사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상호 협조 및 역할 분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18:30-32 

이스라엘의 가정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역할이다. 대부분의 가

정에서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므로 온 가족이 가사를 분담하며,...후략. 

 
 

 
30:18-21 

특히,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양육이라는 커다란 책임이 따르므로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계획을 세워 자녀를 낳아야 한다. 

 
 

 
38:3-5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배우고, 자신과 사회에 대한 믿음과 삶의 가치관을 얻게 된다. 

부모 또한 자녀 양육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 

 
 

 
39:6-8 

부모의 역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주로 어머니에게 맡겨

져 왔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39:9-11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구분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분담하고 수행함

으로써 부모가 함께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9:자료실 작은 실천으로 함께 하는 아버지되기(내용 생략) 

 
 

 
44:보충 설명 

출산 휴가: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이 육아와 취업을 병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9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

는 물론,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 휴가를 주고 있다. 

 
 

 
53:25-26 

특히, 아동기 후반에는 부모가 협력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 생리 등에 관한 성교육을 통해 아동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7고-문 2001 12:14-17 

여성이든 남성이든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가계 부양, 자녀 양육, 

가사 노동 등의 역할 구분이 점차 약화 되어 가고 있다. 

 

	     12:17-20 예전에는 전통적 관습 때문에 남편이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젊은 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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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분담되고 있다. 

 

	     12:읽을거리 집안일 분담이 가정 행복의 지름길(신문기사) 

 

	     12:심화학습 남녀 고용 평등법과 성희롱 

 

	   
  22:9-12 

(세계의 가정 생활 문화-스웨덴이나 덴마크)결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의 어머니뿐만 아

니라 아버지도 양육을 위한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부부가 자녀를 공동으로 키

우게 된다. 

 

	   
  24:13-14 

(세계의 가정생활 문화)우리 나라의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을 모두 맡기고 아내가 관리하는 것이 보

편적이지만, 

 

	   
  24:14-16 

(세계의 가정생활 문화)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으로 부부가 주거비와 식생활비를 공동 부담

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관리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25:3-4 

(미래의 가정 생활 문화)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현재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매우 활발할 것이며, 

가정에서는 평등한 부부 생활이 보편적일 것이다. 

 

	     33:10-11 (가족 형성기)가사 노동의 공평한 분담도 직업 생활과 가정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기초가 된다. 

 

	   
  35:11-14 

가사 노동의 분담은 부부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자녀에게도 분담토록 하여 가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미래 자신의 가정 생활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이 된다. 

 

	   
  49:읽을거리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전략...'자녀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다'는 의식 아래 뜻을 같이 

한 아버지들의 전국 연대 모임이다...후략) 

 

	     49:1-2 특히, 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49: 8-9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50:33-4 자녀 양육의 역할과 책임은 부모가 함께 담당할 필요가 있다. 

 

	     53:15-16 태교는 임산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도 적극적으로 태교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54:9-12 

최근 라마즈 분만법이 많이 이용되는데, 부부가 함께 임신 5~6개월부터 훈련을 받고 출산 과정에도 남

편이 참여한다. 이러한 방법은 산모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남편에게는 부모됨의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다. 

 

	   
  59:6-8 

부모는 아동이 주어진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실수했을 경우 꾸짖기보다는 아동이 다양한 일을 성공적으

로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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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학 2001 12:18-23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가정에서는 성 역할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 수평적인 부부 관계를 지향하게 되었

다. 즉,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성별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따

라 융통성 있게 조절하여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 남편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2:23-13:2 그러나 아직도 남성이 가사나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정도에 비해 저조하다. 

 

	   
  17:4-5 

(미래의 가정 생활)성 역할의 평등으로 인한 취업 여성의 증가에 따라 부부가 맞벌이하는 가정이 보편화

될 것이다. 

 

	     17:5-7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주의적 가족 이념과 공평한 역할 수행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19:읽을거리 

2010년 신미래, 신가정(전략…이들은 크든 작든 가사와 육아에 관해 철저하게 공동 책임제를 고수한다...

중략...오전 10시경 부부는 집에서 재택 근무에 들어간다...중략...21세기에는 부부간 가사 분담이 보편화

될 뿐만 아니라 부부가 집에서 하는 일의 경계가 허물어진다...후략) 

 

	   
  24:표 I-2 

<가족 생활 주기와 발달 과업>  자녀 출산 및 미취학 아동기 발달 과업 중 -가사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재조정하기 

 

  
24:표 I-2 <가족 생활 주기와 발달 과업>  자녀의 중.고등 교육기 발달과업 중 -가사 분담하기 

 

  
25:19-22 

결혼은 경제적인 책임과 자녀 양육의 책임이 주어진다. 즉, 남녀를 떠나 각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

이 있어야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경제적, 정신적 지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30:24-26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교육하여, 사회 속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 

 

  
30:12-31:2 

자녀 양육을 어머니의 책임으로만 인식하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

적인 참여는 자녀의 발달과 평등한 부모 역할을 위해 중요하다. 

 

  
35:14-16 

임신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임부와 태아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아내가 임신한 것이 부부에게 소

중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남편은 옆에서 세심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7고-대 2001 13:19-21 

(다른 나라의 가족 생활 문화)서양의 가족은 개인주의 경향으로 핵가족 형태를 이루었다. 가족 구성원의 

독립성과 민주적인 인간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존중하고, 평등한 가족 관계와 

수평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였다. 

 

 
 

14:1-5 

전략...최근 미국에서는 듀크족이 전체 가족의 과반수를 차지할 만큼 육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며,부모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을 줄여 자녀들과 더 많

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27:22-23 특히, 가사 노동은 부부가 분담하되, 자녀도 성장함에 따라 집안일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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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16-17 

(신혼기 생활 설계)집안일은 부부가 분담하여 식사 준비와 세탁은 주로 아내가 하고, 설거지와 청소는 남

편이 하기로 하였다.  

 

  
31:17-19 

(신혼기)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가사를 어떻게 분담할지 의논하여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1:28-29 (신혼기)이 시기는 또한 부모로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33:6-7 

(자녀 출산 및 양육기)가사는 계속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

사 노동의 증가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33:16-17 

(자녀 출산 및 양육기)개인의 성격은 대부분 이 시기에 형성되므로 충분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자녀가 신

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33:19-21 

성 역할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모방함으로써 형성되므로, 부부가 집안일에 함께 참여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양성적으로 조화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35:12-13 부부는 가사를 분담하며 서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35:13-15 

또, 자녀를 집안일에 참여시켜 자아 성취감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맡은 일을 다함으

로써 자신이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기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46:11-14 

대부분의 부부는 자녀를 낳음으로써 가계를 계승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또

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후략. 

 
 

 
46:18-20 

부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양 능력이 있어 자녀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후략. 

 
 

 
47:4-11 

오늘날에는 아버지의 아동 양육 참여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중략...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바람직한 부모 역할이라 

할 수 있다. 

 
 

 
50:23-24 

태교는 임신부의 책임이 크지만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남편과 가족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52:보충설명 

(보충설명:새로운 출산 문화)오늘날에는...중략...산모만이 출산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함께 출산 과

정을 겪는 가족이 많아지고 있다. 라마즈 체조나 호흡법 등을 산모와 남편이 함께 하거나...중략...아기를 

출산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출산에 동참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59:9-11 (유아기)이 시기에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역할을 모방하면서 배우므로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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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후략. 

 
 

 
61:그림 I-53 <아동돌보기> 학습지도, 생활지도, 영상 매체의 지도 주체를 부모로 상정하고 있다. 

 
 

 
62:7-8 (부모의 역할 모델)부모는 아동이 성장하고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주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2007개정 

교육과정 
71고-동 2010 

21:더 알아보

기 

(부부 재산 계약제) 전략...부부 재산 계약제는 이혼 때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권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

어, 여성 권리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7:6-8 

부모됨에는 생명 창조란 성취감과 기쁨이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끝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

어야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따른다. 

 
 

 
33:6-9 

태아는 여성의 몸에서 성장하므로 태내 환경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영향만 강조하여 왔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 아버지 역시 태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임신부의 안정적인 심신 상태

를 위한 남편의 도움은 더욱 중요하다. 

 
 

 
33:10-13 

임신 중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부모가 언행을 조심하는 태교는 태아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태교의 중요함을 인식하며 몸

가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7:10-13 

산후 조리 중인 임산부는 집안일과 아기 돌보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중략...남편의 산후 조리 

도움이 가장 바람직하다. 좋은 태교에 이어 남편의 산후 조리는 산모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아

기에 대한 애정을 깊게 만들며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도 강하게 한다. 

 
 

 
39:7-10 

부모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팀이 되어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결과가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 모두가 협동하여 자녀를 키

울 때에만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39:표 I-6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 전통적인 역할에 확대된 역할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40:9-10 

부모 역할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녀가 생존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기 실현을 하는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 

 
 

 

40:더 알아보

기 

(부성실조 가정이란?)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가 상실된 가정을 말하며 ...중략...아버지

의 부재보다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현대 사회에

서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좋은 아버지 상을 추구하는 아버지들의 다양한 모임이 증가하

고 있다. 

 
 

 
56:심화학습 

맞벌이 가족의 가족 돌보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딸과 아들 모두가 가족 돌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가족 돌보기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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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돌봄 노동에 참여한다면 가족 돌보기로 인한 부양 부담도 감소할 뿐 아니라 부부 관계도 좋아질 것

이다. 

 
 

 
78:10-11 

최근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등한 가족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

련되었다. 

 
 

 
80:9-81:20 

(다른 나라의 가족생활 문화)특히 프랑스는 인접 국가들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데, 그 주된 이유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80:9-81:20 

(다른 나라의 가족생활 문화) 스웨덴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 휴가제 

등의 정책을 실시해 아버지의 자녀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80:9-81:20 

(다른 나라의 가족생활 문화)미국-수평적인 부부 관계를 중시한다. 그러나 지나친 개인주의로 가족 해체 

양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80:9-81:20 

(다른 나라의 가족생활 문화)서남 아시아-이슬람 문화권인 이 지역 사람들은 부계 중심의 강력한 가부장

제 아래 대가족을 형성하며 살아간다...중략...이슬람의 몇몇 국가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처

우에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82:4-6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무엇보다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이 없는 양성 평등

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71고-학1 2010 21:3-4 부모는 양육과 교육, 사회화를 통해 자녀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와주며,  

 
 

 
23:10-11 

오늘날은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전담하게 되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

다. 

 
 

 
23:19-20 자녀는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양육을 받음으로써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24:6-8 

오늘날은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고, 특히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부모 역할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4:12-25:2 

이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도 전통적인 엄한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자상한 아버지, 더 나아가 친구처럼 친

밀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아버지가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은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격려와 지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이성 또는 동성으로서의 모델이 

되며, 도덕적으로는 동일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5:3-5 

이와 같이 부모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함께 참여하며, 동등한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5:정보마당 

(아버지 학교) 특히, 아버지 학교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올바른 아버지상

을 정립하게 한다. ...중략… 궁극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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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다. 

 
 

 
27:6-10 

생리적으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역할이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강조되면서 오늘날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남성에게도 출산 준비에

서부터 출산 과정, 아이를 돌보는 일에 이르기까지 임신과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28:2-4 

과거부터 현재까지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역할과 책임이 어머니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기는 하나, 임신 

전 준비부터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매우 중요하다. 

 

	     33:6-7 태교는 임신부뿐만 아니라, 예비 아버지를 포함한 주위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 

 

	   

  34:2-9 

예비 아버지인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금연을 해야 한다. ...중략...특히 임신 초

기에는 유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남편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남편이 가사 노

동을 분담하는 것은 아내의 육체적인 피로를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아내에게 큰 안정

감을 줄 수 있다. 

 

	   
  36:3-5 

예전에는 산모가 분만할 때 남편의 참여가 불가능하였으나 요즘에는 남편이 분만실에 들어가 산모의 손

을 잡아 주거나 호흡을 같이하며 함께 분만에 참여하는 등 가족으로서 새 생명의 탄생을 함께 경험한다. 

 

	   
  37:9-11 

특히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은 산후 조리를 하는동안 산모에게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보이고 육아와 집안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39:2-4 

오늘날 부부가 평등하게 가족의 역할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산후 아버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남

편은 출산 후 심신이 지친 산모를 위로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39:4-5 또한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여 태어난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 

 

	   
  39:6-10 

사회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후 아버지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버지 역할의 지식

과 태도를 습득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후략. 

 

	   

  39:정보마당 

(부성 휴가)예전에는 자녀 출산에 따른 휴가가 여성에게만 주어졌으나 최근에는 남성에게도 휴가를 주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중략...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배우자 출산 간호 휴가제가 도입되어 

남성 직장인은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3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아버지인 남성도 가정

생활과 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49:2-4 

영아기는 부모와의 애착 관게를 통해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아이의 울음이나 신호

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여야 한다. 

 

	     49:10-11 (영아기)이 시기에 아버지는 영아기 자녀와 활동적이고 신체적인 놀이를 통해 영아의 인지 발달을 높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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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57:8-9 

부모는 아동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대해서 격려하고, 유아기까지와는 다른 양육 방식으로 

훈육해야 한다. 

 

	   
  57:13-15 

여성의 교육 기회와 사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양성평등 가치관이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족도 점

차 늘어나고 있다. 

 

	   
  57:22-27 

맞벌이 가족은 부부의 공동 역할 수행을 위한 양성평등적 가치관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 가족의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이 함께 협력하여 해소해야 한다. 특히 남편이 부인의 일을 존중하고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에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74:5-9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성별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나 기호,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

게 조절,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가족생활 문화도 부자 중심에서 부부 중심의 문화로, 남녀 

차별에서 양성평등의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77:24-78:2 

(서양 국가의 가족생활 문화)스웨덴에서는 동거 부부나 결혼한 부부나 가족 관계 및 제도적인 혜택에서 

차이가 없다. 출산 및 양육 정책에서 양성평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동거가 일반화되어 있

다. 

 

	   
  78:3-5 

(서양 국가의 가족생활 문화)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부부가 육아와 가사를 공동으로 책임지며, 자녀의 사회

화 역할도 똑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합리적 개인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 

 

	   
  78:7-9 

(서양 국가의 가족생활 문화)브라질을 비롯한 남아메리카 국가들 대부분은 가족 내 성 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남녀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도 구분 지으며, 자녀를 일찍 독립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78:11-13 

앞으로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의식이 더욱 확산되고, 가족 형태는 다양해질 것이며, 부부간에도 각자의 능

력과 상황에 따라 역할을 선택하고 분담하게 될 것이다. 

 
71고-학2 2010 23:9-11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

모는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3:20-22 

현대 사회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자녀 양육과 교육에 공동으로 참여하

고 있다. 

 
 

 
23:23-24:1 

부모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에 적합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

의 행동이나 성격에 큰 영향을 준다. 

 
 

 
31:15-17 

출산 장소와 출산 방법, 산후에 돌봐 줄 사람 등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이때 모든 준비는 남편과 함께함

으로써 부모로서의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한다. 

 
 

 
32: 표 I-3 (감통 분만의 종류)라마즈 분만-임신 중 남편과 함께 분만에 필요한 흉식 호흡법을 배우고, 분만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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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적극적으로 출산을 도와 산모에게 적절한 호흡과 심리적 위안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51:15-52:2 

맞벌이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 내에서 가족원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남편과 그 밖

의 가족은 가사 노동을 자연스럽게 분담하며,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하는 여성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며, 

 
 

 
52:5-9 

현재 국가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 전후의 일하는 여성에게는 산전후 휴가, 남편에게는 

출산 휴가를 주며,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66:29-67:3 

확대 가족에서의 남성 중심 가치관은 1991년 가족법에서 친족의 범위, 자녀에 대한 친권, 이혼, 상속 등

을 양성 평등의 원리에 의해 대폭 개정함으로써 가족의 중심이 가장에서 부부 중심으로 옮겨져 수평적이

고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게 되었다. 

 
 

 
67:4-7 

2008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가족 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호적 대신 가족 관계 증명서와 혼인 관

계 증명서가 생기고, 가문과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이 개인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가치

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67:10-13 

여성의 취업 증가와 민주적인 가치관의 확산으로 가족 내 연령과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이 상황과 개인

의 능력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바뀌면서 남편도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게 되었다. 

 
 

 
67:자료실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 가정 만들기) 아버지 출산 휴가제의 활성화 

 
 

 
68:19-20 

(세계의 가족생활)몽골은 유목 생활로 인해 가장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여 양성 평등 가족 체제를 이루고 있다. 

 
 

 
68:22-23 

(세계의 가족생활)베트남은 혈연, 거주 지역, 생산 등에 있어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으며, 주로 

가정의 대소사를 여성이 관리하여 지위가 높다. 

 
 

 
69:24-25 (세계의 가족생활)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며, 휴일은 가족과 함께 보낸다. 

 
 

 
71:29-31 부부는 공동의 책임하에 가사 노동이나 양육을 분담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71고-천 2010 22:5-8 

부부는 결혼을 하면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역할이 생긴다. 그러므로 서로

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의논하고 계획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에는 양

성평등 가치관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역할을 서로 공유하고 분담하는 추세이다. 

 
 

 
29:2-3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31:1-3 

과거에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주로 어머니가 전담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

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구분하기 보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분담하고 수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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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42:14-17 

태아에게는 어머니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부부의 역할을 조정하며, 세심한 관

심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44:6-9 

산모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중략...또한, 남편이나 

가족들도 함께 산모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 

 

	   
  

45:한 걸음 

더 나아가기 

(다양한 분만)라마즈 분만 - 남편이 분만에 참여함으로써 산모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부부

의 애정 관계도 돈독해지는 효과가 있다. 

 

	   
  

65:교실 밖 

풍경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육아를 지원해 주는 법적 제도로는 모성 보호 제도, 남녀 고용 평등법, 영유아 보육

법, 근로 기준법 등이 있다. 

 

	   
  80:9-12 

과거에는 성별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 남편이 경제적인 부양을 담당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담당하

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족의 상황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융통성 있게 역할을 분담하고, 가정생활을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84:12-13 

(세계 여러 나라의 가족생활 문화)미국-대부분의 가정생활은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육아와 가사 노동을 평등하게 분담하여 수행한다. 

 

	   
  85:11-15 

(세계 여러 나라의 가족생활 문화)스웨덴의 가족 정책은 양성의 평등한 역할 분담을 기초로 한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남성들도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85:교실 밖 

풍경 

(세계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 스웨덴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3시간 21분으로, 한국 남성들의 가사 노

동 시간 32분의 6.3배에 이른다. 

 

	   
  88:4-5 

(세계 여러 나라의 가족생활 문화)일본-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경제적으

로 대등한 능력을 갖추게 되고,  

 

	   
  89:9-11 

(세계 여러 나라의 가족생활 문화)베트남 여성은 결혼해서도 전업주부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성 역

할에 따른 구분이 거의 없어 가사 노동을 부부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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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 for father involvement in terms of gender equality by understanding 
how the role of father represented in the home economics textbook changed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gender-equal society. For this, the father 
involvement represented in the text, pictures, and illustrations in the home 
economics textbook were reviewed. In the course of review, the trend of 
change in father involvement relating to the change in the society was 
examined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change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This will provide the direction for father involvement in terms of gender 
equality suitable for the future society that the home economics shall deal 
with. Also, this will provide the basic guideline for the standard and 
educational contents for parental education in terms of gender equality for the 
revision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curriculum. 
  

For this, a total of 34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written 
based on the First to Seventh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as well as 
2007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were collected, and the content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text, supplementary 
materials, photos, and illustrations of the textbook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nalyzing home economics textbook. 
 

First, the home economics textbook based on the First ~ Third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1954~1981) suggested the division of labor 
based on traditional gender roles such as the father in charge of financial 
affairs as the breadwinner and the mother in charge of family affairs including 
household chores and child upbringing. The photos and illustrations during 
this period represented the father as a member of the family without further 
mentioning a particular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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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home economics textbook based on the Fourth ~ Fifth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1981~1992) maintained the traditional 
image of the father while the interest in and the reconsideration about father 
involvement emerged, and it also suggested gender equality and contents that 
demanded the change in the gender role oriented division of labor. The photos 
and illustrations during this period showed the father sharing the household 
chores for the first time.  
 

Third, the home economics textbook based on the Sixth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1992~1997) presented the father as the person 
equally responsible for child upbringing as the mother. However, it still 
implied the gender-based division of labor concerning household chores that 
there was a discrepancy between the gender-equal viewpoint promoted in the 
textbook and the description of the gender equality. The photos and 
illustrations during this period showed active role of the father in childcare 
and the sharing of household chores.  
 

Fourth, the home economics textbook based on the Seventh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 2007 Revised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1998~2012) emphasized the father involvement in child upbringing in 
particular. The textbook during this period showed roles of both parents 
crossing genders and suggested various contents related with gender equality 
with the aim to promote gender-equal society even further such as the father 
doing the housework and changing the work-oriented mind. The majority of 
photos and illustrations related with father involvement in the textbooks 
during this period showed the father fulfilling the role of child upbringing and 
continuously increasing role of the father in the family such as the division of 
domestic chores, happy family, and role in the local community.   
 

The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made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contents about gender 
equality or the description about father involvement in terms of gender 
equality has continuously increased in the home economics textbook. 
However, there were still some problems such as the mixture of gender role 
based division of labor in father involvement and temporary measure to cope 
with the demand of the society. The absence of consistent father involvement 
in the textbook can hardly expect students to become parents with gender-
equal viewpoint.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andard for 
teaching the roles of parents in terms of gender equalit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this must be clearly 
suggested in the curriculum. This requires a public sphere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experts and family life education experts.  
   
 parental education in terms of gender equality in the guidelin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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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ation of textbook and teacher’s guide in order to fully reflect the 
viewpoint of curriculum including a clear standard for parental education in 
terms of gender equality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home economics 
specified by the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in the textbook as well as 
the guidelines for teachers. Also, such guidelines shall be strictly applied to 
the textbook screening process.  
 

Third, a clear standard for parental education in terms of gender 
equality and the textbook reflecting the standard can be ineffective when the 
teacher does not effectively incorporate them in the class. In other words, 
effective parental education in terms of gender equality requires customized 
education which includes not only the contents of parental education but also 
the contents of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in the new paradigm such as 
home economics education philosophy and practical reasoning. Also, it 
require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o enhance the capacity to practice 
such contents and the exchange between teachers concerning the effective use 
of th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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