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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

정 구성을 해 한국과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과 달방법은

어떠한지 검토하고 시사 을 도출하여,‘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안

틀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 하여 집필된 학교 기술․가

정 교과서 7종과 6～8학년을 상으로 한 미국 교과서 4종의 내용요소,

서술방식,활동과제를 비교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23개의 내용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청소년의 개인내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소로는 발달,개성,유 과 환경,가치와

목표,자아정체감,자아존 감,자신감,정서,스트 스의 9개, 인 계

역에서는 사회성,역할,친구,의사소통,갈등해결,의사결정,필요와 욕

구,자원 리,우선순 의 9개,사회 역에서는 도덕성,독립심,리더

십,책임감,시민의식의 5개가 선정되었다.

이를 기 으로 한․미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교과서는 23개

의 내용요소 58%,미국 교과서는 90%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한편

미국 교과서는 의의 개념을 심으로 개하는 반면,한국 교과서는

지엽 인 개념을 정의하거나 략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에 임

워먼트 형성이라는 학습의 지향 없이 단순 암기를 한 내용요소로

락할 우려가 있었다.

한 한국 교과서는 미국에 비해 개인내 , 인 계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일부 내용요소들이 부족하거나 효과 으로 제시되지 못하

고 있었다.미국 교과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정 인 자아인식을

심으로 개하는 반면,한국 교과서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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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을 악하는 내용요소가 부족했다.아울러 미국 교과서는 다양한 사

회 계 속 건강한 인간 계를 형성하는 데 을 두는 반면,한국

교과서는 가족 계 속 의사소통 기술이나 갈등해결 략에 치우치는 경

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미 교과서 모두 사회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내

용요소를 가장 게 다루고 있었다.특히 한국 교과서의 경우 5개의 내

용요소 37%밖에 다루고 있지 못해,미국 70%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 으로 나타났다.임 워먼트 형성에 있어 특정 역에 편 되지 않고

세 역을 고르게 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과서는 독립심,리

더십,책임감,시민의식과 같은 사회 참여 내용요소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둘째,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 달방법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한국 교과서는 미국에 비해 개인수 의 임 워먼

트를 형성하는 Micro(기본) 이 보다 우세하 다.

교과서 서술방식을 검토한 결과,한국 교과서는 개인 인 노력에

을 둔 서술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조직수 의 서술은 8%로 미국 17%

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이 경우 미국 교과서

는 본문을 심으로 균형 있게 개하는 반면,한국 교과서는 주로 보충

자료에서 다루고 있어 자칫 수업 제외되거나 소홀해질 우려가 있었

다.

교과서 활동과제를 검토한 결과 역시,한국 교과서는 개인 인 문제해

결 활동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반면 지역사회와 연계하거나

로벌한 시각에서 근한 조직수 의 활동은 9%로 미국 23%에 비해 크

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한 미국 교과서는 인터뷰, 문가 청 등 장

에 직 참여하여 타인과의 극 인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조사

활동을 개하는 반면,한국 교과서는 주로 자신의 가정과 교실 속 경험

에서 생각을 어보게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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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정

구성을 해 한·미 교과서 비교분석 결과를 토 로 ‘청소년의 자기이

해’단원의 안 틀을 제시하 다.청소년의 Macro( 의의)임 워먼

트 형성을 해 비 으로 환할 것을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연계

하여 나타냈는데,변화의 주체인 청소년이 워를 인식하여 사회 공공의

역(public)까지 워가 확산되는 과정을 3개의 증가하는 원의 모형으로

표 하 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가정교과가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

을 통해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한국 교과서는 여 히 청소년을 주변인으로 인식하여 미성숙한

보호의 상으로 근하는 통 이 남아있어 의의 주제를 심

으로 이론과 기술을 단련시키는 학습에 치 하는 경향이 있었다.따라서

청소년이 개인의 자주성을 찾고 사회 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단원의 을 비 으로 환할 필요가 있

다.이를 해 교과서 집필 시 단원의 이 충분히 반 되도록 교육과

정 교과서 검정 지침에 비 의 내용요소를 구체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이러한 내용이 장까지 되기 해서는 비

의 철학이 내재된 수업 설계 로그램을 개발·보 할 필요가 있다.

둘째,청소년은 능동 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닌 변화의 주체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과서는 여 히 가정생활의 사 역에 그 범

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따라서 정 워의 사회 확산이라는

Macro( 의의)임 워먼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 공론의 장까지 확

하여 교과서를 집필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 교과서에 독립심,리더

십,책임감,시민의식과 같은 사회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내용요

소를 극 으로 반 해야 하며,지역사회에 한 심과 참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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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한 시각에서 근하는 서술방식과 활동과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본 연구를 통해 가정교과가 청소년의 임 워먼트를 체계 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과임이 확인되었다.따라서 가정과 교사는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비 을 함께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안 틀을 활용하

여 청소년 단원과 연계한 국단 교과 동아리 활동을 구축한다던지,

공동체 변화를 한 실천 로젝트 수업을 개발하는 등 교사들 간 공론

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청소년,임 워먼트,가정과 교과서,한국,미국

학 번 :2012-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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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사회는 세계화,정보화,다원화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 해

가고 있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도 역시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기성세 들이 성장해 왔던 사회보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청년들의 행복을 연구한 한민 외(2012)에 의하면 다른 연령 에 비

해 10 청소년들은 부정 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10년 국 청소년 기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의 가출,학교 퇴,약물남용,성매매,인터넷 련 비행,학교

폭력 집단 괴롭힘,임신과 낙태 등 청소년 문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수 이며,청소년 범죄자의 연령 한 낮아지는 연령

화 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문제시 하고 있다(배주미 외,2010).

청소년은 곧 성인으로 넘어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기를 형성해 가

야하는 요한 시기에 있다.따라서 진로문제,진학문제 등 스스로의 선

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자기 발견을 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

이 기를 극복해내야 정 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서 연,

1986).그 지 못한 경우 청소년들은 실의와 좌 에 빠져 자기가 설 자

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되어야 할 모습을 그려내지 못함으로써 심리

부 응 비행에 쉽게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김하연 외,1991).하지

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지나친 입시 주의 교육 속에서

과도한 학업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확립

하려는 시도보다는 무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순,김양

순,1999).

따라서 청소년이 이러한 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성공 으로 자신의

치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임 워먼트(empowerment)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임 워먼트는 상자를 문제 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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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심으로 으로써 그들이 가진 잠재 역량 자원을 인정하고,

그들 내외에 탄력성(resilience)이 있음을 제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다시 말해 임 워먼

트를 가진 청소년은 강한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스스로의 내재 역량을

키우고 커진 역량을 지각해서 자신의 가치 ,태도,행동 등을 스스로 변

화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집단과 조직으로 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희성,2002b).

그런데 사회구성원인 인간의 의식개 은 학교교육이라는 교육 수단

을 통해 가장 근본 이고 완 하게 실 될 수 있다.특히 가정교과는 청

소년을 가정생활의 주체로 하여 그들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단 를

가지고 있는 교과이다.왜냐하면 2009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가

정생활’ 역의 목표로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

생활 능력을 함양하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개인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

도를 기른다(교육과학기술부,2011,p.5).”고 명시되어 있으며,이에 따라

청소년의 이해,청소년의 생활,청소년의 자기 리를 단원으로 구성하

여 청소년의 자율 인 힘을 길러 수 있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가정교과가 청소년 단원을 심으로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이

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특히 교과서라는 텍스트를 통해 임 워먼트를 형성

하기 한 교육내용이 제 로 구 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왜

냐하면 교과서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향력을 끼치는 교수학습 도구로

국가의 교육이념과 시 의 정신,교과의 철학이 반 된 산물이기 때문이

다(윤 진 외,2010). 한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청소년 문제를 보이고

있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여 그 시사 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 까지 가정과교육을 청소년의 임 워먼트 에서 근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청소년 련 단원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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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이해’단원의 흥미도와 유용성을 연구하거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강조 을 심으로 ‘청소년의 자기 리’단원을 분석한 교과서 연구들(이

슬비,이연숙,2011;이연숙,2010),청소년 동기 유발 략의 용,셀

리더십 향상을 한 실천 문제 심 교육,창의 사고를 통한 문제해

결 등에 기 하여 청소년 단원의 교수ㆍ학습 과정안을 개발한 연구들(한

주,채정 ,2011;김은정,이연숙,2009;정옥분 외,2005)에 그치고 있다.

한편 가정과교육에 임 워먼트 개념을 도입한 연구로는 가정과교육의 미

래 발 략을 탐색한 박미정(2006)과 가정과 교사의 임 워먼트 측정

도구 개발 요구도를 분석한 박미정(2008)총 2편에 불과하다. 한

가정과교육에서 국제 비교를 통한 시사 을 찾는 연구로는 한국,미국,

일본, 국 4개국 가정과 교과서의 외형 특징과 목표 내용을 분석

한 연구(차미경,윤인경,1991),미국 지도안과 비교하여 의생활 역의

학습내용과 학습방법을 개발한 연구(이수희,신상옥,1997),한국과 일본

의 학교 가정과 교과서 녹색생활 교육내용을 분석한 연구(박미정 외,

2011)등 청소년 역을 상으로 그들의 내 잠재력을 기르는 것에 분

석 기 을 두고 교과서를 국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육을 청소년의 임 워먼트 에서 근

하여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교과서 검토를 통해 청소년 단원 본연

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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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목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

정 구성을 해 한국과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과 달방법은

어떠한지 검토하고 시사 을 도출하여,‘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안

틀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이를 해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교육 내용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기 으로 한․미 교

과서의 내용요소를 비교분석하 다. 한 교과서 서술방식과 활동과제

분석을 통해 교육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소년

단원의 안 틀은 가정교과에서의 청소년 단원 본연의 역할에 한 공

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으로 다루어질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한․미 가정과

교육내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한․미 가정과

교육내용 달방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둔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교육내용 선정 구성을 한

틀은 어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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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청소년과 임 워먼트

1)임 워먼트의 개념

임 워먼트(empowerment)는 두어 em에 power를 혼합시킨 단어로

“～에게 힘 는 권한을 주다.”혹은 “～에게 능력이나 자격을 부여한

다.”는 의미이다(김희성,2002b).미국 빈곤지역의 소외받고 억압된 계층

이 어떻게 사회구조 차별과 무력감(powerlessness)을 극복하고,민주

권리를 얻기까지 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워(power)를 갖

게 되는가에 한 Solomon(1976)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 워먼트는 정치,환경,사회,교육 등 여러 분야에

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데,비록 각 분야별로 서로 조 씩 다른 의미

를 갖긴 하지만 그 내면의 공통 은 워가 박탈된 사람의 능력을 이해

하여 자신들의 삶에 향을 주는 문제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

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힘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박원우,1997).

인간은 이와 같은 잠재된 힘을 찾아 심리 안정감과 자기효능감을 유지

시켜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이는 인 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을 발 시키고 더 나아가 정치 사회 인 측면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Zimmerman,1995;Bolton& Brooking,1996;

Parsons,1999).

다시 말해 임 워먼트는 개인 인 심리나 정신내 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내재화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해 비하며 환경을 극 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한다.임 워먼

트를 우리말로 번역한 ‘역량강화’는 임 워먼트의 와 같은 의미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제한 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임 워먼트’라는 용어를

그 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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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 임 워먼트의 요성

Brown(1978)은 비 에서 인간을 자주 ,비 ,창조 으로

사고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 책임을 지며,능동 으로 사회를 변

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따라서 청소년의 임 워먼트에 한

개념은 청소년을 수동 인 보호의 상으로만 여겨오던 통 인 에

서 벗어나,청소년도 내부의 힘을 찾아 자신의 삶과 환경을 바꿀 수 있

다는 비 을 용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김희성(2002a)은

청소년들이 임 워된다면 청소년기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자신

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 다.

구체 인 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임 워먼트가 청소년의 정

인 변화와 역량을 실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

다.고 험 청소년에 한 임 워먼트 실천 활동의 효과성,자기 통제감

과 같은 임 워먼트 형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성 에 미치는 정

향,빈곤지역 흑인 남학생의 우울함과 낮은 자존감 해소에 정치·사회

통제감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연구 등이 있다(Roberts-Grayetal.,

1999;Grossmanetal.,1992;Zimmermanetal.,1999;김희성,2002b재

인용).국내 연구에서도 임 워먼트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 비,소년

원 청소년의 사회복귀 응,스트 스 고 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학

생의 게임 독과 스트 스 감소에 효과 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김희

성,2002a;국 희,김극명,2008;이상 ,남 옥,2008;주애란,박인혜,

2010),이 게 결손이나 빈곤가정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학교 응에도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김 란,2006;유평수,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더 이상 청소년을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

주변인으로 인식하여 불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상으로 보는

에서 벗어나,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 신념을 강화하여 변화의 자

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 워먼트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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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내 임 워먼트 인 계 임 워먼트
정치․사회

임 워먼트

� 자기인식

� 자기수용

� 자기확신

� 자아존 감

� 권리소유감

� 자기효능감

� 자기주장

� 한계설정

� 베풀기

� 도움요청

� 문제해결

� 자원 근

� 조직에 참여

� 타인을 돕는 것으로 사회

환원에 기여

� 선거참여 에게

의견 표명

� 자신의 삶의 역에 한

통제력 행사

주:Parsons(1999;이경아 외 역 2002,p.401),Gutierrez,Parsons,& Cox(1998;김혜란

외 역 2006,p.20)의 표를 종합하여 제시함.

3)청소년 임 워먼트의 세 가지 역

임 워먼트는 환경 험이나 박탈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처한 개인

이나 집단이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과 능력을 인식하여 스스로 자율성과

통제력을 갖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이때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힘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하여 공동체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실천력까지 포함한다(박원우,1995).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내부

의 힘을 찾아 결과 으로 개인내 , 인 계 ,정치․사회 인 역에

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Zimmerman,1995;Bolton

& Brooking,1996;Parsons,1999).<표Ⅱ-1>은 세 가지 역의 각 하

요소를 나타낸다.임 워먼트는 이 세 차원을 모두 포 하는 범 한

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과를 평가할 때는 세 역 모두를 고

려해야 한다.

<표Ⅱ-1>임 워먼트의 세 가지 역

청소년의 임 워먼트 측정에 한 김희성(2002b)의 연구에서도 여러

연구결과를 조합하여(안범희,1985;Zimmerman & Zahniser,1991;

Bolton& Brookings,1998;Parsons,1999),<그림Ⅱ-1>과 같이 임 워먼

트를 세 역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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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처:김희성(2002b,p.106)

<그림Ⅱ-1>임 워먼트의 이론구조

김희성(2002a)은 임 워먼트의 세 역에 해 구체 으로,개인내

임 워먼트는 자기효능감 정 인 자기인식과 련이 있으며 자기수

용,자아존 감,권리의식,자아에 한 믿음을 포함한다고 하 다. 한

인 계 임 워먼트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데,자

기를 남에게 효과 으로 드러내기,내가 남에게 수 있는 것에 한

한계 설정하기,남으로부터 도움을 주고받기, 인 계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하기,자신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자원 동원하기를 포함하는 개념

이라 하 다.마지막으로 정치․사회 임 워먼트는 사회 이고 정치

인 환경에서 통제감을 발휘하기 해 행동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의

미하는 개념이라 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 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정 구성을 해,‘청소년의 자기이해’

단원이 개인내 , 인 계 ,정치․사회 임 워먼트 세 역을 모두

포 한 균형 있는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미 교과서를 심으로

살펴보고 청소년 단원의 안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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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정과교육과 임 워먼트

1)가정학과 임 워먼트의 련성

박원우(1997)는 개인 속에 이미 존재하는 그러나 미처 그 요성을 인

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규제나 통제에 의해 속박되어 있던

워를 키워주고 풀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 구성원 개개인의 워가

인식되면 그들이 속한 집단과 더 나아가 사회 조직의 역량이 증 되고

확산되므로(Zimmerman,1995;Parsons,1999),단순한 워의 이 이 아

닌 워의 창조,증 ,확산을 강조하 다.이를 <그림Ⅱ-2>와 같이 임

워먼트의 세 가지 수 과 으로 제시할 수 있다.

수 내용 임 워먼트(E)

개인

Self/IndividualEmpowerment

� 개인내 , 인 계 ,사회 E형성

� 개인 자신의 사고 변화와 역량 증

Micro

(기본)

E Meso

Macro

( 의의)

집단

GroupEmpowerment

� 타인 구성원의 역량 증

� 상호 권한 이 과 계 증진

( 범 )

E

조직

OrganizationEmpowerment

� 집단 E의 사회 조직 확산

� 제도/구조변화를 통한 E의 행동 정착

E

주:박원우(1997,p.125),박기찬,최병우(2001,p.114)의 그림을 종합하여 재구성 함.

<그림Ⅱ-2>임 워먼트의 세 가지 수 과

먼 개인의 자기 신뢰감을 바탕으로 개인내 , 인 계 ,정치․사

회 임 워먼트 세 역을 포 하여 자신의 사고 변화와 역량 증 를

이룬 개인수 임 워먼트에서 출발하여,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역량까지 키우는 집단수 의 개념으로 발 하고,이것이 조직 내

제도나 구조 문화를 변화시키는 조직수 까지 확 되는 개념이다.이

때 각 수 을 단계 으로 연결한 것이 인데,개인수 임 워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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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기본)E라고 할 때 개인과 집단수 을 포함한 것이 Meso( 범 )

E이며 개인,집단,조직수 의 임 워먼트를 모두 포함한 것을 Macro(

의의)E라고 할 수 있다.결과 으로 임 워먼트는 개인,집단,조직이

상호 독립 이기보다는 상호 발 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어느 한

수 의 변화(single change)가 아닌 의의 체 인 변화(system

change)를 요구한다(박원우,1997).

Macro( 의의)임 워먼트에 한 개념은 가정학의 개념 체계와 연

결해 볼 수 있다.<그림Ⅱ-3>은 가정학에서 바라보는 개인,가족,사회

의 계를 보여주는 틀로서,임 워먼트가 개인이 가진 주체 인 힘에서

출발하여 집단과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가정학 역시 개인과

가족을 변화의 주체로 보고 존하는 사회․경제․정치 체계가 제시한

사회 상과 이념 이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개인과 가족이 이를 변화

시켜 바람직한 조건으로 형성시켜나가는 개념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가정학과 임 워먼트는 개인을 능동 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변화의 주체자로 보았다는 에서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 세 행동체계:

 -의사소통적 행동

 -해 적 행동

 -기술적 행동

주.출처:Brown& Paolucci(1979,p.53;채정 외,2010재인용)

<그림Ⅱ-3>가정학의 개념 체계:변화의 주체자로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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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정과교육을 통한 임 워먼트의 형성

Freire(1970)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의 어떤 부분에서는 문가로서 자

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기술 능력을 갖

고 있다고 보고,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고 잠재력

이 개발됨으로써 임 워먼트가 실 될 수 있다고 하 다.박원우(1997)

도 임 워먼트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지속 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구성원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 다.이때 목표는 워를 주

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으로 자신과 구성원의 진보 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조직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보

았다(Harari,1994;박원우,1997재인용).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임 워먼트 에서 가정과교육을 연구한

Baldwin(1990)도 임 워먼트를 억압으로부터의 내 ,외 자유로 보는

Brown의 개념을 토 로 하고 있다.Brown(1988;Baldwin,1990재인용)

은 와해된 의사소통에 의해 힘과 지배의 구조가 가족의 삶의 질을 약화

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이성 인 성찰을 통해 사회에 당연하게 깔려있는

생각들 즉,사회의 진면목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따라서 임

워먼트는 편견,통찰과 지식의 부족,합리 인 의사소통에 제 로 참여하

지 못하는 무능력과 같은 사고와 행동의 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사

회·경제·정치 역에서의 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로 보았다.

이러한 임 워먼트의 개념을 기 로 Baldwin(1990)은 개인과 가족을

사회 변화를 이끄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보고,가족의 임 워먼트를

향상시키기 한 가정과교육 로그램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

다.첫째,자신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향을 미치는 사회 인 압력에

한 비 인 성찰을 격려해야 한다.둘째,가족 이슈에 한 반성 이고

비 인 화를 통해 자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셋째,공

공의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실천 문제해결 과정1)을 통해 사회에서 공

1)특정 상황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가(whatshouldbedone)에 한 문제해결

과정으로 기존의 믿음에 한 비 성찰,문제의 맥락과 배경 탐색,행동의 효과 검

토, 안의 탐색,도덕 이고 정당한 략 선택의 순으로 진행된다(Baldwin,1990,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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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어지는 일반화된 욕구를 이성 으로 단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넷째,우리 자신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력자로 인식해야 한

다. 력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속에

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한 이성 인 담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Baldwin은 가정과교육을 통해 인간의 자주성(autonomy)을

개발하고,비 이고 반성 인 성찰을 통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인식

하며 공론의 장(publicsphere)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의 임 워먼트를 형

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물론 이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어

렵더라도 가족과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해 가정과 교사들이 합심

하여 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더불어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개인의 임 워먼트를 형성하는 것은,개인

을 변화의 주체자로 보고 가족을 개 하고 사회를 개 한다(채정 외,

2010)는 가정학 본래의 성격과 비 을 충족시키는 것이며,이 모든 임

워먼트의 과정은 가정과교육을 통해 실 할 수 있다.본 연구는

Baldwin(1990)이 연구한 가족의 임 워먼트 청소년 시기의 임 워먼

트에 을 두고,가정과교육이 교육내용을 달하는 데 있어 개인수

의 변화가 아닌 의의 체 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한․미 교과

서를 심으로 살펴보고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안 틀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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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둔 교육내용 선정

구성을 해 이연숙(2010)의 교과서 분석 ‘특정 을 심으로

외국의 교과서와 국제 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용하여,한국과 미

국 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과 달방법이 어떠한지 양 ,질

으로 검토하 다.구체 인 연구 차는 <그림Ⅲ-1>과 같다.

<그림Ⅲ-1>연구 차

1.분석 상과 분석단원

1)분석 상

분석 상 교과서는 한국의 경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 하여 집

필된 학교 기술․가정 12종의 출 사 ,사용 빈도가 높고 시장 유

율이 5%이상인 교과서 7종을 선정하여 ‘가정생활’ 역만을 분석하 다.

미국은 Family& ConsumerSciences분야 한국과 유사하게 인간발

달과 가족,의생활,식생활,주생활 등 가정학 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comprehensive) 에서,주로 6～8학년을 상으로 한 최신

교과서 4종을 임의로 선정하 다.한국 교과서가 기술․가정1과 2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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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no 교과서명 출 사 기호 자 연도

한국

1 학교 기술․가정1,2 (주)천재교육 CJ1 이춘식외10 2013

2 학교 기술․가정1,2 (주)천재교과서 CJ2 최유 외10 2013

3 학교 기술․가정1,2 원교재사 WK 김기수외15 2013

4 학교 기술․가정1,2 두산동아(주) DS 정철 외15 2013

5 학교 기술․가정1,2 (주)비상교육 BS 김지숙외11 2013

6 학교 기술․가정1,2 (주) 성출 사 GS 조강 외13 2013

7 학교 기술․가정1,2 (주)지학사 JH 최완식외11 2013

미국

1 ApplyingLifeSkills Glencoe/McGraw-Hill AL
Eubanks&

Kelly-Plate
2010

2 BuildingLifeSkills Goodheart-WillcoxCo BL
Liddell&

Gentzler
2008

3
TeenLife!:

Living/Learning/Caring
Goodheart-WillcoxCo TL

Dunn-Strohec

ker& Tippett
2008

4 YoungLiving Glencoe/McGraw-Hill YL Clayton 2000

주:한국 교과서의 기호는 학교 기술․가정1을 나타내며 기술․가정2의 경우

‘기․가2:WK’의 방식으로 표기함.

리된 것에 비해,미국 교과서는 학년 구분 없이 한권의 책으로 500페이

지 이상의 두꺼운 하드커버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한 교육과정이 개정

될 때마다 교과서가 수시로 바 는 한국과는 달리,미국은 교과서 검정

제도가 없어 다수의 교과서가 큰 규제와 개정 없이 수년간 지속 으로

출 된다.이에 미국의 모든 교과서를 집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

이 있지만 그 공통 이나 특징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분석 상이 된

교과서 목록은 <표Ⅲ-1>과 같다.

<표Ⅲ-1>분석 상 교과서 목록

2)분석단원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교육내용 선정 구성의 시사 을

찾기 해,한국 교과서는 학교 기술․가정1 단원 ‘Ⅰ.청소년의

이해’와 ‘Ⅲ.청소년의 자기 리’를 주요 분석단원으로 하 다.왜냐하면

이 단원은 등 교육과정에서 청소년 시기를 가장 먼 직 으로 다루

고 있으며 단원의 성취기 을 살펴보면,“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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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과서명 단원명

한국

학교 기술․가정1

Ⅰ.청소년의 이해

1.청소년의 발달

2.청소년의 성과 친구 계

Ⅱ.청소년의 생활

Ⅲ.청소년의 자기 리

1.청소년의 시간․스트 스

2.청소년의 소비생활

3.청소년의 복지서비스

학교 기술․가정2

Ⅰ.가족의 이해

1.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2.가족 계와 의사소통

Ⅱ.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Ⅲ.진로와 생애설계

해를 바탕으로 ...( 략)...자립 인 삶을 할 수 있는 기본 인 능력

을 기른다(교육과학기술부,2011,p.7).”와 같이 명시되어,다른 단원에 비

해 청소년의 자주성과 내 역량 강화라는 임 워먼트 개념에 가장

하게 근하고 있기 때문이다.단,‘청소년의 성’단원은 미국 교과서에서

는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이며,‘Ⅱ.청소년의 생활’단원은 효율 인

의․식․주․소비생활 리 략에 집 되어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

다. 한 기술․가정2 단원 ‘Ⅰ.가족의 이해’에서 ‘의사소통’단원

을 분석 상으로 추가하 다.왜냐하면 인 계 임 워먼트에 해당하

는 일부 내용요소들이 미국 교과서는 청소년 인간발달 단원에 포함되

어 있지만 한국 교과서는 가족 단원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2).

이와 같은 분석단원 선정 방식에 기 하여 미국 교과서도 청소년을

상으로,한국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을 <표Ⅲ-2>와 같이 분

석 상으로 하 다.이 게 분석범 로 선정된 단원들을 통칭하여 본 연

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이라 새롭게 명명하 다.

<표Ⅲ-2>교과서 분석단원명

2)이에 한 설명은 Ⅳ.연구결과 논의(pp.38-43)에서 구체 으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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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과서명 단원명

미국

ApplyingLifeSkills

Ⅰ.YouandYourWorld

1.LearningAboutYourself

2CharacterDevelopment

Ⅱ.ExploringCareers

Ⅲ.BuildingRelationshipSkills

1.Communicationwithothers

2.ConflictResolution

3.YouandYourPeers

BuildingLifeSkills

Ⅰ.LearningAboutYourself

1.GrowingandChanging

2.YourPersonality

3.ChallengesYouFace

4.CommunicatingwithOthers

5.YourFamily

6.YourFriends

Ⅱ.ManagingYourLife

1.GettingReadytoManage

2.ManagingYourResources

3.ManagingTime,Energy,andMoney

TeenLife!:

Living/Learning/Caring

Ⅰ.YouandOthers

1.LearningAboutYou

2.LearningAboutChildren

Ⅱ.You-aManager

1.MakingDecisions

2.ManagingDailyLiving

3.ManagingYourLivingSpace

4.LivingforTomorrow

YoungLiving

Ⅰ.PersonalDevelopment

1.TheUniqueYou

2.EverydayLivingSkills

3.StepstoSuccess

4.Careers

Ⅱ.Relationships

1.YourFamilyandFriends

2.UnderstandingandCaringforChildren

주:분석 상이 된 단원은 음 처리하 으며,미국 교과서 의식주 단원명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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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과 달방법을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두고 비교분석하 다.왜냐하면 단

순히 교과서의 외형 특징이나 역 구성 비율 등 외 기 에 의한 분

석만으로는 교과서의 질 개선을 한 시사 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수희,2010).교과서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즉,각 교과의 핵심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되어 있다(백남진,2008).따라서 교과서 내용요소

를 검토하는 것은 해당 단원의 지향 을 악하는 데 가장 기 가 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 교과서는 학습 에 의해 매개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요소일지라도 어떠한 을 선택하여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른 성격의 교과서가 만들어진다(김왕근,2003).다시 말해 교육내용

이 어떠한 에 따라 서술되고 활동과제로 제시되는 가는,이를 텍스

트로 한 교사의 의식에 향을 미치게 되며 체 인 수업의 방향이 달

라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이라는 교육목표 달

성을 해 교과서의 내용요소,서술방식,활동과제를 질 으로 검토하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석 상이 된 교과서 구성체제의 국가별 명칭은 <표Ⅲ-3>과 같으며

분석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가정과 문가 3인(교수 2

인,박사과정 등 가정과 교사 1인)의 검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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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교과서

구성체제

교과서에 제시된 국가별 명칭

한국 미국

교육

내용

내용

요소

키워드

볼드체로 표기된 용어,

알기 쉬운 용어,핵심용어,

용어사 ,새로 나온 용어

ContentVocabulary,

WordstoKnow,

New Words

색인 찾아보기 Index

달

방법

서술

방식

본문 본문 내용 본문 내용

그림 사진 부연 설명 부연 설명

보충자료

더 알고 가기,이야기 여행,

그림으로 여는 세상 이야기,

교과서 밖의 세상(CJ1);지

식 더하기,생활 속 가정 이

야기,생생 이야기속으로(CJ

2);Q&A(WK);들여다보기,

생활 속 가정(DS);생각 주

머니,생생한 정보통,보충학

습(BS); 생각과 실천(GS);

더 나아가기,지식창고(JH)

How To,SucceedinSchoo

l,Health& WellnessTips,

Community Connections(A

L);LifeView,TrySomethi

ng New(BL);Caring(TL);

Tipsforliving,SkillsinA

ction(YL)

활동

과제
학습활동

생각의 창,열린 교실,생활

속 문제해결하기(CJ1);생각

열기,활동시간(CJ2);생각열

기,학습활동,문제해결활동

(WK);활동 (DS); 한

생각열기,스스로 탐구활동,

체험활동, 생활 쓰기(BS);

생각 키움터,창의체험활동,

수행평가, 문제해결활동(G

S);생각열기,창의쑥쑥,배

움실천 로젝트,더나아가

기(JH)

WritingActivity,TakeCharg

e,How ISeeIt,AcademicS

kills,Family& CommunityC

onnections(AL);Expressyour

Creativity,ThinkMoreAbout

It,GetInvolved,WorldView

(BL);Action,LifeSkillsinA

ction(TL);TeensMaking A

Difference,Friends& Family,

GlobalView,Family& Com

munity,Building aPortfolio,

ApplyingConcepts(YL)

<표Ⅲ-3>한․미 가정과 교과서의 구성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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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Parsons의 하 요소 교육 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의

개인

내

임 워

먼트

� 자기인식

� 자기수용

� 자기확신

� 자아존 감

� 권리소유감

� 자기효능감

자신에 한 이해, 정 인 자기인식과 믿음,

개인의 강 확립,내 능력에 한 확신,목표

달성을 한 노력,도 하려는 의지,자주성 기

르기,정서 안정,스트 스 해소,권리를 가

졌다는 느낌 갖기

인

계

임 워

먼트

� 자기주장

� 한계설정

� 베풀기

� 도움요청

� 문제해결

� 자원 근

이웃에 한 심,사회성 향상,타인의 입장에

서 이해하고 의견 받아들이기,자신의 의견이

나 감정 효과 으로 표 하기,타인으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기,원활한 의사소통,민주

의사결정,갈등해결능력 형성,보다 나은 문제

해결 략 학습,목표달성을 해 내가 가진 자

원을 악하고 활용하기

정치

사회

임 워

먼트

� 조직에 참여

� 타인을 돕는 것으로

사회 환원에 기여

� 선거참여 에게

의견 표명

� 자신의 삶의 역에

한 통제력 행사

도덕 지향 을 가지고 사회 행동하기,지

역사회 문제인식 리더십 발휘,자신을 억압

하고 있는 사회 모순을 인식하고 이성 으로

성찰하기,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 체 목표

를 인식하고 책임감 갖기,사회 환경에 한

통제력을 행사하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

동 취하기

주:좌측은 <표Ⅱ-1>에서 설명한 하 요소이며 편의상 Parsons의 하 요소라 명명함.

1)교육내용 분석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보

기 해 다음과 같이 네 단계를 거쳐 분석기 을 정하고 교과서의 내용

요소를 검토하 다.

1단계:Parsons(1999)는 임 워먼트를 개인내 , 인 계 ,정치․사

회 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 요소를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김희성(2002a),김성이 외(2004),Baldwin(1990)의 임 워먼트 개념과 안

범희(1985),Bolton& Brookings(1998),Peterson,etal.(2006)의 임 워

먼트 척도문항 분석을 통해,각 역에서 교육 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의 를 <표Ⅲ-4>의 우측과 같이 구체화하 다.

<표Ⅲ-4>임 워먼트 세 역별 교육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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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와 같이 개인내 임 워먼트는 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능력

을 인식하여 정체성을 발견하는 내용으로, 인 계 임 워먼트는 인

간존 을 기 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정치·

사회 임 워먼트는 자신의 삶의 자율성과 통제력을 갖고 공동체의 변

화를 꾀하는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다.

2단계: 의 내용을 가정교과의 특성에 맞는 내용요소로 재구성하기

해 먼 ,한․미 학교 가정과 교과서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키

워드와 색인으로부터 내용요소를 모두 추출한 후,공통 으로 빈출하는

내용요소를 하나로 취합하 다.이때 키워드는 단원을 구성하는 요한

소재나 제재를 의미하며,색인은 교과서 마지막 장에 ㄱㄴㄷ(ABC)순서

로 표기되어 있었다(<표Ⅲ-3>참조).

3단계 :2단계에서 추출한 가정과교육 공통 내용요소를 <표Ⅲ-4>를

거로 하여,임 워먼트 세 역에 해당되는 내용요소로만 선정하여 분

류하 다.

4단계 :3단계의 연구결과를 분석기 으로 하여,한․미 교과서에서 각

내용요소의 포함여부를 교과서별로 체크하여 체 인 경향을 살펴보았

다.

2)교육내용 달방법 분석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 달방법이 어떠한

지 살펴보기 해 다음과 같이 네 단계를 거쳐 분석기 을 정하고 교과

서의 서술방식과 활동과제를 검토하 다.

1단계 :박원우(1997)는 임 워먼트를 개인,집단,조직의 수 을 모두

연결하는 개념으로 보고,상호 독립 이기보다는 상호 발 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본 연구에서는 <그림Ⅱ-2> 임 워먼트의 세 가

지 수 과 을 토 로,가정과교육에서 청소년 임 워먼트 형성을

한 을 <표Ⅲ-5>와 같이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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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우(1997) 본 연구자의

Micro

� 기본 임 워먼트

� 개인수

� 개인의 자기 신뢰감을 바탕으로 자

신의 사고변화와 역량증

� 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발달에

을 두고 임 워먼트를 형성하는

Meso

� 범 임 워먼트

� 개인수 +집단수

�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타인의

역량증

� 개인 인 노력뿐만 아니라,타인과

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

는 향을 고려하여 임 워먼트를

형성하는

Macro

� 의의 임 워먼트

� 개인수 +집단수 +조직수

� 조직 반에 확산되어 조직 내 제도

구조,문화를 변화시킴

� 개인의 노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사회 참여가 개인의 발달에 미

치는 향을 고려하여 임 워먼트를

형성하는

수 서술방식

분석기

활동과제

분석기

개

인

개인 스스로의 노

력과 발달에

을 둔 서술방식

폭넓은 독서와 다양

한 경험,꾸 한 학

습을 통해 지 능

력을 향상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개인 스스로의 노

력과 문제해결에

을 둔 활동과

제

취미,자원,성과물

등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모아 포트

폴리오로 제작해본

다.

집

단

타인에 한 존

과 상호작용이 개

인의 발달에 미치

는 향을 고려한

서술방식

다른 사람의 나에

한 견해와 인정

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

이 된다.

가족 친구 등과

연계하여 구성원간

의 상호작용을 극

화한 활동과제

부모님 혹은 다른

어른들은 10 에

어떤 경험을 했는

지 화를 통해 알

아본다.

조

직

사회 심과 참

여가 개인의 발달

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서술방식

지역사회 사활동

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감과 지도력을

향상하고 진로 탐

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역사회에 심을

갖고 참여하며 사

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강조한 활

동과제

자신의 학교나 지

역사회를 변화시킬

장기목표를 세우고

로젝트를 계획하

여 실천한다.

<표Ⅲ-5>임 워먼트 형성을 한 세 가지

2단계 : 의 내용을 교과서 서술방식 활동과제와 연계하여 다음

<표Ⅲ-6>과 같이 구체 인 분석기 을 정하 다.

<표Ⅲ-6>서술방식과 활동과제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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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교과서별로 <표Ⅲ-6>을 기 으로 하여 해당되는 서술방식과 활

동과제가 있는지 확인하 다.이때 분석 단 는 서술방식의 경우 한 문장일

수도 있고 동일한 주제를 심으로 한 단락을 구성한 경우도 있었다.만약

한 단락 속의 여러 문장이 같은 수 에서 모두 서술되었다면 하나의 단

로 간주하 다.하지만 개인,집단,조직 몇 개의 수 에서 서술되었다면

개별 단 로 간주하 다. 를 들어 CJ1교과서 17쪽의 ‘정 인 신체상을

형성하기 한 태도’에서는 세 개의 문장 모두가 개인 스스로의 노력에 해

당되므로 ‘개인수 ’이라는 하나의 단 로 간주하 다.반면,21쪽 ‘도덕성

발달을 한 방법’에서는 하나의 주제이긴 하지만 각각의 문장이 개인의 노

력,타인과 사회의 향을 모두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각각을 분

석 단 로 하 다.이는 활동과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용하 다.

분석 범 는 서술방식의 경우 본문과 더불어 보충자료와 그림 사진에

한 부연 설명 등 본문의 이해를 돕기 한 내용 모두를 포함하여 분석하

다.활동과제의 경우 교과서의 도입부터 단원 마무리까지 모든 학습활

동을 상으로 하 다(<표Ⅲ-3>참조).단,한두 형식의 짧은 질문에

한 어보기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한 과제수행 방법에 따라 일상의 경

험이나 가상의 사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도출하는 ‘경험’활동과 장조

사,인터뷰,각종자료 속에서 시사 을 발견하는 ‘조사’활동,2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3).

4단계 :3단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Ⅲ-5>를 거로 한․미

교과서의 교육내용이 어떠한 에서 달되었는지 그 경향을 검토해보았

다. 를 들어 교과서가 개인,집단,조직의 수 에서 균형 있게 서술되었다

면 Macro( 의의) 에서 집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임 워

먼트 세 수 별 서술방식과 활동과제의 표 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

을 찾아보았다.

3)이수희,신상옥(1997)은 ‘학습자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의 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수행 방법에 따라 활동과제를 분석하 다.가정에서 이 경험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정에서 지속 인 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장조사·실습

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제,가상으로 상황을 설정해서 해보는 과제 등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크게 ‘경험’과 ‘조사’라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활동과

제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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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논의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과

달방법은 어떠한지 악하기 해,한․미 학교 가정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했다4).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교육내용 선정과 구성을 한 틀을 제시하 다.

1.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보

기 해,Parsons의 임 워먼트 세 역을 토 로 가정과교육에 합한

내용요소를 선정하고 그 기 에 비추어 한․미 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요소를 비교분석하 다.

1)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교육 내용요소

선정

Parsons(1999)는 임 워먼트를 개인내 , 인 계 ,정치․사회

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 요소를 제시하 는데 이를 가정교과의 특성

에 맞는 내용요소로 재구성하기 해,우선 한․미 가정과 교과서 ‘청소

년의 자기이해’단원의 키워드와 색인으로부터 내용요소를 모두 추출하

다(<부록 1>교과서별 내용요소 참조).이 공통 으로 빈출하는 내

용요소만 취합한 결과는 <표Ⅳ-1>과 같다.

한국과 미국 교과서의 내용요소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한국 교과서

는 출 사별로 단원명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체 으로 청소년기

신체 ,인지 ,정서·사회 발달 특성의 이해, 정 자아존 감과 자

아정체감 형성,우정에 한 이해와 건강한 친구 계 형성,시간 스트

4)본 연구는 미국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 을 얻는 연구이므로,교과서 분석 시

의미 있는 문장은 가능한 어 원문을 병기하여 뜻을 분명하게 하고 추후 교과서 집

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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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통 내용요소

한국

청소년기 신체발달(성장 등,2차 성징,성장의 개인차),청소년기 인지발달(가

설 ·추상 ·조합 ·자기 심 사고),도덕성,정서,사회성,성역할(심리 양

성성),자아정체감,자아존 감,친구(우정,이성교제), 래(동조),

시간(자원, 리단계),생활시간분류(생리 ·노동·여가생활시간),스트 스(종류,

리방법),청소년복지(의미,필요성),청소년 련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

원법),청소년복지서비스(상담,교육문화·자원 사·수련활동지원,특별지원 상

청소년서비스),의사소통(언어 ,비언어 ), 극 경청,나 달법,가족 갈등

미국

adolescence(청소년기),development(발달),personality(개성),heredity(유 ),

environment(환경),emotion(정서),stress(스트 스),value(가치),goal(목표),

self-concept(자아개념),self-esteem(자아존 감),self-confidence(자신감),

resource(자원),management( 리),priority(우선순 ),procrastination(미루기),

decision making(의사결정), needs(필요), wants(욕구), alternatives( 안),

evaluate(평가),consequences(결과),communication(의사소통),bodylanguage

(몸짓),Activelistening( 극 경청), assertiveness(자기주장),stereotype(고

정 념), prejudice(편견), conflict resolution(갈등해결), respect(존 ),

compromise(타 ),roles(역할),friends(친구),peerpressure( 래압력),

independence(독립심),leadership(리더십),responsibility(책임감), citizenship

(시민의식)

주:한국 교과서 7종 5종,미국은 4종 3종 이상에서 공통 으로 빈출하는 내용

요소로만 취합함.

스 리를 통한 자신의 생활환경 개선,청소년 복지 서비스 탐색

활용,바람직한 의사소통 가족 갈등해결을 통한 가족 계 향상에

한 내용을 심으로 유사하게 개되고 있었다.

한편 미국 교과서는 유 과 환경으로부터 습득되는 개인의 고유한 특

성에 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탐색하고 자아개념

을 형성하는 것,자신이 가진 자원을 악하고 리하는 방법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여 최선의 단을 하는 의사결정과정에 한 학습,자신의

사회 역할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통해 타인과의

책임 있는 계와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내용을 심으로 개되고 있었

다.

<표Ⅳ-1>‘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한․미 내용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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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개인내

임 워먼트

인 계

임 워먼트

사회

임 워먼트

가정과교육

내용요소

발달

개성

유 과 환경

가치와 목표

자아정체감

자아존 감

자신감

정서

스트 스

사회성

역할

친구

의사소통

갈등해결

의사결정

필요와 욕구

자원 리

우선순

도덕성

독립심

리더십

책임감

시민의식

주:정치․사회 임 워먼트에서 정치 인 부분은 가정과교육의 범 를 넘어서는 개

념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 으며,앞으로 역의 구분을 사회 임 워먼트

로 명명함.

이와 같이 추출한 공통 내용요소를 <표Ⅲ-4>를 거로 하여,임 워

먼트 세 역에 해당되는 내용요소로만 선정하여 분류한 결과는 <표Ⅳ

-2>와 같다.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교육 내용요소는

총 23개로,개인내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내용요소로는 발달,가

치와 목표,자아정체감 등 9개가 있었으며, 인 계 임 워먼트를 형

성하기 한 내용요소로는 사회성,의사소통,갈등해결 등 역시 9개의 내

용이 있었다. 한 사회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내용요소로는 도

덕성,리더십,책임감 등 5개가 선정되었다.

<표Ⅳ-2>청소년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교육 내용요소

<표Ⅳ-2>는 <표Ⅳ-1>의 국가별 공통 내용요소 서로 련된 내용

요소들을 상 개념으로 묶어 분류한 것인데,각 내용요소에 한 의미

하 개념들을 정리하면 <표Ⅳ-3>과 같다.

각 역별 내용요소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째,개인내 임 워먼

트는 정 인 자기인식을 기르는 것과 한 련이 있는데 이는 가정

과교육에서 발달,개성,유 과 환경,가치와 목표,자아정체감,자아존

감,자신감,정서,스트 스라는 내용요소로 다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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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용요소 의미 하 개념

개인내

임 워먼트

발달
신체 발달(성장 등,2차성징),인지 발달(추상 ,

자기 심 사고)

개성
타인과는 다른 외모,사고,행동으로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특성

유 과 환경 유 (부모로부터 선천 ),환경(가정,이웃,학교 후천 )

가치와 목표 자신의 삶에서 옳고 그르며 요한 것

자아정체감
자신의 치와 역할,신체특성,능력,욕구,가치를 정

확히 인식하는 것,‘자아개념’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

자아존 감 자기 존재에 한 느낌

자신감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

정서 기쁨,사랑,슬픔,분노,불안 등의 감정,정서조 방법

스트 스 신체 심리 긴장 상태,스트 스 종류 리 방법

인 계

임 워먼트

사회성
타인과 계를 맺고 응해 가는 특성,‘사회 발달’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

역할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행동하는 방식,성역할 포함

친구 우정,이성교제, 래압력,동조

의사소통
언어 비언어 의사소통,몸짓, 극 경청,자기주

장,나 달법,고정 념과 편견 극복

갈등해결 가족 갈등,갈등해결,존 ,타

의사결정
문제인식, 안 마련,최선의 선택,행동,결과 평가의

과정

필요와 욕구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필수 비필수 요구

자원 리
필요와 욕구 충족을 해 사용되는 자산을 리하는

것,자원의 종류,시간 자원, 리 단계 포함

우선순 일의 요도를 악하여 정하는 것,미루지 않음

사회

임 워먼트

도덕성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능력,‘윤리 ,도덕 발달’

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

독립심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자립’도 동일한 의

미로 간주

리더십
공동의 목표 달성을 해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지

도력’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

책임감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시민의식
공동체 이슈에 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는 것,‘공동체

의식’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

주:필요와 욕구는 가치,목표와 련하여 자신을 이해하기 한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과 자원 리를 할 때 선택의 기 가 되므로 인

계 임 워먼트를 기르기 한 내용요소로 분류함.

<표Ⅳ-3>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소별 의미 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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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발달(development)’에는 신체 ,인지 ,정서 ,사회 발

달이 있다(During adolescence,you can expectto experience four

majortypesofchangesasyougrow anddevelop.Thesearephysical,

intellectual,emotionalandsocialchanges.BL,p.3;GS,p.11).본 연구

에서는 발달이라는 개념을 성장 등,2차성징과 같은 신체 발달과 추

상 사고,자기 심 사고와 같은 인지 발달에 한정하 으며,정서

사회 그리고 도덕 발달은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개성

(personality)’은 “ 를 고유하게 만드는 특성들의 묶음이다(Personality

ismadeupofthegroupoftraitsthatmakesyouunique.TL,p.13).”

와 같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 (heredity)’ 특징과 가정,이웃,학교

와 같은 ‘환경(environment)’에 의해 후천 으로 습득된 타인과는 다른

외모,사고,행동을 말한다.‘가치(value)’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며 요한지 아는 것(Values,ideasaboutrightandwrong and

aboutwhatisimportantinyourlife.YL,p.55)으로,삶의 ‘목표(goal)’

를 세우고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을 의미

한다.‘자아정체감(self-identity)’은 자신의 치와 역할,신체특성,능력,

욕구,가치에 해 정확히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한 정의를 내

리는 것(CJ2,p.22)으로 한․미 모두 정 자아정체감 형성을 청소년기

요한 발달과업으로 다루고 있다.단,미국 교과서는 4종 모두 자아정체

감 신 정신 자아상(mentalimage)인 ‘자아개념(self-concep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자아개념

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여 교과서를 분석하 다. ‘자아존 감

(self-esteem)’은 자기 존재에 한 느낌(How you feelaboutyour

self-conceptiscalledself-esteem.TL,p.16)으로 자아개념이 자신에

한 인지 측면이라면 자아존 감은 감정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BS,p.23),이들은 자신감에 향을 미치는 개념이다(Havingapositive

self-conceptandgoodself-esteem createsself-confidence.TL,p.16).

‘자신감(self-confidence)’은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faith in your

abilities.YL,p.19)으로 성공 경험에 의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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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사랑,

슬픔,분노,불안 등의 감정 상태(CJ1,p.22)로 청소년기 불안정한 정서조

방법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스트 스(stress)’는 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느끼는 신체 ,심리 긴장 상태로 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을 말하는데(CJ1,p.132;Stressisthementalor

physicaltensionyoufeelwhenfacedwithchange.Itisanaturalpart

ofeverydayliving.BL,p.30),자신의 스트 스 원인을 악하여 정

혹은 부정 스트 스를 잘 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한 내용이다.

둘째, 인 계 임 워먼트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르는 것과

한 련이 있다.이는 가정과교육에서 사회성,역할,친구,의사소통,

갈등해결,의사결정,필요와 욕구,자원 리,우선순 라는 내용요소로 다

루어 질 수 있다.각 내용요소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사회성(sociality)’

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과 계를 맺고 응해 가는 특성

을 말한다(DS,p.14).단,미국 교과서의 경우 사회성 신 사회 발달

(socialdevelop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AL,BL,TL),청소

년기는 사회 발달을 통해 계의 범 가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성

이 발달하게 된다(BS,p.20).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과 사회 발

달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여 교과서를 분석하 다.‘역할(roles)’은 타인

과 상호작용할 때 행동하는 방식(A roleisthewayyoubehavewhen

youinteractwithanotherperson.YL,p.8)으로,한 개인이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개념이다.‘친구(friends)’

란 서로에 한 믿음과 존 을 바탕으로 즐거움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동반자(JH,p.37)로서,청소년기 친구 계의 요성을 이해하고 동

성과 이성 친구 간의 우정을 맺고 유지하는 방법 부정 인 래압력

에 처하는 방법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인 계를 강화하는 가치 있는 기본기술이다(Goodcommunicationis

thefoundationofstrongrelationshipsandavaluableskill.AL,p.137).

따라서 언어 비언어 의사소통의 종류, 극 경청의 요성, 정

인 방식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요령,고정 념과 편견이라는 장애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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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는 기술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갈등해결(conflictresolution)’에

서 갈등은 다양한 사람들 간에 올바르지 못한 의사소통 등이 원인이 되

어 인 계에서 의견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함을 의미하는데(Conflicts

aredisagreementsorproblemsinarelationship.BL,p.50),상호간의

존 이나 타 과 같은 해결방법에 한 내용까지 포함한다.‘의사결정

(decisionmaking)’은 문제를 인식하고 안을 마련하며 필요와 욕구를

고려한 최선의 선택을 한 후,행동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YL,p.67).이때 ‘필요(needs)’란 의식주,안 ,소속감

등 인간의 생존과 웰빙을 해 가장 기본 으로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며

(A need is one ofthose things essentialto yoursurvivaland

well-being.AL,p.47),‘욕구(wants)’란 필수 이지는 않지만 갖고 싶은

것(Somethingyoudesire,eventhoughitisnotessential,isawant.

AL,p.47)으로,친구나 고 등의 요인에 의해 자신의 의사결정에 강력

한 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자원 리(resourcemanagement)’에서

자원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해 사용되는 자산(Resources

areassetsthatcanbeusedtomeetneedsandfulfillwants.TL,

p.125)으로,목표를 달성하기 해 자원 리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

다.따라서 자원의 종류를 이해하고,특히 시간자원을 리하는 방법,일

의 요도를 악하여 ‘우선순 (priority)’를 정하는 것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사회 임 워먼트는 사회 행동에 참여하는 것과 한 련

이 있다.이는 가정과교육에서 도덕성,독립심,리더십,책임감,시민의식

이라는 내용요소로 다루어 질 수 있다.각 내용요소를 구체 으로 살펴

보면,‘도덕성(morality)’은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고,옳고 그른 것을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GS,p.14).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단하고 행동하게 되면서 도덕성이 발달하게 되므로(CJ1,p.21),

도덕성 신 도덕 발달(moraldevelopment,AL)혹은 윤리 (ethics,

T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 다.‘독립심

(independence)’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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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는 것(Peoplewhohaveachievedindependencearethosewhoare

responsiblefortheirownactions.Independentpersonsareincontrolof

theirlives.BL,p.11)을 의미하는데,자립이란 용어를 사용한 경우(CJ1,

GS)도 동일하게 간주하 다.‘리더십(leadership)’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

기 해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Leadershipisthedirection from the

leaderthathelpsagroupaccomplishitsgoals.YL,p.39)으로 이때 리더

는 자원 리,의사소통,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최선의 목표 달성과 올바

른 행동에 가치를 두고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한국 교과서에서 지도

력이라 표 한 경우(CJ2,WK)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 다.‘책임감

(responsibility)’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Responsibility

meansyouareaccountableforchoiceyoumakeandthingsyoudo.AL,

p.39)으로,개인 인 의사결정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자원이나 환경에 한

사회 심(Responsibilities include respecting public and private

propertyandshowingconcernfortheenvironment.YL,p.61)까지 포함하

는 개념이다. ‘시민의식(citizenship)’에서 시민이란 학교,도시,국가 등 지

역사회의 구성원(Citizenisamemberofacommunity,suchasaschool,

cityortown,orcountry.AL,p.41)으로,시민의식은 책임과 권리의식을

갖고 공동체 이슈에 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시민의식 신 공동체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CJ1,DS)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여 교과서를 분석하 다.

2)한․미 학교 가정과 교과서 내용요소 비교분석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이 실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해 <표Ⅳ-2>를 분석기 으로 하

여,한․미 학교 가정과 교과서에서 각 내용요소의 포함 여부를 교과

서별로 검토하 다.각 내용요소별 분석 자료는 <부록 2>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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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과서에 반 된 청소년 임 워먼트 내용요소의 체 경향

한·미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청소년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

소의 체 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Ⅳ-1>과 같다.우선 체

으로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는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에서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23개의 내용요소 70%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

다.하지만 주목할 은 국가별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58%,미국은

90%로,미국 교과서가 한국 교과서보다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

소를 약 1.5배 이상 많이 다루고 있었다.

임 워먼트 각 역별 경향을 살펴보면,한국 교과서는 인 계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내용요소가 71%로 가장 많았고 개인내

57%,사회 37% 순으로 이어지면서,사회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내용요소가 상당히 미흡한 수 으로 나타났다.반면 미국 교과서는

개인내 , 인 계 내용요소가 각각 97%,94%로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사회 내용요소는 70% 반 하고 있었다.

<그림Ⅳ-1>교과서에 반 된 청소년 임 워먼트 내용요소의 경향

(2)교과서에 반 된 청소년 임 워먼트 내용요소의 역별 경향

한·미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청소년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

소의 각 역별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Ⅳ-4>,<표Ⅳ-5>,<표Ⅳ-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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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임 워먼트

내용요소

한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

CJ1CJ2WK DS BS GS JH 총계 AL BL TL YL 총계

개인

발달 ○ ○ ○ ○ ○ ○ ○ 7 ○ ○ ○ ○ 4

개성 △ △ △ △ △ △ △ 0 ○ ○ ○ ○ 4

유 ․환경 △ X △ △ △ △ △ 0 ○ ○ ○ ○ 4

가치․목표 △ △ △ △ ○ △ △ 1 ○ ○ ○ ○ 4

자아정체감 ○ ○ ○ ○ ○ ○ ○ 7 ○ ○ ○ ○ 4

자아존 감 ○ X ○ ○ ○ ○ ○ 6 ○ ○ ○ ○ 4

자신감 △ ○ X △ △ △ △ 1 ○ ○ ○ ○ 4

정서 ○ ○ ○ ○ ○ ○ ○ 7 ○ ○ ○ ○ 4

스트 스 ○ ○ ○ ○ ○ ○ ○ 7 ○ ○ ○ △ 3

총계 5 5 5 5 6 5 5 36 9 9 9 8 35

개인내 임 워먼트 내용요소의 반 비율 57% 97%

주1:○는 해당 내용요소가 키워드와 색인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거나 소단원의 심

개념으로 혹은 교과서의 한 단락이상 제시된 경우,△는 본문 보충자료 활동과제

를 통틀어 하나의 문장에서라도 나타나거나 다른 단원의 심 개념으로 수록되어,

해당 내용요소를 주제로 한 수업으로 발 가능한 경우,X는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주2:총계는 ○ 개수를 합한 것이며,%는 각 역별 ○ 비율을 의미함.

① 개인내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소의 경향

개인내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9가지 내용요소(발달∼스트

스)가 한·미 교과서에서 어떻게 반 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Ⅳ

-4>와 같다.우선 양 으로 검토한 결과, 체 으로 미국 교과서(97%)

는 한국 교과서(57%)에 비해 거의 부분의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었으

며,한국 7종과 미국 4종의 교과서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내용요소로

는 발달,자아정체감,정서가 있었다.출 사별로 살펴보면 9개의 내용요

소 한국 교과서는 부분 5개(CJ1,CJ2,WK,DS,GS,JH)에서 많게

는 6개(BS)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미국은 무려 3종의 교과서(AL,

BL,TL)에서 9개의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었고 1종의 교과서(YL)에서

만 8개의 내용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표Ⅳ-4>개인내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소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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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 반 된 각 내용요소별 특징을 질 으

로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한국 교과서는 청소년 발달의 객 인 특성을,미국 교과서는

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인 개성에 을 두고 있었다.개인내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해서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정 인 자기인식을

기 로 해야 한다(<표Ⅲ-4>참조).그러나 부분의 한국 교과서에서는

청소년의 신체 ,인지 발달 특성을 객 으로 설명하는 데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5)하고 있으며,이것을 개인내 임 워먼트 형성을

한 자기인식과 자기수용의 개념까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비

해 미국 교과서에서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개성을 이해함으로써 정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개인내 임 워먼트를 기른다는 데 차이가 있었

다.즉,발달이라는 큰 심 개념 속에서 신체 ,인지 변화는 간단하

게 언 하고 유 과 환경에 의해 습득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을

맞추고 있었다.이는 한국과 미국 교과서가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본문내용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지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한국 교과서는 7종 모두 청소년기 신체 발달에 한 개념 설명

으로 시작하고 있으나,미국 교과서는 개인의 독특성6)을 언 하면서 단

원을 시작하고 있었다.

는 고유한 단 하나의 존재로 타인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You

areunique-oneofakind.Youarespecialanddifferentfrom all

others.YL,p.4).

는 개성 있고 특별한 사람이다. 세계 어떤 인간도 와 같

국가 교과서 비율

한국 CJ1(6/70),CJ2(5/72),WK(8/79),DS(5/62),BS(5/70),GS(4/61),JH(5/71) 7∼10%

미국 Al(2/124),BL(2/95),TL(2/89),YL(1/106) 1∼2%

5)‘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 체 쪽수 신체 ·인지 발달 부분의 비율

6)미국 교과서에서 독특성(unique)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자신만의 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정체감과 연결되는 개념이다.따라서 한국 교과서의 자기 심 사고(자신

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과장된 자아의식으로,주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과격하고 험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정 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BS,p.17)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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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Youareanindividual,aspecialperson.Nootherhuman

beinginthewholeworldisjustlikeyou.TL,p.13).

와 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Thereis

nooneelselikeyou,withyourexactfeelingsandideas.BL,p.3).

이와 같이 미국 교과서는 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징들이 모여 인간의

개성(personality)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후 자아정체감(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내

용요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었다.

한편,한국 교과서에서도 정 인 자기인식과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고무 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자신의 신체 발달이 다른 친구

들과 다르다고 해서 고민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성장 시기

나 속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이는 자연스러운 상이다(WK,p.14).”,

“모든 사람은 같은 비율로 성장하지 않는다(Everyonedoesnotchange

andgrow atthesamerate.YL,p.14).”와 같이 한·미 모두 신체 발달에

있어 성장의 개인차를 강조하고 있었다.특히 한국 부분의 교과서 보

충자료에서는 신체상 혹은 신체이미지에 해 설명하고 활동과제를 제시

함으로써,신체 발달과 정 자기인식을 연결한 이 돋보 다(CJ1,

p.17;CJ2,p.14;WK,p.16;DS,p.10;BS,p.15;JH,p.13).

신체 변화와 성장의 개인차는 지극히 정상 인 상이다.자신의

신체를 소 하게 여김으로써 정 인 신체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CJ1,p.17).

통계청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신체 이미지 왜곡 상

을 살펴보고,이것이 심해질 경우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지 생각해 보자(WK,p.16).

정 인 신체상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행복감이 높지만,부정 인

신체상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감을 잃거나 고민에 빠질 수 있다.

나의 신체상의 단 을 장 으로 바꾸어보자(JH,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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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한국 교과서는 시간을 리하기 한 수단으로서 목표 설정을,

미국 교과서는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한 가치와 목표 탐색에 을 두

고 있었다.개인내 임 워먼트는 자신에 한 이해,목표 달성을 한

노력과 도 하려는 의지를 통해 실 될 수 있다.가치와 목표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 향을 미치는 요소(Valuesandgoalsaffectthe

lifeyoulead.TL,p.131)로서,특히 자신의 가치 과 신념을 아는 것은

타인과는 다른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

움을 다.

가치는 사랑,정직,건강,우정과 같이 자기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

는 것으로 나의 모든 사고와 언행은 가치의 향을 받는다(Values

aretheguidelinesforhow you liveyourlife.Everything you

think,do,orsayisaffectedbyyourvalues.BL,p.89).

가치는 나의 일부분이며,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다(Yourvaluesare

apartofyou.TL,p.131;Peoplehavedifferentvalues.YL,p.56).

이와 같이 미국 교과서는 4종 모두 이러한 가치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가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가치의 개인차에 한 내용부터 사회

의 보편 가치에 한 고민까지 요하게 다루고 있었다.이에 비해 한

국 교과서는 가치를 심 개념으로 한 단락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다

만,일부 교과서의 경우 가치라는 내용요소를 직 으로 언 하고 있지

는 않지만 ‘큰 돌과 작은 돌의 이야기(CJ2,p.122;JH,p.112)7)’를 통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수업으로 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 다.

목표란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으로 와 같은 가치에 기 를 두고 설

정하게 되는데(Yourgoalsarebasedonyourvalues.BL,p.91), 를

들어 건강에 가치를 둔 사람은 잘 먹고 규칙 으로 운동하는 것을 목표

로 할 것이다.우리는 목표를 잘 달성하기 해 시간,돈과 같은 자원을

7)항아리에 큰 돌부터 채워야 자갈,모래,물까지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로,시간

을 리할 때 요한 일을 우선순 에 두고 실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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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으로 리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Youhavetoplanhow youwill

reacheachgoal.Usingyourresourceswiselyhelpsyouachievethe

goalsyousetforyourself.YL,p.72-73).이처럼 미국 교과서는 자기이

해를 목 으로 자신의 실 이고 도 인 장단기 목표가 무엇인지 탐

색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 을 두고 있었다.이에 비해 한

국 교과서는 7종 모두 시간 리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목표 설정을 다

루고 있었다.즉,자신의 목표를 탐색하는 것이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개

인내 임 워먼트를 실 하기 함에 목 이 있는 것이 아니라,단지

시간이라는 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시간 리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JH,p.110).

한정된 시간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목표에 따른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WK,p.122).

물론 한국 교과서에서도 “ 정 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해 목표

를 세우고 이루기 해 노력한다(CJ1,27).”,“청소년기는 삶의 목표를 세

우고 인생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시기다(CJ2,22).”로 서술한 은 돋보

다.특히 BS교과서는 단원의 마무리에서 ‘청소년의 자기 리 탁상

계획표 만들기’활동을 통해 먼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구체 인 리방법을 어보는 등 자기 리 능력과 건강한 자

아정체감 형성을 련지으려고 한 노력이 보 다(BS,p.156).

셋째,한국과 미국 교과서 모두 스트 스 리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치고 있었다.개인내 임 워먼트는 스트 스 해소를 통해 자기통제력

과 효능감을 기르고 궁극 으로는 정 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실 될 수 있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단원의 지향 으로 스트

스를 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청소년기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

는 것에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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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건강한 자아 정체감은 그들의 주요 생활 장면인 학업과 여가 활

동의 합리 계획을 통한 생활의 자기 리에서 비롯되므로 자신의 시간 여

가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스트 스를 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 인 를 들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다(교육과학기술부,2008,p.229).

그러나 한국과 미국 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청소년기 스트 스의 원

인,종류,효율 인 처 방법에 해 많은 페이지를 할애8)하고 있을 뿐

정작 이 단원에서 길러야 하는 자기통제력,나아가 정 인 자아정체감

형성과는 련짓지 못하고 있었다.이는 한국 교과서의 경우 2009년 개

정 교육과정에서 이 단원이 목표로 하는 학습의 지향 을 제 로 설정하

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즉,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단원의 성취 기 을 “청소년의 시간 스트 스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p.13).”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하지만 일부 교과서 에는 “자신에게 합

한 스트 스 리 방법으로 스트 스를 잘 리하고 조 해야 한다.특

히 청소년기에는 스트 스를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정 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한다(JH,p.116).”와 같이 본문 내용을 기술하거

나,스트 스의 의미,원인, 리방법이 힌 주사 를 만들어 굴려 보고

이들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성취를 향한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활동

(BS,p.125)을 제시하면서 스트 스 리와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련지으려고 한 노력이 보 다.

국가 교과서 비율

한국 CJ1(4/70),CJ2(6/72),WK(4/79),DS(5/62),BS(6/70),GS(6/61),JH(5/71) 5∼10%

미국 Al(3/124),BL(2/95),TL(3/89),YL(3/106) 2∼3%

8)‘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 체 쪽수 스트 스 리 부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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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 계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소의 경향

인 계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9가지 내용요소(사회성∼우선

순 )가 한·미 교과서에서 어떻게 반 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Ⅳ

-5>와 같다.우선 양 으로 검토한 결과, 체 으로 미국 교과서(94%)

는 한국 교과서(71%)에 비해 거의 부분의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었었

다.한편 한국 교과서는 의사결정,필요와 욕구에 련된 내용을 미흡하

게 다루고 있었다.특히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경우 청소년을 직 으

로 다루고 있는 기술․가정1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기술․가정2

‘Ⅰ.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가족 내 의사소통과 갈등에 을 두고 7

종 교과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었다.출 사별로 살펴보면 9개의 내용요

소 한국 교과서는 6개(CJ1,CJ2,WK,DS)혹은 7개(BS,GS,JH)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미국 교과서는 8개(TL,YL)에서 많게는 9개

(AL,BL)모두의 내용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표Ⅳ-5> 인 계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소의 경향

역
임 워먼트

내용요소

한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

CJ1CJ2WK DS BS GS JH 총계 AL BL TL YL 총계

인

사회성 ○ ○ ○ ○ ○ ○ ○ 7 ○ ○ ○ △ 3

역할 ○ ○ ○ △ ○ ○ ○ 6 ○ ○ △ ○ 3

친구 ○ ○ ○ ○ ○ ○ ○ 7 ○ ○ ○ ○ 4

의사소통        (7) ○ ○ ○ ○ 4

갈등해결        (7) ○ ○ ○ ○ 4

의사결정 X X △ X X △ X 0 ○ ○ ○ ○ 4

필요․욕구 △ △ X △ △ △ △ 0 ○ ○ ○ ○ 4

자원 리 △ △ △ ○ ○ ○ ○ 4 ○ ○ ○ ○ 4

우선순 ○ ○ ○ ○ ○ ○ ○ 7 ○ ○ ○ ○ 4

총계 6 6 6 6 7 7 7 45 9 9 8 8 34

인 계 임 워먼트 내용요소의 반 비율 71% 94%

주: 는 기술․가정1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기술․가정2‘Ⅰ.가족의 이해’ 단원의

심 개념으로 수록된 경우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 반 된 각 내용요소별 특징을 질 으

로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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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한국 교과서는 성역할과 가족구성원의 역할을,미국 교과서는 다

양한 인간 계 속 역할에 을 두고 있었다. 인 계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해서는 우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역할이

란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 속에서 기 되어지는 행동양식(A role

isapatternofexpectedbehavior.Youfillmanyroles.BY,p.8)으

로,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기 가

된다(A roleisthewayyoubehavewhenyouinteractwithanother

person.YL,p.8).미국 교과서는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역할,학교에서 모

둠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지역사회에서 재활용센터 사자로서의 역할

을 로 들면서(YL,p.8),이 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타인과 어떻게

계를 맺고 있는지를 요하게 다루고 있었다.이에 비해 한국 교과서는

역할이라는 내용요소를 다룰 때,기술·가정1‘청소년의 이해’단원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기 되는 특성(WK,p.24)을 의미하

는 성역할을,기술·가정2‘가족의 이해’단원에서는 부모·자녀·형제와 같

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가정 내 가사역할분담에 한정하여 서술하

고 있었다.

물론 부분의 한국 교과서에서 청소년기 심리 양성성에 한 부분

을 언 한 것은 미국에 비해 성역할 고정 념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특

성을 반 했다는 에서 매우 고무 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와 재의 성역할 변화를 인식하고 양성성을 갖추어 상황에

따라 여성 특성과 남성 특성을 히 표 하면서 자신의 능력

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CJ1,p.25)

청소년기에는 양성평등 의식에 기 한 인간 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양성 조화 속에서 자기 주체성을 탐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WK,p.25)

둘째,한국 교과서는 래친구와의 계 형성을,미국 교과서는 다양한

친구 계 속 변화와 래압력에 을 두고 있었다. 인 계 임 워

먼트는 인간 존 을 기 로 상 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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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성 향상을 통해 실 될 수 있다.청소년기 친구 계에서 익힌 다

양한 인간 계 기술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역할

수행을 한 기반이 되므로(DS,p.33),친구라는 내용요소는 인 계

임 워먼트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한 개념이다.한국과 미국 교과

서 모두 청소년기 친구 계의 요성과 새로운 친구 계를 형성하는 방

법에 해 공통 으로 서술하고 있지만,미국 교과서의 경우 상당히 많

은 페이지에 걸쳐 친구 계에 해 집 으로 다루면서9)다음과 같은

에서 차이를 보 다.친구의 범 에 있어서 한국 교과서는 기본 으로

연령이 같은 래에 한정하고 있었지만 미국 교과서는 연령이나 문화

배경과 상 없이 넓은 개념에서 친구를 정의하고 있었다.이는 타인과

자신에 한 이해를 넓 사회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Having friends in different age groups may broaden your

understandingofpeople,includingyourself.AL,p.184). 를 들어,어

린 친구와의 계에서는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어른들과의

계에서는 그들이 가진 경험이 재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것이다(AL,p.184).

친구는 다른 연령,모습,인종,그리고 많은 사회 계층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Friendscancomeindifferentages,shapes,colors,

andfrom manydifferentwalksoflife.AL,p.184).

부분의 친구들은 같은 래이지만 몇몇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을

수 있다(Mostofyourfriendsmaybeyourage,butsomemaybe

youngerorolder.BL,p.70).

한 친구 계 형성에 있어서 한국 교과서는 좋은 친구 계를 유지하

기 한 략에만 을 맞추고 있었지만 미국은 “친구 계는 변할 수

있으며 건강한 방법으로 우정을 마무리하는 것도 요하다(Your

9)미국 교과서는 Al(21/124),BL(13/95),TL(9/89),YL(11/106)과 같이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

략 11∼17%를 친구 계에 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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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hips willprobably change overthe years.YL,pp.133-134;

Endingclosefriendshipsinahealthywayisimportant.TL,p.47).”는

을 언 하고 있었다.이와 더불어 자기주장,거 하는 기술 습득,자신

감 형성 등을 통해 래압력에 처하는 방안도 강조하고 있었다.

물론 한국의 일부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문화 속 친구 계까지 개념을

확 하여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국제결혼 가족,한 부모 가족,독신 가

족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청소년기의 사회성

은 발달하는 과정이므로 타인이 가진 개성이나 차이를 받아들이는 태도

를 배워야 한다(WK,p.47).”와 같이 서술한 경우가 돋보 다. 한 청소

년 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하기(WK,p.54),집단 따돌림에

한 신문기사를 읽고 원인과 해결방법을 논술하기(BS,p.49),학교 폭력

통계 기사를 읽고 해결방안을 토론해보기(JH,p.38)와 같이 래압력의

부정 측면을 인식하고 통제하기 한 활동도 제시되어 있었다.

셋째,한국 교과서는 가족 계 속 의사소통 기법과 갈등해결 략을,

미국 교과서는 다양한 사회 계 속에서 건강한 인간 계를 형성하기

한 역량을 기르는 데 을 두고 있었다.원활한 의사소통 갈등해

결은 타인과의 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 요한 요소

(Communicatingisanimportantwayofconnectingwithothers.AL,

p.135)로서, 인 계 임 워먼트 형성을 한 필수 개념이다.따라서

특정한 계에 한정하여 기술 이고 략 인 방법을 나열하기 보다는

소통의 범 를 확 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존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

록 개되어야 한다.이에 미국 교과서는 매일의 삶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넓은 계의 측면에서 의사소통과 갈등을 다루고 있었다(You

communicatewiththepeoplearoundyoueveryday.BL,p.39). 를

들어 갈등의 원인을 가족갈등에 한정하지 않고 성격,문화 차이,무시,

질투,부정 감정,의사소통 부재 등 일반 원인을 언 한 것이 그

이다(AL,pp.156-157;YL,p.142).이에 비해 부분의 한국 교과서는 건

강한 인간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을 기르기보다는 기술․가정2

‘가족의 이해’단원에 수록되어 가족 계 속 의사소통 기법과 갈등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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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치 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족의 이해’단원의 성취기 을 “바

람직한 의사소통 능력 갈등해결 능력을 길러 가족 계를 건강하게 형

성하고,이를 친구,교사,이웃 등 다양한 계에 용하여 건강한 인간

계를 형성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p.14).”와 같이 명시하면서,

일부 교과서와 같이 다양한 사회 계까지 확장하여 활동과제를 제시

하거나 별도의 소단원을 마련한 경우는 주목할 만하 다.

[활동]나와 우리가족,이웃,사회가 건강한 의사소통 방법을 실천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생각해보자(기·가2:WK,p.46).

[활동]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마을의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참여해 으로써 이웃과 바람직한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기·가2:DS,p.27).

[보충자료]문화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 살펴보기(기·가2:JH,

p.38;BS,p.46)

[소단원]3.건강한 인간 계는 어떻게 형성할까?:바람직한 의사

소통 능력 갈등해결 능력을 친구,선생님,이웃 등 다양한 계에

용하여 건강한 인간 계를 형성한다(기·가2:BS,p.42).

[소단원]2-3.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다른 사람들

과 건강한 인간 계를 형성함으로써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함과 동시

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릴 수 있도록 한다(기·가2:CJ1,p.42).

한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서로에 한 배려와 존 을 강조

하고 좋은 친구 계와 사제 계를 만드는 방법에 해 토의하도록 한다

든지(기·가2:BS,p.43),“상 방의 의견이 나와 조 다르다고 하여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서로 다름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다름 그 자체는 마땅히 존 받아야 한다(기·가2:BS,p.39).”와 같이 보충

자료를 제시하여,기술 인 략 이외에 건강한 인간 계 형성을 한

태도에 을 둔 교과서 서술도 돋보 다.

한편 한국 교과서 기술·가정1청소년기 사회성 발달 부분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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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에 이르면서 부모로부터 차 벗어나 친구와 같은 다른 사람과

의 계가 넓어지는 등 인간 계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GS,p.16).”,

“청소년기에 이르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므

로 더욱 성숙하고 지속 인 인간 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DS,

p.14).”와 같이 부분의 교과서에서 청소년기 사회 범 의 확 와 성

숙한 인간 계의 가능성에 해 서술하고 있다.더욱이 “나와 다른 생각,

언어,피부색을 가진 다양한 친구들과도 서로의 존재와 문화를 존 하며

조화로운 계를 맺으면서 사회성을 키워 나가야 한다(GS,p.16).”와 같

이 친구,가족,이웃과의 계를 넘어서 다문화 가치까지 확장하여 서

술하고 있었다.따라서 기술·가정1‘청소년의 이해’단원에서도 사회성이

란 내용요소와 련하여 건강한 인간 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

량을 기르는 수업으로 발 가능함을 확인하 다.

넷째,한국 교과서는 시간자원의 효율 리를,미국 교과서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 과정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고 인 자원을 악

하는 데 을 두고 있었다. 인 계 임 워먼트는 자신이 가진 자

원을 악하고 활용하여 민주 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의사결정은 선택에 한 행동(Decisionmakingistheactof

makingchoice.AL,p.45)으로서 그 결과가 타인에게 향을 미치게 되

므로(Manydecisionaffectotherpeople.AL,p.48),최선의 선택을 통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인 계 임 워먼트 형성을 한

요한 개념이다.이에 미국 교과서는 4종 모두에서 의사결정과정을 다루

고 있었으며,도덕 가치를 반 한 실천 문제해결과정을 구체 으로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었다(AL,p.50).이에 비해 한국 교과서는 ‘청

소년의 소비생활’단원에서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거

나,‘청소년의 복지서비스’단원의 마무리에서 기 가정의 문제를 인식

하고 안을 선택해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과정의 시를 보여

주는 데 그치고 있었다(WK,p.162).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는 가족,문

화,친구,가치,필요,욕구,자원,우선순 와 같은 요소들이 선택에 향

을 미치므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AL,pp.46-47;TL,p.139),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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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국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에서 차이를 보 다.

필요와 욕구라는 내용요소에 있어서,한국 교과서는 자아정체감과 청

소년복지와 련하여 욕구에 해 간단히 언 10)하고 있었지만,미국은

필요와 욕구를 주요 개념으로 하여 이 둘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Your needs and wants are two entirely

differentthings.BL,p.85).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와 욕구를 고

려하게 되는 데 를 들어,음식을 먹고 싶은 신체 필요(needs)가 있

다면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게 될 것이고,내 방에 화기를 갖고 싶은

욕구(wants)가 있다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BL,

p.103).이와 같이 욕구는 생존을 해 꼭 필수 인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자 원하는 것(Wantsarethingsthatyouwouldliketohavebutthat

arenotnecessaryforsurvival.YL,p.55)으로,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친구, 고,미디어 등 주변에 혹되지 않고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요함을 강조하 다(TL,

p.121;BL,pp.85-88).한편 한국의 일부 교과서에서도 ‘청소년의 복지서

비스’단원에서 청소년의 공통 인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한 청소년

복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 한 목 으로,자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하여 개인 으로 필요한 욕구와 보편 인 욕구를 구별하는 활

동을 개하고 있었다.이는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는 수업으로까지 발

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DS,p.126).

한 자원 리라는 내용요소에 있어서 한국 교과서는 시간자원에 한정

하여 시간의 특징과 요성,생활시간분류,시간 리 방법에 많은 페이지

를 할애하고 있었지만,미국 교과서는 보다 넓은 개념인 인 자원의

에서 근하고 있었다.인 자원은 개인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나 특성

10)“자신의 욕구,능력,성격 등에 해 정확히 알고,이를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

별되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CJ1,p.26).”와 같이 자아정체감의 개념과

련하여 자신을 이해하기 한 목 으로 욕구에 해 언 한 경우,“청소년 문제가 복

잡하고 심각해지고 있으며,청소년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이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청소년 복지이다(CJ1,p.157).”와 같이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과 련하여 욕구에 해

언 한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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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력에 따라 높은 수 으로 발 가능하다(Themoreresources

youdevelop,themoregoalsyoucanreach,TL,p.127).따라서 미국

교과서는 목표 달성을 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목 을 두고 자신이 가

진 자원의 종류와 리방법을 서술하면서,인 자원이지만 한정된 자원

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연결하여 다루고 있었다.한편 한국

일부 교과서에서도 인 자원의 에서 시간을 근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 다.

시간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가 없이 계속 으로 주어지는 인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소 함을 잊기 쉽다(BS,p.115).

시간은 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

람의 능력에 따라 그 가치게 크게 달라진다(DS,p.95).

③ 사회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소의 경향

사회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5가지 내용요소(도덕성∼시민의

식)가 한·미 교과서에서 어떻게 반 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Ⅳ

-6>과 같다.우선 양 으로 검토한 결과, 체 으로 미국 교과서(70%)

가 한국 교과서(37%)에 비해 더 많은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었으며,한국

교과서는 7종 모두 도덕성에 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비해 리더

십과 련한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한편 미국 교과서는 4

종 모두 책임감에 한 내용을 주로 반 하고 있는데 비해 도덕성에

한 내용은 미흡하게 다루고 있었다.출 사별로 살펴보면 5개의 내용요

소 한국 교과서는 게는 1개(CJ2,GS)에서 많게는 3개(BS)의 내용

을 다루고 있었으며,미국 교과서는 게는 2개(BL)에서 많게는 5개(AL,

BL)모두의 내용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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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6>사회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소의 경향

역
임 워먼트

내용요소

한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

CJ1CJ2WK DS BS GS JH 총계 AL BL TL YL 총계

사회

도덕성 ○ ○ ○ ○ ○ ○ ○ 7 ○ X △ △ 1

독립심 △ △ △ △ △ △ △ 0 ○ ○ ○ △ 3

리더십 X △ △ X X △ X 0 ○ △ ○ ○ 3

책임감 △ △ △ ○ ○ △ ○ 3 ○ ○ ○ ○ 4

시민의식 ○ △ ○ △ ○ X X 3 ○ △ ○ ○ 3

총계 2 1 2 2 3 1 2 13 5 2 4 3 14

사회 임 워먼트 내용요소의 비율 37% 70%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 반 된 각 내용요소별 특징을 질 으

로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한국 교과서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자신의 삶에서 통제력과 리

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을 두고 있었다.사회 임 워먼트는 자율성

과 통제력을 갖고 공동체의 변화를 꾀하기 해 지도력을 행사하는 과정

에서 형성될 수 있다.이에 미국 교과서는 독립심이라는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는데, 독립 인 사람은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발휘

(Independentpersonsareincontroloftheirlives.BL,p.11)하여 자기

행동의 책임감을 갖고 사회 으로 용인된 행동을 하게 되며(BL,p.11)

그 결과 사회 참여까지 이어지게 되므로,독립심은 사회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기 개념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한국 교과서에서는 독립

심을 “청소년기에는 독립성이 발달하여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CJ2,p.40).”와 같이 단지 부모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념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물론 일부 교과서의 경우 “청소년기 다양

한 발달을 거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DS,p.8).”,“청소년

과 어른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발달한다(JH,

p.20).”와 같이 독립심을 자율성이나 통제력과 련지을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이기도 했다.

한 리더십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

(YL,p.39)으로 한국 교과서는 이를 직 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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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리더십 기술,리더십 기회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청소년기 리더십

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아울러 리더가 되는 것을 어렵거나 거창

하게 여길 필요가 없이 구나 리더가 될 수 있으며,심지어 이미 리더

일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었다(You may bea leaderalready.BL,

p.470). 를 들어,친구들 모임에서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

하는 사람도 리더이고,가족에서 형이나 나의 역할을 하는 것도 리더

이며,수업 모둠활동에서 조장을 하는 것도 리더이다.즉,리더로 태

어난 사람은 없지만 매일의 활동을 통해 리더십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

며(Notallleaders are born leaders.Many people learn effective

leadershipskillsfrom everydayactivities.AL,p.50),이 경험이 미래

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데 기 가 될 것임을 강조하 다.한편 한국

의 일부 교과서의 경우 한 문장에 불과하긴 하지만 리더십이란 개념을

다루려고 노력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자원 사 활동은 지도력 향상에 도움을 다(CJ2,p.163;

WK,p.152).

로벌 리더십은 다양성을 수용하여 개방 태도와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S,p.133).

둘째,한국 교과서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사회 책임감과 시민의식에

을 두고 있었다.사회 임 워먼트는 지역사회 이슈에 한 문제

인식과 사회 참여를 통해 실 될 수 있다.책임감은 개인 의사결정

에서 뿐만 아니라 타인,더 나아가 지역사회,환경에 한 책임까지 포함

하는 개념(YL,pp.60-61)으로,자신이 한 선택이 개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지역사회에 끊임없이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Thechoicesyou

makeaffectyourfriends,family,andcommunity,aswellasyourself.

AL,p.188)한국과 미국 교과서 모두 사회 책임에 해 명시하고 있었

다.그러나 한국은 교과서의 심 개념이라기보다는 단원을 개하는 과

정에서 부수 으로 언 되는 내용으로 자칫 소홀하게 다루어질 우려가

있었다.이에 비해 미국은 4종 교과서 모두에서 책임 있는 친구 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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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있는 의사결정,책임 있는 리더,책임 있는 시민과 같이 여러 단원에

서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함께 련짓고 있었다.

한 시민의식은 책임과 권리의식을 갖고 공동체 이슈에 심을 기울

이고 참여하는 것으로,미국 교과서에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행

동이 사회의 정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Smallactionscanmake

abigdifferencetoothers.AL,p.41).”라고 서술하면서 청소년기 시민의

식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를 들어 신문이나 라디오 하기,이

웃에 피아노 가르치기,재활용 옷 수거하기,학교 공공기물 소 히 다루

기,병원에서 사하기,작은 기부를 한 홈페이지 개설하기와 같이 사

회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극 인 사가

가능한 기 까지 안내하고 있었다(AL,p.42;BL,p.477;YL,p.37).한편

한국도 일부 교과서에서 “자원 사 활동은 공동체 의식 강화와 민주시민

의 자질 육성에 도움을 다(CJ2,p.163).”와 같이 사활동과 련하여

공동체의식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이 역시 심 개념이라기보다는 ‘청

소년의 복지서비스’단원을 개하는 과정에서 부수 으로 등장하는 내

용에 불과하 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가정생활’ 역의 학습 지향 으로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명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p.

4).하지만 그 어떤 교과서에서도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핵심 내용요소로

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별도의 소단원을 개하고 있지

못했다.그나마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 사회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소를 가장 많이 반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단원이었다(<부록 2>참조).하지만 이 단원에서도 사회 체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한 심과 극 인 참여의

에서 서술하기 보다는,청소년 복지의 의미와 필요성,청소년 련법,청

소년 복지서비스를 소개하는데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었다.청소년

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해서 사회 자원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방법

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보다 근본 으로 청소년이 가진 잠재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에서 ‘청소년의 복지서비스’단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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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일부 교과서의 경우 이 단원을 재구성하여 사회 임 워먼트를

형성할 수 있는 발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우선 한민국 청소년 헌

장의 내용을 활용한 경우로,9가지 청소년의 책임을 통해 자신의 삶,가

정,학교,이웃,환경 등에서 사회 책임을 강조한 교과서(JH,p.24;BS,

p.150;DS,p.127),12가지 청소년의 권리를 통해 시민의식을 독려하고

자신만의 청소년 헌장을 만들어보는 활동까지 연계한 교과서(BS,p.150)

가 있었다.다음으로 DS교과서의 경우는 청소년 기본법을 활용하여 청

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살펴보고,자신이 가정,지역사회,국가의 구성원

으로서 책임을 다 한 일을 어보는 활동을 개하고 있었다.마지막으

로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하나인 자원 사활동과 수련활동을 소개하면서,

정보 소개에 그치지 않고 이들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어

개인내 으로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인 계 으로는 타인과의 연 감

을 형성하며,사회 으로는 지역사회에 한 이해를 넓 사회 책임감

과 공동체의식을 기를 수 있음을 강조한 교과서(CJ1,p.163;WK,p.152)

도 있었다.즉 이는 사회 참여를 통해 개인내 , 인 계 ,사회

임 워먼트 모두가 실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었다.

3)한․미 가정과 교과서 내용요소 분석을 통한 논의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

기 해 한·미 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키워드와 색인으로부터 공통으로

빈출하는 내용요소를 추출한 결과,Parsons의 개인내 , 인 계 ,사회

임 워먼트 형성을 한 하 요소와 유사한 의미를 가짐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23개의 가정과교육 내용요소

(발달～시민의식)를 선정할 수 있었다.이는 가정과교육이 청소년의 임 워

먼트 형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구체 으로 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다는 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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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추출한 23개의 내용요소를 기 으로 한·미 교과서를 비교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23개의 내용요소 한국 교

과서는 58%,미국 교과서는 90%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한편 미국 교

과서는 각 단원의 내용요소들을 넓은 개념에서 근하는 반면,한국 교

과서는 세부 인 주제에 한정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략을 나열하는

데 치 하고 있었다.그 결과 각 내용요소들이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단원의 목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보다는 학습의 지향 없이 단순히

암기를 한 내용요소로 락할 우려가 있었다.한국 교과서는 미국 교

과서에 비해 한정된 지면11)을 가졌으므로 모든 내용을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하지만 그 기 때문에 더더욱 청소년기 신체 발달이나 생활시

간분류와 같은 지엽 인 개념을 나열하기 보다는 발달이라는 큰 개념 안

에서 신체 발달과 정 자기인식을 연결한다던지,인 자원이라는 개

념 안에서 개인의 잠재된 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의의 개념을

심으로 교과서를 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한국 교과서는 미국에 비해 개인내 , 인 계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일부 내용요소들이 부족하거나 효과 으로 제시되지 못하

고 있었다. 정 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개인내 임 워먼트를 실

하기 해 미국 교과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아인식을 심으로

개하는 반면,한국 교과서는 자신의 가치 과 목표를 탐색하고 개성을

악하는 내용요소가 부족했다. 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력으로

인 계 임 워먼트를 실 하기 해 미국 교과서는 서로에 한 배려

와 존 을 심으로 개하는 반면,한국 교과서는 가족 계 속 의사소

통 기술이나 갈등해결 략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개인의 발달은

가족을 포함한 여러 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상호작용 기법을 다루기

보다는 기술·가정1‘청소년의 이해’단원에서 다양한 사회 계 속 건

강한 인간 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을 두

는 것이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보다 도움을 것이다.

11)교과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된,‘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체 쪽수는 미국 교과서는 89∼124쪽,한국 교과서는 61∼79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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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한·미 교과서 모두 사회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내용요

소를 가장 게 다루고 있었다.특히 한국 교과서의 경우 5개의 내용요

소 37%밖에 다루고 있지 못해,미국 70%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

으로 나타났다.임 워먼트란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힘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하여 공동체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실천력까지 포함하는 개

념이다(박원우,1995).따라서 청소년의 임 워먼트를 제 로 형성하기

해서는 특정 역에 편 되지 않고 세 역을 고르게 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과서는 독립심,리더십,책임감,시민의식과 같은 사회

참여 내용요소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2009년 개정 교육과

정에서 ‘가정생활’ 역의 학습 지향 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독려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 교과서 내용요소 분석을 통해 한국의 교사들은 기존

의 교과서를 가지고는 개인내 , 인 계 ,사회 역을 모두 포 한

체 인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수업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

다.한국 교과서는 여 히 청소년을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

주변인12)으로 인식하여 그들을 고유한 개성을 가진 존재,사회 변화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미성숙한 보호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

의 주제를 심으로 이론과 기술을 단련시키는 학습에 머물러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따라서 한국의 가정교과가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2)청소년기를 나타내는 용어로는 과도기,질풍노도의 시기,주변인 등이 있다.과도기

란 청소년을 미숙한 아동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옮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며,주변인이

란 청소년이 아동과 성인의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못함을 일컫는 말이다(BS,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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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

달방법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 달방법이 어떠한

지 살펴보기 해,박원우(1997)의 임 워먼트 세 수 과 을 토 로

교과서를 분석하 다.박원우는 개인의 워가 증진되면 그들이 속한 집

단과 더 나아가 사회 조직의 역량이 증 되고 확산됨을 강조하 다.따

라서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해서는 개인,집단,조직수 을 모두

포 한 Macro( 의의) 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되어야 한다(<표Ⅲ

-5>임 워먼트 형성을 한 세 가지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에서 <표Ⅲ-6>을 분석기 으로 하여

한․미 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서술방식과 활동과제를 비교분석하 다.

1)한․미 학교 가정과 교과서 서술방식 비교분석

한․미 학교 가정과 교과서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교육내용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해,교과서 본문과 더불어 보충자료

와 그림 사진에 한 부연 설명 등 본문의 이해를 돕기 한 내용 모

두를 포함하여 서술방식을 검토하 다.각 교과서별 실제 서술 내용은

<부록 3>에 제시하 다.

(1)임 워먼트 세 수 별 교과서 서술방식의 체 경향

한·미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임 워먼트 세 수 별 서술방식을 교과

서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Ⅳ-7>과 같다.한·미 모두 교과서 체 서술

방식 개인수 즉,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발달에 을 둔 서술방식

이 한국 교과서는 55%,미국 교과서는 43%로 가장 많았다.그 다음으로

타인에 한 존 과 상호작용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집

단수 의 서술방식이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한:37%,미:40%),

마지막으로 사회 심과 참여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조직수 의 서술방식이 가장 낮은 비율로 서술되고 있었다(한:8%,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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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석 범
한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

CJ1CJ2WK DS BS GS JH 계 % AL BL TL YL 계 %

개인

본문 10 8 10 13 12 15 12 80 48 15 15 14 14 58 60

그림 보충 20 11 8 13 15 10 9 86 52 13 6 5 14 38 40

체 서술방식 개인수 비율 16655% 96 43%

집단

본문 5 4 10 5 8 8 8 48 44 17 12 12 9 50 57

그림 보충 14 7 6 8 10 9 8 62 56 14 8 7 9 38 43

체 서술방식 집단수 비율 11037% 88 40%

조직

본문 0 1 1 2 1 2 0 7 29 8 3 2 6 19 51

그림 보충 6 1 3 3 3 0 1 17 71 7 1 8 2 18 49

체 서술방식 조직수 비율 24 8% 37 17%

총계 300100% 총계 221100%

주1:숫자는 임 워먼트 각 수 별로 서술된 문장 혹은 단락의 개수를 의미함.

주2:동일한 교육내용을 심으로 여러 문장이 같은 수 에서 서술되었다면 1개로 간

주하 음.

<표Ⅳ-7>임 워먼트 세 수 별 교과서 서술방식 분석

이와 같은 교과서 서술방식의 체 인 경향은 <그림Ⅳ-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그래 에 나타난 한·미 교과서 서술방식의 특징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한국 교과서에 비해 미국 교과서가 보다 Macro( 의의) 에

서 서술하고 있었다.미국 교과서는 개인수 과 집단수 의 서술방식이

각각 43%,40%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즉, 부분의 교

육내용을 달하는 데 있어서 개인 인 노력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자신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반복 으로 서술하고 있었다.반면

한국 교과서는 개인수 의 서술방식이 55%로,집단수 37% 보다 강하

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 사회 심과 참여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조직수 의 서술방식에 있어서도 한국 교과서는 체 서

술방식 8%에 불과하 으며 그 마 도 ‘청소년의 복지서비스’단원에

집 되어 있었다(<부록 3>참조).이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여러 단원에

서 다양한 교육내용을 조직수 에서 서술하고 있었으며,그 비율이 17%

로 한국 교과서의 2배에 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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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집단 조직수 의 서술방식에 있어서 한국 교과서는 그림

보충자료에 집 해서,미국 교과서는 본문을 심으로 균형 있게 개하

고 있었다13).구체 인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수 의 서술방식에 있어서,

한국 교과서는 본문보다 그림 보충자료에서 더 많이 서술하고 있었다

(본문:44%,그림 보충자료:56%).이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본문 내

용을 통해서 보다 많이 서술하고 있었다(본문:57%,그림 보충자료:

43%).조직수 의 서술방식 한 한국 교과서는 주로 그림 보충자료

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며(71%),본문에서는 29% 밖에 다루고 있지 않았

다.반면,미국 교과서는 본문 51%,그림 보충자료 49%와 같이 본문

을 심으로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었다.

<그림Ⅳ-2>임 워먼트 세 수 별 교과서 서술방식 경향

(2)임 워먼트 세 수 별 교과서 서술방식의 사례 분석

한·미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임 워먼트 세 수 별 서술방식에서 공

통 으로 빈출하는 표 인 사례를 취합한 결과는 <표Ⅳ-8>,<표Ⅳ

-9>,<표Ⅳ-10>과 같다.

13)본 연구에서는 본문과 보충자료 그림에 한 부연설명을 각각 분석 범 로 하여

검토하 다.왜냐하면 특정 서술방식이 본문 외에 그림이나 보충자료에서 반복되어

제시된다면 교과서 집필자가 보다 강조하고 있는 교육 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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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수 서술방식의 사례 분석

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발달에 을 둔 서술방식은 다음 <표Ⅳ-8>과

같다.

<표Ⅳ-8>개인수 서술방식의 표 인 사례

국가 표 인 서술방식 교과서(쪽)

한국

균형 있는 식사와 당한 운동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한편,자신의 신체 변화를 정 으

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한다.

CJ1(17),CJ2(14),DS(10),

BS(15),GS(12),JH(13)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경험,꾸 한 학습을 통해

지 능력을 향상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CJ1(19),CJ2(16),

WK(17),DS(11),

BS(17),GS(13),JH(14)

자신의 특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여 정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해 노력한다.

CJ1(26),WK(19),DS(18),

BS(23),GS(18),JH(19)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자신의 성과 재능을

발견하도록 한다.

CJ1(162),CJ2(163),

WK(151),DS(132),

BS(149),GS(132),JH(140)

효과 인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올바르게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기․가2:CJ1(43),CJ2(32),

WK(42),DS(34),

GS(32),JH(35)

스트 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 인 자세로

처하고자 노력한다.

CJ1(132),CJ2(126),DS(103),

BS(122),GS(102),JH(116)

시간을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 체계 인 시간

계획을 해야 한다.

CJ1(128),WK(119),DS(95),

BS(115),GS(96),JH(107)

미국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BL(90),TL(132),YL(56)

자신의 장 을 발견하고 정 인 시각을 가져

자아존 감을 형성하기 해 노력한다.
AL(10),BL(22),YL(19)

스트 스 원인을 찾고 계획을 세워 일을 실천한

다.

AL(28),BL(31),

TL(165),YL(128)

좋은 친구 계를 해 의사소통 기술과 부정 인

래압력에 거 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AL(181),BL(71)

TL(44),YL(132)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 하고 극 으로 경

청하며 의사소통 장애요인을 극복한다.

AL(147),BL(47),

TL(51),YL(32)

문제를 인식하고 안을 찾고 평가하는 단계에

따라 의사결정 한다.

AL(48),BL(103),

TL(139),YL(67)

내가 가진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

우고 실천한다.
AL(22),TL(127),YL(43)

돈을 스스로 리해보고 일을 해 으로써 독립심

을 기른다.
AL(18),BL(11),TL(26)

리더가 되기 해 의사소통,문제해결력 등의 기

술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L(51),TL(143),YL(41)

주:한국 교과서 7종 5종,미국은 4종 3종 이상에서 공통 으로 빈출하는 서술

방식으로만 취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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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 인 서술방식 교과서(쪽)

한국

많은 사람을 만나고 화를 나 는 사회 상호

작용을 통해 자기 심 사고를 극복한다.

CJ1(20),CJ2(17),

WK(18),BS(17),GS(14)

다른 사람의 나에 한 견해와 인정은 자아정체

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CJ1(42),WK(19),DS(18),

BS(42),GS(28),JH(36)

가족,친구와의 계를 통해 정서 인 안정을 얻

을 수 있다.

CJ1(23),CJ2(40),WK(49),

DS(31),BS(19),JH(16)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해 부모님,선생님, 문

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CJ1(134),CJ2(127),

WK(127),DS(102),

BS(123),GS(102),JH(114)

가족 모두에게 바람직한 갈등 해결책을 찾기 해

구성원이 함께 노력한다.

기․가2:CJ1(40),

CJ2(38),WK(47),

DS(35),BS(40),JH(42)

<표Ⅳ-8>에서와 같이 한국 교과서는 자신의 특성과 신체 변화에 한

정 인 인식,다양한 경험을 통한 지 발달과 소질 계발,효과 인 의

사소통 기술을 통한 갈등해결,구체 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 인

시간 리,올바른 스트 스 처 자세에 한 서술방식이 많았다.미국

교과서 역시 자신의 강 발견과 가치 형성,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의

사소통과 문제해결력 등의 기술 습득,의사결정과정에 따른 단과 자원

의 효율 활용 등을 심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한·미 교과서 모두 정 인 자기인식과 태도,

다양한 활동과 경험,계획을 세우고 일련의 단계에 따라 실천하기와 같

은 서술방식을 통해,발달을 한 개인 인 노력에 을 두고 교과서

를 개하고 있었다.박원우(1997)는 개인수 의 임 워먼트는 체 임

워먼트 과정의 출발 이자 추진력이라고 하 다.따라서 임 워먼트

형성을 한 으로 이와 같은 개인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한 서술방식

은 반드시 필요하다.다만 교과서가 개인수 만을 다룬 Micro(기본)

에 머물러 서술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② 집단수 서술방식의 사례 분석

타인에 한 존 과 상호작용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서술방식은 다음 <표Ⅳ-9>와 같다.

<표Ⅳ-9>집단수 서술방식의 표 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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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 인 서술방식 교과서(쪽)

한국

진정한 친구가 되기 해서 서로에 한 열린 마

음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존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CJ1(43),CJ2(40),

WK(45),DS(33),

BS(42),GS(28),JH(37)

가족원의 시간을 고려하여 함께 식사나 취미 활

동을 하는 등 가족 공동의 시간을 가진다.

CJ1(128),CJ2(118),

WK(122),GS(98),JH(111)

미국

이웃,친구,교사는 의 개성을 형성하는데 도움

을 것이다(Neighbors,friends,andteacherswill

helpshapetheirpersonalities).

AL(9),BL(16),

TL(15),YL(7)

가족과 타인으로부터 가치를 배운다(You learn

valuesfrom yourfamilyandothersinyourlife).

AL(38),BL(89)

TL(132),YL(56)

가족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며 그것을 달성하기

해 함께 계획하고 나아간다(Familiesmayhave

commongoal.Asagroup,thefamilymapsoutsteps

totakeandworkstogethertomeetitsgoals).

AL(17),BL(93),YL(73)

자아개념은 에 한 가족,친구들의 의견에 의

해 형성되고 향을 받는다(Yourself-conceptis

shapedandinfluencedbycommentsaboutyoufrom

family,friends,otherpeopleinyourlife).

AL(10),BL(19),

TL(16),YL(17)

화가 나면 믿을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정서를 조 하도록 한다(When you feelangry,

talkingtosomeoneyoutrustmayhelp).

AL(47),BL(6),YL(13)

가족과 친구들은 스트 스에 처하는 방법을 찾

을 수 있도록 도움을 것이다(Your family

membersandfriendscanoftenhelpyoufindways

todealwithyourstress).

AL(29),BL(31)

TL(165),YL(128)

갈등을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

려고 노력하는 것이 요하다(When resolving

conflicts,it'simportanttotrytoview thingsfrom

someoneelse'spointofview).

AL(158),BL(51),YL(144)

가족 구성원은 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향을

미칠 수 있다(Family members can strongly

influenceyourdecisions).

AL(46),TL(137),YL(69)

주1:한국 교과서 7종 5종,미국은 4종 3종 이상에서 공통 으로 빈출하는 서

술방식으로만 취합함.

주2:미국 교과서는 어 원문을 병기하여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추후 집단

조직수 의 교과서 집필 시 도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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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우(1997)는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측 모두의 워가

보다 더 커지는 집단수 의 임 워먼트 개념을 설명하면서,자기 자신을

임 워하는 측면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추가

인 워를 창조하는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었다.이러한 에서 한

국과 미국 교과서 서술방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 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한․미 교과서 모두 다양한 교육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집단수

의 서술방식을 보여주고 있었다.자아정체감 형성,정서 안정,스트

스 해소,가치와 목표 설정,의사결정 갈등해결 등 여러 분야의 발

달을 이루는 데 있어 친구와 가족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향

을 서술하고 있었다.둘째,한․미 교과서 모두 문제 발생 시 주변의 도

움을 요청할 것을 반복 으로 서술하고 있었다.부정 인 정서,스트 스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해 개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친

구,부모님,교사, 문가와 화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 한 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서술방식을 살펴보면,목표설정에 있어서 미국

교과서가 보다 집단수 의 에서 서술하고 있었다.한국은 7종 교과

서 모두에서 “구체 이고 명확하며 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부록

3> 참조).”와 같이 개인 인 목표(personalgoal)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한 략을 서술하는 데 그치는 반면,미국 교과서는 “사람들은

때때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함께 노력하고,그것은 거 한 결

과를 낳을 수 있다(Peopleoftenworkwithmembersofagroupto

achievecommongoals.Whenpeoplepulltogetherforcommongoals,

theycanaccomplishgreatthings.AL,p.17).”와 같이 집단 체의 목표

(groupgoal,commongoal)까지 확장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력하는 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돋보 다.

김수정(2008)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 심,인정,도움 등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 자원과 친구와의 계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즐거움,친 감,안정감 등의 지지가 청소년의 임 워먼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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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고 하 다.남궁은숙과 신 화(201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의 개인내 , 인 계 ,정치․사회 임 워먼트 형성에 가족,교사

친구와의 계가 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례로 교내외

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맺는 인간 계의 정 상호

작용 경험이 임 워먼트 형성에 훨씬 요하다고 하 다.따라서 집단수

의 서술방식을 통해 교육내용을 달하는 것은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매우 고무 인 경향이라 할 수 있겠다.

③ 조직수 서술방식의 사례 분석

사회 심과 참여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서술방식

은 분석 결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하나는 지역사

회 참여활동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에 을 맞춘 서술, 다른 하

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한 서술이었다. 표 인 사례는 <표Ⅳ-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직수 에서 한국과 미국 교과서 서술방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을 발견할 수 있었다.첫째,한·미 교과서 모두 자원 사활동과 같

은 사회 참여의 요성을 강조하여 교과서를 서술하고 있었다.자원

사활동은 책임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인 활동

(DS,p.133)으로,특히 미국 교과서는 “자원 사활동은 타인에게도 이익

이지만 자신에게도 이롭다(Volunteerforthebenefitofothers,butdo

itforyourself,too.AL,p.42).”와 같이 자아정체감 자아존 감 형

성,가치의 실 ,정서 조 ,리더십 시민의식 형성 등 여러 분야의

발달을 이루는 데 있어 자원 사활동이 미치는 향을 서술하고 있었다.

둘째,한국 교과서에 비해 미국 교과서가 보다 다양한 교육내용을 조

직수 에서 서술하고 있었다.<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교

과서는 사회 참여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극 으로 서술하

기 보다는,‘청소년의 복지서비스’단원에서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자원

사활동을 소개하고 그 요성을 간단히 언 하거나,청소년 헌장 청

소년 기본법의 내용을 활용해서 조직수 의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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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에 을 둔 서술

한국

� 자원 사활동은 타인이나 지역사회를 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활동으로,자신감과 지도력 향상,공동체 의식 강화,민주 시민

의 자질 육성,진로 탐색의 기회 등에 도움을 다(CJ2,p.163).

� 자원 사활동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함으로써 경험의

기회를 넓히고 다른 사람을 존 하며 함께 살아가는 민주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다(WK,p.152).

미국

� 지역사회 사활동에 참여해라.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의 기분을 좋

게 하고 걱정을 덜어 것이다(Volunteerinyourcommunity.Helpingothers

canmakeyoufeelbetterandworrylessaboutyourself.AL,p.8).

� 지역사회 기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돌 과 배려라는 가치를 배우게 된

다(Yourcommunityhelpsyouform someofyourvalues.Ifyoudonate,you

areshowingthatcaringforothersisoneofyourvalues.BL,p.90).

� 가정과 학생 조직인 FCCLA14)에 참여하여 십 이슈들을 함께 해결함

으로써 리더십을 기르고 정 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FCCLA

raisesawarenessofteenissuesandcreatespositivechanges.AL,p.51).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서술

한국

� 청소년은 가정,사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DS,p.125).

� 국제 감각과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청소년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JH,p.24).

� 미래 사회를 측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 을 해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BS,p.25).

�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웃과 지역사회에 심을 가지고 극 으로 참여

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기․가2:BS,P.43)

미국

� 타인의 성공을 돕는 것은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Youtruly

canmakeadifferenceintheworldbyhelpingotherssucceed.AL,p.19).

� 세 을 내거나 기부를 하는 등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들의 기본 인 필

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Helpingpeoplewhoarenot

abletomeettheirbasicphysicalneedsiseveryone'sresponsibility.TL,p.119).

� 지역사회와 환경에 심을 갖고 네 역할을 다해야 한다(Respectyour

communityandtheenvironmentbydoingyourparttotakecareofthem.AL,p.147).

� 지역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네 몫을 다해야 한다(Youdoyourshare

tomakeyourcommunityabetterplace.TL,p.25).

� 지역사회에서 네 몫을 다 함으로써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Youcan

show yourcitizenshipskillsbydoingyourshareofthework.YL,p.38).

<표Ⅳ-10>조직수 서술방식의 표 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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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고 있었다.그러나 수업이 정교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를 간과하고

지나칠 경우,사회 지원책을 소개하고 법을 나열하는 수업에 그칠 우

려가 있다.이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본문을 심으로 청소년의 발달,

계, 리 등 여러 단원에서 다양한 교육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조직수

에서 서술하고 있었다.특히 매 소단원마다 AL 교과서는 ‘Community

Connection’,TL교과서는 ‘Caring’이라는 보충자료를 마련하여 해당 단

원의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배려

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이 돋보 다.

한편,일부 한국 교과서에서도 가족이 환경 보호활동,복지 캠 등에

참여하여 가족 유 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나눔

을 실천할 수 있음을 소개하거나(기․가2:BS,p.40),1달러를 벌기 해

작업 장으로 내 몰리고 있는 지구 반 편 청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세

계 모든 청소년의 인권에 해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CJ1,p.159),보다

극 으로 조직수 의 에서 근할 수 있는 발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윤동엽과 문성호(2010),김희성(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

회 참여 경험이 임 워먼트에 미치는 향을 강조한 바 있다.따라서

사회 심과 참여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은 개인의 발달뿐 만 아니라 사회 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는 에서 매우 고무 인 경향이라 할 수 있겠다.

2)한․미 학교 가정과 교과서 활동과제 비교분석

한․미 학교 가정과 교과서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교육내용이

어떠한 활동과제로 구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해,교과서 도입부터

단원 마무리까지 모든 학습활동을 과제수행 방법에 따라 경험과 조사라

14)FCCLA(Family,CareerandCommunityLeadersofAmerica):1945년부터 지 까지

가정과 수업을 듣는 남녀 학생들을 한 비 리 ,국가 ,직업 학생 조직으로 가

정교과를 통해 개인,일터,사회 으로 요한 과제를 다룸으로써 리더십을 기르고 생

활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얻게 한다(AL,p.1;채정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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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과제수행

방법

한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

CJ1CJ2WK DS BS GS JH 계 % AL BL TL YL 계 %

개인

경험 17 13 12 23 19 11 26 121 96 26 8 6 10 50 71

조사 1 0 3 0 1 0 0 5 4 9 1 3 7 20 29

체 활동과제 개인수 비율 12666% 70 37%

집단

경험 6 5 10 1 8 3 11 44 92 19 9 7 12 47 63

조사 0 1 0 1 1 0 1 4 8 10 4 8 6 28 37

체 활동과제 집단수 비율 48 25% 75 40%

조직

경험 0 0 3 1 1 2 1 8 47 8 6 3 6 23 52

조사 1 1 3 2 1 1 0 9 53 7 7 0 7 21 48

체 활동과제 조직수 비율 17 9% 44 23%

총계 191100% 총계 189100%

주1:숫자는 임 워먼트 각 수 별로 제시된 활동과제의 개수를 의미함.

주2:경험은 일상의 경험이나 가상의 사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도출하는 과제이며

조사는 장조사,인터뷰,각종자료 속에서 시사 을 발견하는 과제임.

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검토하 다.각 교과서별 실제 활동과제는

<부록 4>에 제시하 다.

(1)임 워먼트 세 수 별 교과서 활동과제의 체 경향

한·미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임 워먼트 세 수 별 활동과제를 교과

서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Ⅳ-11>과 같다.한국 교과서는 체 활동과제

개인수 즉,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문제해결에 을 둔 활동과제

가 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집단수 활동과제가 25%를 차지하고

있었다.이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집단수 즉,가족 친구 등과 연계

하여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극 화한 활동과제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개인수 활동과제가 37%를 차지하고 있었다.한·미 교과서 모

두 지역사회에 심을 갖고 참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강조한

조직수 의 활동과제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한:9%,미:

23%).

<표Ⅳ-11>임 워먼트 세 수 별 교과서 활동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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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교과서 활동과제의 체 인 경향은 <그림Ⅳ-3>과 같이 표

할 수 있다.그래 에 나타난 한·미 교과서 활동과제의 특징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한국 교과서에 비해 미국 교과서가 보다 Macro( 의의) 에

서 근하고 있었다.미국 교과서는 개인수 과 집단수 의 활동과제가

각각 37%,40%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즉, 부분의 활

동과제가 개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활동과 더불어 짝 혹은 모둠원과

함께 하는 집단 활동과 가족,친구,이웃과 연계하여 상호작용을 더욱 극

화한 학습형태로 제시되고 있었다.반면 한국 교과서는 개인수 의 활

동과제가 66%로,집단수 25%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 사

회 심과 책임을 강조한 조직수 의 활동 역시 한국 교과서는 체

활동과제 9%에 불과하 으며 그 마 도 ‘청소년의 복지서비스’단원

에 집 되어 있었다(<부록 4>참조).이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여러 단

원에서 다양한 교육내용을 조직수 의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그

비율이 23%로 한국 교과서의 2.5배에 달하고 있었다.

둘째,과제수행 방법에 있어서 미국 교과서가 보다 다양한 활동을

개하고 있었다.특히 개인 집단수 의 활동과제에 있어서 한국 교과

서는 가정이나 학 에서 이 의 경험 혹은 가상의 사례로부터 해결 할

수 있는 과제를 90% 이상 집 해서 다루고 있었다.이에 비해 미국 교

과서는 자신의 가정과 교실에서 벗어나 다른 가정이나 근처의 시설을 방

문하여 장을 조사하거나 가족,친구,이웃을 인터뷰하기,사진이나 신

문기사를 스크랩하거나 책,TV, 화 등 각종 자료 분석하기와 같은 조

사활동이 약 30%정도(개인:29%,집단:37%)제시되고 있었다.

물론 실제든 가상이든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도출해 내는 과제

도 요하겠지만,자료조사를 통한 사실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활동도 필요하다(Readinganddoingresearchareapartof

yourschoolwork.Althoughwhatyouthinkisimportant,youneedto

beabletosupportyourideaswithfacts.TL,p.142).더욱이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해 Macro( 의의) 에서 교과서가 집필되기

해서는, 장에 직 참여하여 타인과의 극 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조사활동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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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 인 활동과제

한국

� 나의 신체는 어떻게 발달하 는지 그래 로 표 하고, 격하게 변화하

을 때 든 느낌과 고민 된 은 없는지 어 보자(WK,p.12).

� 자신의 장 을 떠올려 보고,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식품을 골라 4컷

만화로 표 해 보자(CJ1,p.49).

�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 로 표 하지 못하고 억압받은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DS,p.13).

� 나의 스트 스 정도를 체크하여 평가해보고,평소에 어떻게 처하 는

지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었는지 생각해 보자(CJ2,p.125).

� 내가 만약 왕따를 경험한다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본다(JH,p.38).

� 나의 하루생활시간을 검해보고 문제 을 어본다(BS,p.117).

� 나의 의사소통 방법 듣기 정도를 분석해보자(기․가2:JH,p.34)

한  과서 미  과서 

<그림Ⅳ-3>임 워먼트 세 수 별 교과서 활동과제 경향

(2)임 워먼트 세 수 별 교과서 활동과제의 사례 분석

한·미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임 워먼트 세 수 별 활동과제의 표

인 사례를 취합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 결과 <표Ⅳ-12> ∼ <표Ⅳ

-17>과 같다.

① 개인수 활동과제의 사례 분석

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문제해결에 을 둔 한국 교과서의 활동과제

는 다음 <표Ⅳ-12>와 같다.

<표Ⅳ-12>한국 교과서의 개인수 활동과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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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표 인 활동과제

경험

� 네가 경험하고 있는 신체 정서 발달에 해 자신에게 편지를 쓴

후 학기말에 읽어보자.어떤 변화가 있는가?문제가 해결되었는가?(Write

a letterto yourselfexpressing how you feelaboutthechangesyou are

experiencing.BL,p.12).

� 한부모 가정에서 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가진 Vicky의 사례를 읽고,이

를 달성하기 한 계획을 세워보자(HelpVickymakeaplantoreachher

goalofattendingcollege.TL,p.145).

� 취미,자원 등과 같이 의 다양한 측면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보자

(Illustratesadifferentaspectofyourlife.Addittoyourportfolio.YL,p.23).

� 학교에서 화가 났던 상황을 떠올려보고,리더가 되기 해서는 왜 이런

상황을 잘 리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Thinkaboutsituationsatschool

thatcancausehotanger.Whydoyouthinkitisimportantforaleadertobe

abletomanagehisorheranger?AL,.p.170).

<표Ⅳ-12>에서와 같이 부분의 한국 교과서는 자신의 장단 을 떠올

리며 내 모습 표 하기,딜 마 상황에서 도덕 단하기,평소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생활시간을 분류하여 검토하기, 재 스트 스 정

도를 진단해보고 그 원인과 해결책 어보기,자신의 의사소통을 검하

고 특정 상황을 바람직한 표 으로 바꿔보기와 같이,일상의 실제 경험

이든 가상의 사례를 통한 경험이든 특정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도

출하는 과제가 주룰 이루었다(96%).반면 자료조사를 통해 시사 을 발

견하는 과제로는,맞벌이 가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탐색하기(CJ1),여러

매체에서 청소년 폭력 실태 조사하기,직업 탐색하기, 소득 가정의 복

지서비스 조사하기(WK),10 의 욕에 해 조사하기(BS)와 같이 단 5건

으로 개인수 체 활동과제 4%에 불과하 다.

이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경험활동이 71%,조사활동이 29%로 특정 장

소에서 사람들의 행동 찰하기,TV 드라마,만화,신문 기사 검토하기

와 같이 다양한 자료 조사활동이 개되고 있었다.교과서 집필 시 도움

이 될 수 있는 구체 인 활동 사례는 다음 <표Ⅳ-13>과 같다.

<표Ⅳ-13>미국 교과서의 개인수 활동과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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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표 인 활동과제

조사

� 성장 등이 신체 조화에 미치는 향을 조사해보자(Research theeffect

growthspurtshaveoncoordination.AL,p.8).

�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린 신문이나 잡지 기사를 찾아서 읽고 이

사람들이 처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보자(Read a newspaper or

magazinebiographicalarticleaboutasuccessfulperson.Writeaparagraph

describingtheobstaclesthispersonfaced.AL,p.33).

� 우정을 다룬 만화나 기사들을 스크랩한 후 우정에 한 시,격언,만화

를 직 제작해보자(Makeacollectionofcartoonsandarticlesaboutfriendship.

Createyourownpoem,saying,orcartoonaboutfriendship.YL,p.135).

� 식당 혹은 도서 에서 두 사람이 화하는 모습을 몸짓,표정까지 세부

으로 찰해 보자(Observe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ata

restaurantorinalibraryAL,p.135).

� 음소거를 한 후 TV를 시청하면서 어떤 종류의 비언어 의사소통이 사

용되는 지 찰해보자(Watchatelevisionshow withthesoundturnedoff.

Observewhatkindofnonverbalcommunicationwasbeingused.TL,p.51).

국가 표 인 활동과제

한국

� 나의 하루 일과표를 구체 으로 작성한 후,생활시간 배분은 균형을 이

루고 있는지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CJ2,p.115).

� 만화 속 주인공과 같이 어머니를 해 약을 훔친다면 그 행동은 정당한

가?나라면 어떻게 할지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CJ2,p.18).

� 나의 스트 스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친구와 비교해 보

고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토론해보자(WK,p.125).

� 청소년 문제 사례를 고른 후 고민 해결 방안에 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필요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자(DS,p.135).

� 우리 생활에서 성 역할 고정 념 사례를 한 가지 이상 찾아 어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 어 보자(BS,p.21).

� 모둠별로 가족 갈등 유형을 설정하고 역할극으로 표 해 보자(기․가2:

WK,p.51).

② 집단수 활동과제의 사례 분석

가족 친구 등과 연계하여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극 화한 한국 교

과서의 활동과제는 다음 <표Ⅳ-14>와 같다.

<표Ⅳ-14>한국 교과서의 집단수 활동과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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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4>에서와 같이 부분의 한국 교과서는 타인의 범 를 친구에

한정하고 있었으며15),자신의 의견을 친구와 비교하기,학 토론하기,

모둠별 토의하기,역할극으로 시연하기 등과 같이 개별 활동이 아닌 단

순히 친구와의 집단 활동에서 근하고 있었다.이에 비해 미국 교과서

는 가족,친척,친구,교사,이웃,지역사회 인사 등 타인의 범 가 확

되어 다양한 계 속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토론하기,모둠활동과 같은 활동의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도 타인과 극 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교과서 집필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 인 활동 사례는 다음 <표Ⅳ-15>와 같다.

집단수 의 활동과제란 단순히 짝이나 모둠원과 함께하는 그룹 활동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청소년기 발달,개성의 이해,목표설정,친구

계,자원 리,의사소통 기술 향상 등 교육내용을 효과 으로 달하기

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극 으로 활용한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한

편,일부 한국 교과서에서도 친구와 부모님이 보는 나의 모습 어 보기

(GS,p.18),우리 가족원들은 스트 스를 리하기 해 어떠한 문화생활

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JH,p.118),자신과 가족,친척,이웃들의 이

름과 그 뜻을 조사하여 이름 속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 념에 해 살펴

보기(JH,p.23)와 같이 집단수 의 을 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가족,친구,이웃은 개인의 상황을 객 으로 볼 수 있고 미처 발견하

지 못한 장애물을 지 해 것이며,문제해결의 가장 명한 방향을 제

시해 수 있다(Discussquestionswithafamilymember,friend,or

neighbor.Heorshewillbeabletolookobjectivelyatyoursituation

andpointouthiddenobstaclesandshow youthesmartestapproach

toyourgoal.AL,p.32).따라서 다양한 계 속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집단수 의 활동을 개하는 것은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매우 고

무 인 경향이라 할 수 있겠다.

15)물론 의사소통 갈등과 련한 활동과제에서는 ‘가족’과 연계한 활동들이 제시되고

있으나,이는 기술․가정2‘가족의 이해’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서도 마

찬가지로 타인의 범 를 오히려 가족에 한정할 뿐 친구,이웃,지역사회 등 다양한 인

간 계 속 의사소통과 갈등까지 확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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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범 가 확 된 활동

� 부모,고모,삼 ,할머니께 어릴 그들이 가진 개성이 지 어떻게 변하 는지

묻고 어보자(Talktoyourmother,father,aunt,uncle,orgrandparent.Writeashort

storyabouthow theirpersonalitieshavechanged.TL,p.18).

� 교사,학 원,가족,친구들을 인터뷰해서 스트 스에 처하는 략을 알아보고

학 원들과 그 략을 공유해 보자(Interview apersonabouthow heorshehandles

stress.Youmightinterview ateacher,classmate,familymember,orfriend.AL,p.29).

� 인종,연령,성이 다른 친구 혹은 이웃을 인터뷰해서 와 유사한 이 있는지 찾

아본다(Interview afriendorneighborwhoisdifferentfrom youinsomeway,suchasrace,

age,orgender.Whatsimilaritiesdoyounoticebetweenyourselfandtheperson?AL,p.150).

� 모둠별로 유아,십 ,어른,노인들의 필요와 욕구를 조사해보자(Workwithyour

classmatestomakealistofneedsandwantsforinfants,teenagers,youngadultsand

theelderly.BL,p.94).

� 친구, 원,부모님,지역사회 리더 등 네가 존경하는 리더십모델을 찰해라.어

떤 리더십 기술이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지 발표해보자(Observe someone with

leadership role whom you respect.You can choose a friend,teammate,parent,or

communityleader.Whatleadershipskillsdoyoufeelaremostvaluabletohave?AL,p.54).

교육내용이 타인과 극 으로 연계된 활동

� 어릴 사진이나 성장 젠테이션을 어른들과 함께 공유하여,그들이 의 청

소년기 변화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Sometimesadultscan'tseethechangesyou

areexperiencinginside.Helpthem bygatheringphotographsofyourself.BL,p.7).

� 개성의 유 요인을 확인하기 해,가족의 통에 해 알고 있는 가족원들을

인터뷰하고 가족사진이나 문서자료들을 모으고,이메일을 활용해서 먼 친척들과

자료를 공유한다(Interview Family Members,Createa Family Scrapbook,Establish

RelationshipswithDistantrelatives.AL,p.10).

� 친구,친척 등 어도 12명의 사람들에게 그들 삶의 장기목표와 련한 설문조사

를 하고,그 결과를 그래 로 그려보자(Surveyatleast12peopleaboutlong-term

goalsintheirlife.Createagraphshowingthefrequencyofeachrank.AL,p.33).

� 컴퓨터 문가를 교실로 청하여 자원을 리할 때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해 토론해보자(Invitesomeonefamiliarwithcomputerstospeaktotheclass.Discuss

how youcanusecomputerstomanageyourresources.BL,p.106).

� 부모님 혹은 다른 어른들은 10 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화를 통해 알아보고 녹

음한다.녹음 자료를 계속 들으면서 의 의사소통 기술도 확인 할 수 있다(Have

aconversationwithaparentorotheradult.Askthepersonabouthisexperiencesasateen.

Reviewingthetapewillremindyouofhowtouseyourcommunicationskills.YL,p.51).

<표Ⅳ-15>미국 교과서의 집단수 활동과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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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 인 활동과제

한국

� 내가 사는 지역의 청소년 복지 시설을 탐색하여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

비스의 종류를 조사하고,한 가지를 골라 체험해 본 뒤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CJ1,p.165).

� 우리 지역 내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청소년문화의 집 등과 같은 기 에

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조사하고,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참여해 보고 느낀 을 어 보자(CJ2,p.164).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를 방문하여,자신의 고민거리를

상담해 보자(WK,p.157).

� 청소년으로서 바람직하게 성장하기 해 활용할 수 있는 주변의 복지

로그램을 찾아보고,이를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

해보자(GS,p.135).

③ 조직수 활동과제의 사례 분석

지역사회에 심을 갖고 참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강조한

한국 교과서의 활동과제는 다음 <표Ⅳ-16>과 같다.그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교과서는 체 활동과제 조직수 의 활동이 9%에 불과하 으며

그 마 도 ‘청소년의 복지서비스’단원에 집 되어 있었다.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복지 시설을 탐색하여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

스를 조사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체험하는 활동이 교과서별로 개되

고 있었다.

<표Ⅳ-16>한국 교과서의 조직수 활동과제 사례

이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청소년 발달,목표설정,친구 계,자원 리,

리더십 향상 등 여러 단원에서 다양한 교육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조직

수 의 활동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한 사회 심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지구 으로 확 하여 로벌한

시각에서 근하 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교과서 집필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 인 활동 사례는 다음 <표Ⅳ-17>과 같다.특히,교과서 도입

이나 마무리에서 해당 단원의 학습내용과 련하여 지역사회 연계 활동

(AL:Family & Community Connections, BL:GetInvolved,YL:

TeensMakingADifference)을 제시하거나 로벌한 시각을 돕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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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내용이 사회 심과 연계된 활동

� 청소년기로의 변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래들을 지원하기 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Whatcanyoudotosupportstudentsyouragewhoarestrugglingwiththe

transitionfrom childhoodtoadolescence?BL,p.12).

� 의 학교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장기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자.이 계획에 동참할

조직을 구성하고 행동하자(Thinkofsomethingyouwouldliketoseechangedinyour

schoolorcommunity.Setthisasalong-term goal.Organizeagroupofpeople.BL,p.94).

� 정 인 래 압력을 활용하기 해 흡연 반 학생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해보자

(Startagroupthatusespositivepeerpressure,suchasstudentsagainstsmoking.BL,p.82)

� 네가 가진 5개의 요한 인 자원 리스트를 만들어보고,그것이 의 가족,친구,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 서술해보자(Makealistofyourfivemostimportant

human resources.Describehow each resourcecan helpotherssuch asyourfamily,

friends,andcommunity.TL,p.127).

� 리더로서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기 한 자원 사 로젝

트를 계획하고 실천해보자(Describeavolunteerprojectyoucouldorganizetocleanup

communityproperty.Carryoutyouridea.AL,p.150).

로벌한 시각에서 근한 활동

� 문화는 개성 정서 표 방식에 향을 미친다. 의 문화 통은 무엇이며

특별한 행사를 축하하는 방식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Whatis your cultural

heritage?Inwhatwayshasitinfluencedthewayyoucelebratespecialoccasions?YL,p.21).

�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의 문화 행사를 조사한 후 이 행사 속의 공통 인 가치들

을 분석해 보자(Findoutaboutculturalcelebrationswithyourfriendsthatcamefrom

othercountries.Thenanalyzewhatcommonvaluesthesecelebrationsrepresent.YL,p.75).

� 세계 다른 문화 속 십 들의 친구 계에 한 인터넷 기사들을 읽어보고,우리 문

화와 어떤 유사 과 차이 이 있는지 비교해보자(Readprintandonlinesourcesabout

teenfriendshipsinotherculturesaroundtheworld.Comparethefriendshipsofteensin

otherculturestoyourown.AL,p.197).

� 다른 문화의 의사소통 습 을 조사해보자(Conductresearch aboutcommunication

customsinacultureAL,p.151).

� 문화 배경은 시간의 의미에 향을 미친다.오해를 피하기 해,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에 해 물어보자(Culturalbackground

affectsideasofwhatison time,whatisearly,andwhatislate.Ask thosefrom

differentregionsandculturesabouttheirtime.BL,p.112).

<표Ⅳ-17>미국 교과서의 조직수 활동과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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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BL:WorldView,YL:AGlobalView)를 따로 마련한 이 돋보

다.한편,일부 한국 교과서에서도 신체 이미지 왜곡이 심해질 경우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WK,p.16),자신의 한 달간

생활을 돌아보고,가정과 지역사회 국가를 해 책임을 다 한일을

어보기(DS,p.136),외국의 청소년 복지와 련한 기사를 읽고 학업 단

자가 생기지 않기 해서 정부,가정,청소년은 각각 어떠한 노력이 필요

한지 이야기하기(JH,p.148)와 같이 보다 다양한 역에서 조직수 의

활동을 구 할 수 있는 발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김윤나 외(2010)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학생회,청소년 원회 등 자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기본 인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

며 지역사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 워먼트를 형성

할 수 있다고 하 다.권연주(2007)의 연구에서도 국제기구 정부기

정책 참여,학생회 학교 운 과정 등 교육 장 참여,정치집회 의

견투고 등 정치 참여와 같은 지역사회 참여운동이 청소년의 임 워먼

트에 미치는 향을 강조한 바 있다.따라서 청소년의 사회 심을 일

깨워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구 한 조직수 의 활동과제는 청소년 임 워

먼트 형성에 필수 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이에 한국 교과서 ‘청소년의

복지서비스’단원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단체를 탐색하고 참여할 기회

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 인 단원이긴 하지만,자칫 단순한

장방문과 형식 인 조사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

3)한․미 가정과 교과서 서술방식과 활동과제 분석을 통한

논의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 달방법은 어떠한

지 살펴보기 해 한·미 교과서의 서술방식과 활동과제를 비교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논의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교과서 서술방식을 검토한 결과 한국 교과서는 미국에 비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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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 임 워먼트를 형성하는 Micro(기본) 이 보다 우세하 다.

한국 교과서는 개인수 의 서술이 55%로 가장 높은 반면,조직수 의

서술은 8%로 미국 17%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청

소년의 임 워먼트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개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겠

지만,타인과의 력 그리고 공동체에 한 심과 참여는 사회 조직

반의 임 워먼트를 형성하는 데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따라서 개인,

집단,조직 수 이 균형을 이룬 Macro( 의의) 에서 교과서가 집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를 해 한국 교과서는 친구,부모,교

사, 문가와 화하고 그들과 력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집단수

의 서술방식과 더불어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정

향,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조

직수 의 서술방식이 보강되어야 하겠다.특히 이 경우 본문 내용을

심으로 개될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그림,기사 등 교과서 보충자료에

서만 제시될 경우 자칫 수업 제외되거나 소홀하게 다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교과서 활동과제를 검토한 결과 역시 한국 교과서는 미국에 비

해 Micro(기본) 이 보다 우세하 다.한국 교과서는 개인수 의 활

동이 66%로 가장 높았으며,단순히 짝이나 모둠원과 함께하는 집단수

의 활동이 25%를 차지하고 있었다.따라서 한국 교과서는 가족,친척,

친구,이웃 등 다양한 계 속에서,활동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극 화한 집단수 의 과제를 보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한국 교과서는 조직수 의 활동이 9%로 미국 23%

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따라서 특정 단원에 한정하기 보다

는 다양한 학습내용과 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과제를 반복 으로

제시하여야 하며,사회 심 범 를 지구 으로 확 시켜 로벌한

시각을 도울 수 있는 활동과제를 더욱 보강해야 할 것이다. 한 과제수

행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활동이 개되어야 한다.한국 교과서는 개

인 집단수 에 있어 이 의 경험 혹은 가상의 사례로부터 해결 할 수

있는 경험활동에 치 하는 경향이 있었다.따라서 자신의 가정과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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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장조사,인터뷰, 문가 청,신문기사 미디어 자료검색

등 장에 직 참여하여 타인과의 극 인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

한 조사활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한·미 교과서 서술방식과 활동과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교

사들은 기존의 교과서를 가지고는 개인,집단,조직수 의 서술방식과 활

동과제가 균형을 이루어 사회 조직 반까지 워가 확산되는 Macro(

의의) 의 수업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이는 한국 교과서가

여 히 가정생활의 사 역에 그 범 를 한정하고 있으며,청소년을

사회 변화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사회 지원이 필요한 수혜자로 인식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Brown과 Paolucci(1979)는 가정학의 개념 틀을

제안하면서 개인과 가족을 사회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

진 변화의 주체자로 보고 있으며,유태명과 이수희(2010)도 가정생활은

사회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향을 받고 있으므로 가정과교육의 범

를 공동체 생활,시민활동,지역사회와 일,문화 창출과 같은 생활세계의

공론의 장(Public)까지 확 해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교과서 분석 결과

한국 교과서는 가족 구성원인 청소년의 개인내 능력에는 어느 정도 동

의하고 있지만 집단과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비 에는 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한국의 가정교과가 비

에서 사회 공론의 장까지 포 하여 청소년의 Macro( 의의)임 워먼트

형성을 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교육내용을 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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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둔 ‘청소년의 자기

이해’단원의 교육내용 선정 구성

한·미 학교 가정과 교과서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교육내용과

달방법을 비교분석한 결과,가정과교육은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이

라는 교육 목표를 구체 으로 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교과임에

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과서는 Macro( 의의)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수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 악되었다.따라서 교과서

검토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 을 기 로,단원의 ,청소년에 한

개념,가정과교육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기이해’

단원의 안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두고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그

림Ⅳ-4>와 같이 한국 교과서는 통 에서 단원을 개하고 있었

다.청소년을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아가는 과도기 주변인으로 인식하

여 그들을 고유한 개성을 가진 존재,사회 변화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아

동과 성인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못한 미성숙한 보호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청소년의 발달 특성,시간 스트 스 리 략

등 의의 주제를 심으로 이론과 기술을 단련시키는 학습에 치 하고

있었다.물론 일부 교과서의 경우 정 자아인식과 내 잠재력을 인

정하여 청소년의 무기력감(powerlessness)에 도 할 수 있는 발 가능

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이 한 개인수 의 Micro(기본)임 워먼트

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Baldwin(1990)은 싱 부모에게 가난을 탈출하기 해 자원을 효율 으

로 이용하는 방법이나 임신한 청소년에게 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은

기술 ,수단 방법 지향 이라 비 하 다.이는 지배 인 환경이 정당하

지 않더라도 그것에 순응할 것을 제시해왔으며,가정활동을 분석하여 과

학 으로 도출된 효율 인 방법만을 안내하는 ‘How to’문제에 을

둔 교육이었다.그러다보니 학습자들은 수동 인 존재가 되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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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고 가족의 문제를 뿌리 깊게 들쳐 내지도 못하

다.따라서 가정과교육이 사회 체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올바른 방향

을 제시할 수 있도록 ‘Whatshouldbe’문제에 을 두고,가족의 임

워먼트를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 다.2009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

서도 교과의 성격을 비 과학에 기 한 실천교과로 명명하고 생활 속에

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고등 사고 능력을 기르고 자

립 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 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천하

는데 주안 을 두고 있었다. 한 가정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면

서 가정의 사회 역할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2011).

따라서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해 한국 교과서는 의의 개념

을 심으로 사회 체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Whatshouldbe’문제에 을 둔 비 으로의 환이

요구된다.즉,청소년을 능동 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닌 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그들이 가진 내부의 힘이 가족,친구,이웃,학교,사회

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반 하여 집필되어야 한다.이를 통해 워의 사

회 확산이라는 Macro( 의의)임 워먼트를 형성할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 E: Empowerment

<그림Ⅳ-4>단원의 과 청소년에 한 개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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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 한 단원의 과 청소년에 한 개념을 교과서에 구체 으

로 반 하기 해,한·미 교과서 검토 결과 시사 으로 도출된 내용을

토 로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그림Ⅳ-5>와 같다.우선 체

임 워먼트 과정의 출발 이자 추진력이라 할 수 있는 개인수 의

Micro(기본)임 워먼트 형성을 해 청소년 개개인의 워인식이 일어

나야 한다.이를 한 교육내용으로 임 워먼트의 세 역인 개인내 ,

인 계 ,사회 내용을 모두 포 하여야 하며 이때 각 단원의 내용

요소들을 지엽 인 개념보다는 의의 개념에서 다루어야 한다.특히 사

회 임 워먼트를 이끌어 내기 한 독립심,리더십,책임감,시민의식

과 같은 내용요소가 간과되지 않도록 교육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일한 교육내용일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교과서에서 달되

는가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반쪽짜리 임 워먼트가 아닌

워가 확산된 Macro( 의의)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해서는 서술방

식과 활동과제에 있어 비 으로의 환이 요구된다.타인에 한

존 과 상호작용에 한 서술 타인의 범 를 확 하여 교육내용과

극 으로 연계한 집단수 의 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특히 지역사회 참

여활동의 요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한 서술 공론의 장

에 한 심과 참여를 확 하고 로벌한 시각에서 근하는 활동 등

조직수 의 임 워먼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Ⅳ-5>청소년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교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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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안 틀을

제시하면 <그림Ⅳ-6>과 같다.

<그림Ⅳ-6>‘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안 틀

<그림Ⅳ-6>은 청소년의 Macro( 의의)임 워먼트 형성을 해 비

으로 환할 것을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연계하여 나타내었다.임

워먼트 형성을 한 교육은 단순히 워를 주는 것이 아니라,청소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러나 미처 그 요성이 인식되지 않아 구속 되었

던 워를 깨닫게 하고 활용하여 사회 공공의 역(public)까지 워가

증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따라서 이를 3개의 증가하는 원의 모형으

로 표 하 다. 한 비 에서 추구하는 가치 지향 을 청소년에

게 의미 있게 달하기 해,사회 내용요소를 보강하고 서술방식과

활동과제에 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 공론의 장에 한 심과 참여가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내었다.

Brown과 Paolucci(1979)는 가정학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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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의 사명은 가족이 다음과 같은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1)개인의 자아를 성숙하도록 하며 (2)사

회 목 과 그 목 을 이루기 한 수단을 비 하고 고찰하는 데

계몽 · 조 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즉,가정학은 인간에게 사하는 문분야로서 개인의 자아형성

(self-formation)뿐만 아니라 사회 형성(socialformation)까지 가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그림Ⅳ-6>은 가정과교육이 ‘청소년

의 자기이해’단원을 통해 청소년의 임 워먼트를 기르는 과정에서 건강

한 자아상을 형성하고 사회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등 가정학의 사

명을 실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틀로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아울

러 국가가 청소년 문제로 힘겨운 분투를 해나가고 있는 시 에 청소년이

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성공 으로 자신의 치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안 교육내용 선정과 구성을 한 기 라 할 수 있다.이 단원의 틀

을 활용하여 한국의 가정교과가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을 통해 청소년

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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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

정 구성을 해 한·미 가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과 달방법은 어떠

한지 검토하고 시사 을 도출하여,‘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안

틀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이를 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 하여

집필된 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7종과 6～8학년을 상으로 한 미국

교과서 4종의 내용요소,서술방식,활동과제를 비교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23개의 내용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청소년의 개인내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소로는 발달,개성,유 과 환경,가치와

목표,자아정체감,자아존 감,자신감,정서,스트 스의 9개, 인 계

역에서는 사회성,역할,친구,의사소통,갈등해결,의사결정,필요와 욕

구,자원 리,우선순 의 9개,사회 역에서는 도덕성,독립심,리더

십,책임감,시민의식의 5개가 선정되었다.

이를 기 으로 한․미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한국 교과서는 23개

의 내용요소 58%,미국 교과서는 90%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한편

미국 교과서는 의의 개념을 심으로 개하는 반면,한국 교과서는

지엽 인 개념을 정의하거나 략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에 각

내용요소들이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단원의 목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

기 보다는 학습의 지향 없이 단순 암기를 한 내용요소로 락할 우

려가 있었다.

한 한국 교과서는 미국에 비해 개인내 , 인 계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일부 내용요소들이 부족하거나 효과 으로 제시되지 못하

고 있었다.개인내 임 워먼트를 실 하기 해 미국 교과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정 인 자아인식을 심으로 개하는 반면,한국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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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탐색하고 개성을 악하는 내용요소가 부

족했다.아울러 개인의 발달은 가족을 포함한 여러 계 속에서 이루어

지므로 미국 교과서는 다양한 사회 계 속 건강한 인간 계를 형성하

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을 두고 있었다.반면 한국 교

과서는 가족 계 속 의사소통 기술이나 갈등해결 략에 치우치는 경향

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미 교과서 모두 사회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내

용요소를 가장 게 다루고 있었다.특히 한국 교과서의 경우 5개의 내

용요소 37%밖에 다루고 있지 못해 미국 70%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 으로 나타났다.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 역의 학습

지향 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명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과서는 독립심,리더십,책임감,시민의

식과 같은 사회 참여 내용요소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존의 한국 교과서를 가지고는 개인내 ,

인 계 ,사회 역을 모두 포 한 체 인 임 워먼트 형성을 한

수업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청소년의 자기이해’단

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 달방법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서술방식과 활동과제 있어 한국 교과서는 미국에

비해 개인수 의 임 워먼트를 형성하는 Micro(기본) 이 보다 우세

하 다.

먼 교과서 서술방식을 검토한 결과,한국 교과서는 개인수 의 서술

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반면 조직수 의 서술은 8%로 미국 17%

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임 워먼트를 형성함에 있

어 개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타인에 한 존 과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체에 한 심과 참여는 사회 조직 반의 임 워먼트를 형

성하는 데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따라서 개인,집단,조직수 이 균형

을 이루어 교과서가 집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하지만 한국 교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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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여활동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정 향,사회 구성원으

로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조직수 의 서술방식이 크

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한 이 경우 미국 교과서는 본문을 심으로 균

형 있게 서술하는 반면,한국 교과서는 주로 그림 보충자료에서 다루

고 있어 자칫 수업 제외되거나 소홀해질 우려가 있었다.

다음으로 교과서 활동과제를 검토한 결과 역시,한국 교과서는 개인

인 문제해결 활동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반면 조직수 의 활동

은 9%로 미국 23%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즉,한국 교과서

는 가족,친구,이웃 등 다양한 계 속에서 구성원과의 력을 극 화한

집단수 의 활동과제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계하거나 로벌한 시각에

서 근한 조직수 의 활동과제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한 미국

교과서는 장조사,인터뷰, 문가 청,신문기사 미디어 자료검색

등 장에 직 참여하여 타인과의 극 인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

한 조사활동을 개하고 있었다.반면 한국 교과서는 주로 자신의 가정

과 교실 속 경험에서 생각을 어보게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존의 한국 교과서를 가지고는 개인,집단,조

직수 의 서술방식과 활동과제가 균형을 이루어 사회 조직 반까지

워가 확산되는 Macro( 의의)임 워먼트 형성을 한 수업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에서 이러한 문

제를 보완하여 교육내용을 달할 필요가 있다.

셋째,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정

구성을 해,한·미 교과서 비교분석 결과를 토 로 ‘청소년의 자기이

해’단원의 안 틀을 제시하 다.

청소년의 Macro( 의의)임 워먼트 형성을 해 단원의 을 환

할 것을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연계하여 나타냈는데,변화의 주체인 청소

년이 워를 인식하여 사회 공공의 역(public)까지 워가 확산되는 과

정을 3개의 증가하는 원의 모형으로 표 하 다.특히 청소년이 개인

인 성장뿐만 아니라 임 워먼트를 형성하여 사회 체의 삶의 질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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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Whatshouldbe’문제에 을

둔 비 으로의 환을 강조하 다.이를 해 교과서에 사회

내용요소를 보강하고 서술방식과 활동과제에 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

공론의 장에 한 심과 참여가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가정교과가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

을 통해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한·미 교과서 내용요소를 추출한 결과 가정과교육은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교과

임에도 불구하고,한국의 교과서는 여 히 청소년을 주변인으로 인식하

여 미성숙한 보호의 상으로 근하는 통 이 남아있었다.그러

다보니 교과서의 내용이 의의 주제를 심으로 이론과 기술을 단련시

키는 학습에 치 하는 경향이 있었다.따라서 청소년이 개인의 자주성을

찾고 사회 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단원의

을 비 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 교과서 집필 시

단원의 이 충분히 반 되도록 교육과정 교과서 검정 지침에 비

의 내용요소를 구체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이러한 내

용이 장까지 되기 해서는 비 의 철학이 내재된 수업 설

계 로그램을 개발·보 할 필요가 있다.

둘째,한·미 교과서를 세 가지 수 의 임 워먼트를 기 으로 분석한

결과,청소년은 능동 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닌 변화의 주체임

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과서는 여 히 가정생활의 사 역에 그 범 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따라서 정 워의 사회 확산이라는

Macro( 의의)임 워먼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 공론의 장까지 확

하여 교과서를 집필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 교과서에 독립심,리더

십,책임감,시민의식과 같은 사회 임 워먼트를 형성하기 한 내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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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극 으로 반 해야 하며,지역사회에 한 심과 참여 로

벌한 시각에서 근하는 서술방식과 활동과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본 연구를 통해 가정교과가 청소년의 임 워먼트를 체계 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과임이 확인되었다.따라서 가정과 교사는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비 을 함께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안 틀을 활용하

여 청소년 단원과 연계한 국단 교과 동아리 활동을 구축한다던지,

공동체 변화를 한 실천 로젝트 수업을 개발하여 나 는 등 교사들

간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

정 구성을 한 기본 인 탐색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임 워먼트 형성을 한 구체 인 교수․학습과

정안 개발과 실제 수업에 한 실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비

으로 환된 청소년교육의 의의와 효과를 계량화하기 한 양 연

구와 더불어,학습경험에 한 학생 인터뷰와 같은 질 연구가 병행되

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 인 청소년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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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청소년의 자기이해’ 단원의 교과서별

내용요소

<부록 2> 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

요소별 교과서 실제 내용

<부록 3> 교과서별 서술방식 분석

<부록 4> 교과서별 활동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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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과서 단원 추출된 내용요소

한국

CJ1

청소년의

이해

신체 발달(성장 등,2차성징,신체상,성장의 개인차),인

지 발달(추상 사고,논리 사고,자기 심 사고),도덕성

(이타심),정서(질풍노도),사회성,성역할(양성성),자아정체

감,자아존 감,우정

청소년의

자기 리

시간,생활시간의 분류(생리 ·노동·사회문화 생활시간),스

트 스,복지,청소년복지,청소년복지정책과 서비스,청소년

련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서비스

(상담,교육문화·자원 사·수련활동지원,특별지원 상 청소

년사업)

가족의 이해 의사소통(언어 ,비언어 ),경청,나 달법,가족 갈등,

CJ2

청소년의

이해

신체 발달(성장 등,1차성징,2차성징),지 발달(추상 사

고,가설 사고,이상주의 사고,자기 심성),도덕성,정서(

질풍노도의 시기),사회성,성역할(양성성),자아정체감, 래(

이성교제)

청소년의

자기 리

시간 리(시간일지,ABCD법칙),생활시간분류(생리 ·노동·

여가생활시간),스트 스,복지,청소년복지,청소년 련법(청

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문제,청소년복지서비

스(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 로그램,Wee 로젝트)

가족의 이해 의사소통(언어 ,비언어 ),경청,나 달법,가족 갈등

WK

청소년의

이해

사춘기,청소년기 신체 변화(성장 등,1차성징,2차성징,

성호르몬,성장의 개인차),지 발달(체계·조합 사고,가설·

연역 사고,추상 사고,이상주의 사고,자기 심 사고,상

상속의 ,개인 우화),정서 발달(질풍노도의 시기),자아

존 감, 자아정체감, 도덕성, 성역할(양성성), 사회 계

(SNS),친구 계(우정,유사성,동조,이성교제)

청소년의

자기 리

시간의 특성,생활시간의 리(생리 ·노동생활시간),시간

리단계,스트 스,여가,청소년복지,청소년 련법(청소년기

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서비스(자원 사·수련활

동, 기청소년 지원,유해환경개선,상담)

가족의 이해
의사소통(언어 ,비언어 ),반 경청,나 달법,가족

갈등

DS 청소년의 사춘기,신체 발달(성장 등,2차성징,성장의개인차,신체상),

<부록 1>‘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교과서별 내용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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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지 발달(추상 사고,가능성에 한 사고,자아 심 사고),

도덕성,정서,사회성,자아존 감,자아정체성,친구 계(우

정,동조행동,이성교제)

청소년의

자기 리

시간,자원,생활시간(생리 ·노동·사회문화 생활시간),시간

리,장단기 목표,스트 스,스트 스문제(우울증,품행장애,

학습장애), 복지,발달과업,청소년 련법(청소년기본법,청

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서비스(상담

지원센터, 센터,수련·문화·자원 사·상담활동,쉼터,특별지

원청소년),청소년의 의무,권리,책임

가족의 이해
원만한 인간 계,의사소통(언어 ,비언어 ),잘듣기,공감

반응,나 달법,갈등

BS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기 신체 발달(성장 등,1차성징,2차성징,성장의 개인

차),인지 발달(추상 사고,가설 사고,조합 사고,자기

심 사고),도덕성 발달,정서,사회성,성역할 사회화(양성

성),자아정체성,자아개념,자아존 감,바람직한 청소년상,

친구 계(우정,이성교제)

청소년의

자기 리

시간의 특성,생활시간(생리 ·노동·여가생활시간),시간 리

과정,자원,장단기 목표,스트 스 의미 원인 리방법,청소

년복지의 의미,청소년복지서비스의 필요성,청소년복지서비

스(일반,특별지원청소년),청소년 련법(청소년기본법,청소

년복지지원법),

가족의 이해
의사소통(언어 ,비언어 ),경청,나 달법,공감,가족 갈

등,유 감 강화,인간 계

GS

청소년의

이해

신체 발달(성장 등,2차성징),인지 능력(가설 사고,추상

사고,자기 심 사고),도덕성 발달,정서,사회성,동조,

성역할(심리 양성성),자아존 감,자아정체성,친구 계(이

성교제)

청소년의

자기 리

시간자원,생활시간분류(생리 ·노동·여가생활시간),시간 리

(시간일지,할일목록),스트 스 원인, 처방법,청소년복지

의 원칙,청소년 련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

소년복지서비스(일반,특별지원청소년)

가족의 이해 의사소통(언어 ,비언어 ),감정 이입,나 달법,갈등

JH

청소년의

이해

신체 발달(성장 등,2차성징,1차성징,성장의개인차),지

발달(추상 사고,가설 사고,자기 심 사고),정서,자

아정체감,자아존 감,사회성,도덕성,성역할(양성성,양성평

등),친구(우정,이성교제)

청소년의 시간,생활시간 분류(생리 ·노동·여가생활시간),시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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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리

스트 스,청소년복지,청소년복지서비스(인턴십 로그램,동

반자 로그램,방과후아카데미,쉽터,청소년 화,청소년증),

청소년 련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

가족의 이해
의사소통(언어 ,비언어 ), 극 경청,나 달법,가족

갈등

미국

AL

Youand

YourWorld

( 와 의

세상)

adolescence(청소년기), physical․intellectual․social·

emotional․moral development(신체 ․지 ․사회 ·정서

․도덕 발달), puberty(사춘기), hormone(호르몬),

personality(개성), heredity(유 ), environment(환경),

self-concept(자아개념),self-esteem(자아존 감),confidence

(자신감),potential(잠재력),management( 리),priority(우선

순 ), resource(자원), goal(목표), independence(독립심),

emotional control(정서조 ), obligation(의무), work

simplification(작업간소화),stress(스트 스),character(인성),

ethicalprinciple(윤리 규범),rolemodel(롤모델),value(가

치),universalvalue(보편 가치),responsibility(책임감),

citizen(시민),citizenship(시민의식),decisionmaking(의사결

정),need(필요),want(욕구),leader(리더),leadership(리더십)

Building

Relationship

Skills

(인간 계

기술 형성)

communication(의사소통),verbal·nonverbalcommunication

(언어 ·비언어 의사소통), enunciate(발음), body

language(몸짓),Active listening( 극 경청),respect(존

), self-respect(자기존 ), rapport(래포), tact(요령),

empathy(공감), assertiveness(자기주장), stereotype(고정

념), prejudice(편견), conflict(갈등), external·internal

conflict(외부 ·내부 갈등),emotion(정서),Tolerance(포용

력),negotiate( 상),escalate(악화),conflictresolution(갈등

해결),compromise(타 ),mediation( 재),peermediator(

래조정),peer( 래),peerpressure( 래압력),manipulation

(조작),refusalskill(거 기술),friends(친구),clique(패거리),

acquaintance(아는사이),dependable(믿음),infatuation(사랑의

열병)

BL

Learning

About

Yourself

( 자신에

해

학습하기)

adolescence(청소년기), developmental task(발달과업),

physical·intellectual·emotional·social change(신체 ·지 ·정

서 ·사회 변화),growthspurt( 성장),hormone(호르몬),

emotions(정서),peers( 래),role(역할),responsibility(책임

감),independence(독립심), personality(개성),traits(특징),

heredity(유 ),inheritedtrait(유 특징),environment(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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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acquired trait(후천 특징),self-concept(자아개념),

self-esteem(자아존 감),self-confidence(자신감),attitude(태

도),optimist(낙 주의자),pessimist(비 주의자),criticize,

critic(비 ),destructive·constructivecriticism( 괴 인·건설

인 비 ), stress(스트 스), crisis( 기), sexual

harassment(성희롱), divorce(이혼), communication(의사소

통),vorbal·nonverbalcommunication(언어 ·비언어 의사

소통),slang(비속어),bodylanguage(몸짓),personalspace

(개인 공간),mixedmessages(혼합된 메시지),stereotype

(고정 념), prejudice(편견), racism(인종차별),

assertive·nonassertive·aggressive communication( 극 ·소

극 ·공격 의사소통),manners(매 ),Activelistening( 극

경청),feedback(피드백),conflict(갈등),compromise(타

),friends(친구),acquaintance(아는사이),jealousy(질투),

peer pressure( 래압력),conformity(동조),clique(패거리),

dating(데이트), love(사랑), infatuation(사랑의 열병),

abstinence( 제)

Managing

YourLife

( 의 삶을

리하기)

needs(필요),wants(욕구),physical·phychologicalneeds(신체

·심리 필요),values(가치),goal(목표),short-term goal,

long-term goal(장단기 목표),priority(우선순 ),standards

(기 ),management( 리),abilities(능력),resource(자원),

personal·material·natural resource(인 ·물 ·천연자원),

recycling(재활용), decision(의사결정), decision-making

process(의사결정과정), alternatives( 안), evaluate(평가),

consequences(결과),schedule(스 쥴),procrastination(미루

기)

TL

Youand

Others

( 와 타인)

traits(특징), personality(개성), physical·intellectual·social

development(신체 ․지 ․사회 발달), heredity(유 ),

environment(환경),self-concept(자아개념),self-esteem(자아

존 감),self-confidence(자신감),growth(성장),accept(수

용),emotionalgrowth(정서 성장),developmenttask(발달

과업), independence(독립심), adolescence(청소년기),

character(인성),responsibility(책임감),friend(친구),trust(믿

음), share(공유), peers( 래), peer pressure( 래압력),

reputation(명성),group dating(단체활동),verbal·nonverbal

communication(언어 ·비언어 의사소통),communication

(의사소통),activelistening( 극 경청),feedback(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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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

Manager

( - 리자)

management( 리),needs(필요),wants(욕구),resource(자

원),human·nonhuman·private·public resource(인 ·물 ·사

·공 자원), scarce(부족), values(가치), goals(목표),

priorities(우선순 ), standards(기 ), decision(의사결정),

decision-making process(의사결정과정),alternatives( 안),

consequences(결과), trade-off(균형), leadership(리더십),

integrity(진실성),teamwork( 워크),managementprocess

( 리과정),schedule(스 ),implement(수행),evaluate(평

가),timemanagement(시간 리),habit(습 ),procrastinate

(미루기),learningstyle(학습스타일),stress(스트 스)

YL

Personal

Development

(개인의

발달)

unique(고유한),heredity(유 ),environment(환경),acquired

(후천 ), culture(문화), role(역할), role models(롤모델),

adolescence(청소년기), personality(개성), emotions(정서),

physicaldevelopment(신체 발달),self-concept(자아개념),

constructivecriticism(건설 인 비 ),self-esteem(자아존

감), self-confidence(자신감), impression(인상), first

impression(첫인상), stereotype(고정 념), maturity(성숙),

empathy(공감), communication(의사소통), nonverbal

communication(비언어 의사소통),body language(몸짓),

conversation( 화), gossip(험담), volunteer(자원 사),

citizen(시민),teamwork( 워크),leader(리더),management

( 리), evaluate(평가), resource(자원), talent(재능),

prioritize(우선순 ), procrastinate(미루기), needs(필요),

potential(잠재력),wants(욕구),values(가치),refusalskills

(거 기술), responsibility(책임감), respect(존 ),

commitments(약속),initiative(솔선수범),decision(의사결정),

default(실패),habit(습 ),options( 안),consequences(결

과),goal(목표),realisticgoal( 실 인 목표), resource(자

원),trade-off(균형)

Relationships

(인간 계)

belonging(소속감), security(안 ), cooperation( 력),

considerate(배려), friends(친구), acquaintance(아는사이),

peers( 래),peergroups( 래집단),expectations(기 ),peer

pressure( 래압력), popularity(인기), addiction( 독),

abstinence( 제), assertive(자기주장), conflict(갈등),

prejudice(편견),compromise(타 ),negotiation( 상),peer

mediation( 래조정)

주:키워드와 색인에서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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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신체 발달(성장 등,2차성징,신체상,성장의 개인차),

인지 발달(추상 사고,논리 사고,자기 심 사고)
15-20 ○

CJ2
신체 발달(성장 등,1차성징,2차성징),지 발달(추상

사고,가설 사고,이상주의 사고,자기 심성)
13-17 ○

WK

청소년기 신체 변화(성장 등,1차성징,2차성징,성호

르몬,성장의 개인차),지 발달(체계·조합 사고,가설·

연역 사고,추상 사고,이상주의 사고,자기 심 사

고,상상속의 ,개인 우화)

11-18 ○

DS

신체 발달(성장 등,2차성징,성장의개인차,신체상),지

발달(추상 사고,가능성에 한 사고,자아 심 사

고)

8-12 ○

BS

청소년기 신체 발달(성장 등,1차성징,2차성징,성장의

개인차),인지 발달(추상 사고,가설 사고,조합 사

고,자기 심 사고)

13-17 ○

GS
신체 발달(성장 등,2차성징),인지 능력(가설 사고,

추상 사고,자기 심 사고)
12-14 ○

JH
신체 발달(성장 등,2차성징,1차성징,성장의개인차),

지 발달(추상 사고,가설 사고,자기 심 사고)
11-15 ○

미국

AL Physicalchanges,Intellectualchanges 7-8 ○

BL Physicalchanges,Intellectualchanges 3-4 ○

TL Physical,Intellectualgrowthanddevelopment 20-21 ○

YL Changesinyourgrowthanddevelopment 14 ○

주1:○는 해당 내용요소가 키워드와 색인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거나 소단원의

심 개념으로 혹은 교과서의 한 단락이상 제시된 경우,△는 본문 보충자료

활동과제를 통틀어 하나의 문장에서라도 나타나거나 다른 단원의 심 개념

으로 수록되어,해당 내용요소를 주제로 한 수업으로 발 가능한 경우,X는 교

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주2:쪽수는 기술·가정1교과서의 페이지를 의미하며,기술·가정2에 수록된 경우 기

가2로만 표기함.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그림]자신은 남과 다른 개성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는다. 17 △

<부록 2>청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을 한

내용요소별 교과서 실제 내용

1)발달(development)

2)개성(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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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단원]성격유형 기가2

CJ2

[보충자료]청소년기는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여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시기이다.

[진로단원]성격

14

기가2
△

WK [진로단원]성격 기가2 △

DS [진로단원]개인 특성 기가2 △

BS [진로단원]성격유형 기가2 △

GS [진로단원]성격 기가2 △

JH [진로단원]성격유형 련 직업분야 기가2 △

미국

AL Yourpersonality 9 ○

BL Personalitytraits,Changingyourpersonality 14,18 ○

TL Traits,Personality 13 ○

YL Yourpersonality 11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본문]성장의 개인차는 유 이나 양 상태,건강 상태,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17 △

CJ2 X

WK

[본문]성장 등과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나 속도,

기간은 건강 상태,유 , 양 상태,기후,인종 등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4 △

DS

[본문]성장의 개인차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

인자와 평소의 양 상태,생활 습 등의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

10 △

BS

[본문]청소년기에는 격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지만,

시작되는 시기는 성별,유 , 양상태,인종 등에 따라

달라진다.

15 △

GS
[보충자료]신체 성장의 개인차 요인-유 요인,건

강, 양상태,생활·문화 특성
12 △

JH

[본문]신체의 성장이 진행되는 속도는 성별,유 인자

와 양 상태,기후 인종 등에 따라 개인마다 조 씩

다르다.

13 △

미국

AL Heredity,Environment 9 ○

BL
Heredity(Inherited traits), Environment(Home and

Family,SchoolandFriends,CommunityandOthers)
15-17 ○

TL Heredity(Physicaltraits,Inherited),Environment 14-15 ○

YL Heredity,Environment(Acquired) 5-6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시간 리 첫 단계-목표설정 126 △

3)유 과 환경(Heredityandenvironment)

4)가치와 목표(valueand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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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단원]생애설계-목표설정,직업 가치 기가2

CJ2
시간 리 첫 단계-목표

[진로단원]가치

117

기가2
△

WK
시간 리 첫 단계-목표설정

[진로단원]가치

122

기가2
△

DS
시간 리 첫 단계-목표설정

[진로단원]생애설계-목표설정,직업 가치

98

기가2
△

BS
시간 리 첫 단계-목표설정 [활동]가치목표 탁상계획표

[진로단원]생애설계-목표설정,가치 과 직업선택

118,156

기가2
○

GS
시간 리 방법-목표설정

[진로단원]가치

98

기가2
△

JH
시간 리 첫 단계-목표설정

[진로단원]가치

110

기가2
△

미국

AL
LearnedValues,Universalvalues

PersonalGoals,GroupGoals

37-39

15-17
○

BL Values,SettingGoals,TypesofGoals 89-93 ○

TL Values,short-term & long-term goals 131-133 ○

YL
SharingValues,DifferencesinValues.

short-term &long-term goals,SettingrealisticGoals

55-58

71-73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자아정체감의 의미와 요성 26-27 ○

CJ2 정 인 자아정체감 형성하기 22-23 ○

WK 자아정체감 형성에 향을 주는 요인 19-20 ○

DS 정 인 자아정체성 18 ○

BS 자아정체성의 형성,네 가지 유형 23-24 ○

GS 건강한 자아정체성 형성 17-19 ○

JH 자아정체감 발달 18-19 ○

미국

AL YourSelf-Concept 10 ○

BL YourSelf-Concept 19-24 ○

TL Self-Concept 15-16 ○

YL Positive& ImprovingSelf-Concept 16-18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 27 ○

CJ2 X

WK 자아존 감의 의미,자아존 감 가지기 19-20 ○

DS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의 특징 16-17 ○

BS 자아존 감을 높이는 방법 23 ○

GS 자아존 감을 높이는 방법 17 ○

JH 자아존 감의 의미 19 ○

5)자아정체감(self-identity)

6)자아존 감(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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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L Self-Esteem 10 ○

BL Having& ImprovingSelf-Esteem 19-24 ○

TL Self-Esteem 16 ○

YL BuildingSelf-Esteem 18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보충자료]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

신의 존재와 특성을 드러내는 데 자신감과 용기가 있다.
27 △

CJ2
[보충자료]바보 던 천재,뉴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감과

노력이 성공의 발 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128 ○

WK X

DS
[본문]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과 삶에 한

만족감을 갖는다.
16 △

BS
[본문] 정 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의 미

래에 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23 △

GS
[본문]건강한 자아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17 △

JH
[보충자료]부정 인 신체상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

감을 잃거나 고민에 빠질 수 있다.
13 △

미국

AL Self-Confidence 11 ○

BL Self-Confidence 20 ○

TL Self-Confidence 16 ○

YL GainingSelf-Confidence 19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정서 안정을 이루기 한 노력 22-23 ○

CJ2 질풍노도의 시기,정서 발달 19 ○

WK 질풍노도의 시기,정서 안정을 돕는 활동 22-23 ○

DS 정서 성숙 13 ○

BS 정서 발달을 한 노력 19 ○

GS 청소년기 불안정한 정서 15 ○

JH 청소년기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감동호르몬 16-17 ○

미국

AL EmotionalControl 18 ○

BL EmotionalChanges,Positive& NegativeEmotions 5-7 ○

TL Emotionalgrowthanddevelopment 21 ○

YL ChangesinYourEmotions,ControllingYourEmotions 11-14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스트 스의 의미와 특성,원인과 증상, 방과 처 132-135 ○

7)자신감(self-confidence)

8)정서(emotion)

9)스트 스(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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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2 스트 스 종류,청소년의 스트 스, 리 방법 123-128 ○

WK 스트 스 종류,원인, 리 124-127 ○

DS 청소년기 스트 스의 원인,문제, 리 100-104 ○

BS 스트 스의 이해, 리 120-125 ○

GS 스트 스 종류,원인, 리 처방법 100-105 ○

JH 스트 스란,효율 인 리 방법 114-118 ○

미국

AL ManageYourStress 27-29 ○

BL ReactiontoStress,How toAvoid& HandleStress 30-31 ○

TL HandlingStress 164-166 ○

YL [가족단원]UnderstandingStress 127-129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 특징,발달을 한 노력 24 ○

CJ2 사회성 발달,청소년의 다양한 인간 계 20 ○

WK 사회 계의 발달 26-29 ○

DS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 14 ○

BS 사회 발달 20 ○

GS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 16 ○

JH 청소년의 인간 계,사회성 발달 20 ○

미국

AL SocialChanges 8 ○

BL SocialChanges 7-8 ○

TL Socialgrowthanddevelopment 20 ○

YL [아동양육단원]Socialdevelopment 160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성역할,양성성

[가족단원]가족구성원의 역할 변화

25

기가2
○

CJ2
성역할 발달,양성성

[가족단원]가족구성원의 역할 변화

21

기가2
○

WK
성역할의 발달,양성성,양성평등 의식

[가족단원]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 [진로단원]역할갈등

24-25

기가2
○

DS [진로단원]역할갈등 기가2 △

BS
성역할 사회화

[가족단원]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 [진로단원]역할갈등

21

기가2
○

GS
성역할의 발달,심리 양성성

[가족단원]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 [진로단원]역할갈등

16

기가2
○

JH
성역할 발달

[가족단원]가족 역할의 변화,[진로단원]역할갈등

22-23

기가2
○

미국

AL Rolemodel 37 ○

BL Roles 8-9 ○

TL [가족단원]YourRoles 34 △

10)사회성(sociality)

11)역할(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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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가족단원]의사소통 방법,가족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가2  

CJ2 [가족단원]의사소통의 의미,방해요인,유형,방법 기가2  

WK [가족단원]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가2  

DS [가족단원]의사소통의 구성요소,바람직한 의사소통 기가2  

BS [가족단원]의사소통의 의미,방해요인,바람직한 방법 기가2  

GS [가족단원]의사소통의 정의와 종류,바람직한 의사소통 기가2  

JH [가족단원]의사소통의 의미,종류,방해 요인,방법 기가2  

미국

AL
Verbal & Nonverbal Communication, Respectful

Communication,Empathy,Assertiveness,Prejudice
136-148 ○

BL
Verbal& NonverbalCommunication,BarrierstoGood

Communication,Assertiveness
39-49 ○

TL CommunicatingEffectively,PositiveBehavior 50-56 ○

YL TypesofCommunication,Conversation, 31-35 ○

주: 는 기술․가정1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기술․가정2‘Ⅰ.가족의 이해’ 단원의

심 개념으로 수록된 경우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가족단원]가족의 갈등과 해결,건강한 인간 계 형성 기가2  

YL Roles,Rolemodel 8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청소년기 친구 계의 요성,우정,이성친구와의 계 42-45 ○

CJ2 래,이성교제 40-42 ○

WK 잘못된 동조 상황, 래집단과 우정,유사성,이성교제 28,45-54 ○

DS 청소년기 우정 발달,동조행동,바람직한 이성친구 계 31-34 ○

BS 우정,친구 계의 요성,건 한 이성교제 41-44 ○

GS 참된 친구 계,이성친구와의 계 28-31 ○

JH 청소년기 친구의 역할,바람직한 이성교제 36-40 ○

미국

AL
DealingwithPeerPressure,DevelopingRefusalSkills,

FriendsofDifferentAges,Dating,EndingaFriendship
174-194 ○

BL
Types of Friendships, Ending Friendships, Peer

Pressure,StagesofDating
69-81 ○

TL
BeingaFriend,PeerPressure,GroupDating,Ending

aFriendship
40-48 ○

YL
Developing Friendships, Peer groups, Changes in

Friendships,PeerPressure
130-140 ○

12)친구(friends)

13)의사소통(communication)

14)갈등해결(conflict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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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2 [가족단원]갈등의 원인, 처 방법 기가2  

WK [가족단원]가족갈등의 원인,유형,해결책 기가2  

DS [가족단원]갈등의 이해,갈등의 바람직한 해결 기가2  

BS [가족단원]가족갈등 원인,가족갈등 해결과 유 감 강화 기가2  

GS [가족단원]갈등의 원인,갈등 해결 방안 기가2  

JH [가족단원]다양한 가족갈등,가족갈등에 처하는 방법 기가2  

미국

AL
TypesofConflict,CausesofConflict,AvoidConflict,

Negotiation,Mediation
154-167 ○

BL ResolvingConflicts,Compromise 50-51 ○

TL ConflictResolution,mediator,compromise 60-61 ○

YL Causesofconflicts,Compromise,Peermediation 141-146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X

CJ2 X

WK [활동] 소득 맞벌이 가족의 문제를 악하고 해결하기 162 △

DS X

BS X

GS
[가족단원]가족의 의사결정방법을 조사하고 비합리 인

부분의 원인을 악하고 안을 찾아보자.
19 △

JH X

미국

AL WhatInfluencesYourDecisions,Problem-SolvingSkill 44-50 ○

BL Decision-MakingProcess 103-105 ○

TL Decision-MakingProcess,GroupDecisions 138-142 ○

YL TypesofDecisions,StepsinDecisionmaking 64-69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본문]자신의 욕구,능력,성격 등에 해 정확히 알기

[본문]청소년 문제와 욕구의 변화

26

157
△

CJ2 [본문]자신의 역할,능력,욕구에 해 정확히 알기 22 △

WK X

DS

[보충자료]자원이란 욕구를 충족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이다.

[본문]청소년의 복지 욕구

95

126
△

BS

[보충자료]자원이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욕

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본문]청소년의 개인 사회 복지 욕구

115

149
△

GS
[본문]자신의 능력에 맞는 욕구를 가져 정서 성숙을

이룬다.
15 △

JH
[보충자료]자원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욕구

를 충족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다.

107

138
△

15)의사결정(decisionmaking)

16)필요와 욕구(needs& w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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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청소년의 사회 복지 욕구

미국

AL Needs,Wants 47 ○

BL Physical& PsychologicalNeeds,YourWants 85-89 ○

TL Physical& EmotionalNeeds,Wants 118-123 ○

YL BasicNeeds,Wants 55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본문]시간이라는 자원을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122 △

CJ2 [본문]시간은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된다. 113 △

WK [본문]사람은 구나 시간이라는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119 △

DS 인 자원,물 자원,시간자원 95 ○

BS 인 자원,물 자원,시간자원 115,124 ○

GS 인 자원,물 자원,시간자원 95 ○

JH 인 자원,물 자원,시간자원 107 ○

미국

AL Typesofresources,ExpandYourResources,Time 13-14,47 ○

BL Typesofresources,How ResourcesUsed,Time 96-102 ○

TL Typesofresources,DevelopingYourResources,Time 124-129 ○

YL Typesofresources,UsingResources,Time 43-48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효율 인 시간 리를 한 일의 우선순 정하기 126 ○

CJ2 일의 요도와 긴 도에 따라 ABCD법칙 활용 119 ○

WK 효율 인 시간 리를 한 일의 우선순 정하기 122 ○

DS 시간 사용에서 활동의 우선순 정하기 99 ○

BS 일의 우선순 결정하기 118 ○

GS 일의 우선순 98 ○

JH 효율 인 시간 리를 한 일의 우선순 정하기 111 ○

미국

AL SetPriorities 12 ○

BL Priorities 92 ○

TL Priorities 134 ○

YL SettingPriorities 47,73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도덕성,이타심 21 ○

CJ2 도덕성의 발달,나의 도덕 단은? 18 ○

WK 도덕성의 발달 21 ○

DS 도덕성 발달 12 ○

BS 도덕성 발달,도덕 단과 행동 18 ○

GS 도덕성 발달과 책임 14 ○

17)자원 리(resourcemanagement)

18)우선순 (priority)

19)도덕성(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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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도덕성 발달,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21 ○

미국

AL MoralDevelopment 8 ○

BL X

TL
[본문]Rightandwrongthatguideyourconductare

calledethics.
24-25 △

YL [아동양육단원]MoralDevelopment 161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본문]사회 참여를 통해 책임 의식을 길러야 한다. 158 △

CJ2 [그림]시간 리를 잘 하면 자율성과 책임감이 향상된다. 117 △

WK [그림]자원 사 활동을 통해 책임감을 형성 152 △

DS 청소년 헌장 속 9가지 책임,청소년 기본법 속 책임 127,136 ○

BS 청소년 헌장 속 9가지 책임 150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본문]생애 과정에서 경제 ·사회 자립에 을 둔다. 158 △

CJ2 [본문]독립성이 발달하여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40 △

WK [본문]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 인 행동을 하려는 욕구 45 △

DS [본문]청소년기 발달을 거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 8 △

BS [본문]부모로부터 정서 경제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143 △

GS [본문]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생활할 수 있는 자립 127 △

JH [본문]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발달한다. 20 △

미국

AL Independence 18 ○

BL BecomingIndependence 11 ○

TL Independence 23-26 ○

YL [아동양육단원]Independence 156-157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X

CJ2 [본문]자원 사 활동은 지도력 향상에 도움을 다. 163 △

WK [그림]자원 사 활동은 자신감과 지도력을 형성한다. 152 △

DS X

BS X

GS [보충자료] 로벌 리더십 133 △

JH X

미국

AL LeadershipSkills,LeadershipOpportunities 50-52 ○

BL [진로단원]BeingaGoodLeader 470-475 △

TL Leadership 143 ○

YL LeadershipSkills 39-41 ○

20)독립심(independence)

21)리더십(leadership)

22)책임감(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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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본문]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사회 책임을 공유할 기회

를 갖는다.
127,133 △

JH 청소년 헌장 속 9가지 책임 24 ○

미국

AL ResponsibilitiestoCommunity,Family,Friends 188-189 ○

BL ResponsibleforYourself,atHome,atSchool 9-10 ○

TL Responsibility 26 ○

YL WhatisResponsibility,ShowingResponsibility 59-63 ○

국가 교과서 교과서 실제 내용 쪽 구분

한국

CJ1 자원 사와 수련활동 등 사회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163 ○

CJ2
[본문]자원 사 활동은 공동체의식 강화와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에 도움을 다.
163 △

WK 자원 사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형성 152 ○

DS [본문]자원 사 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133 △

BS 청소년 헌장 속 권리의식과 시민의식 150 ○

GS X

JH X

미국

AL ResponsibleCitizen,Volunteer,MakingaDifference 41-43 ○

BL [진로단원]BeingaGoodCitizen 476-477 △

TL Citizenship 25 ○

YL BeingaCitizen,CitizenshipSkills 37-39 ○

23)시민의식(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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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구분 교과서 실제 서술 내용 개수

CJ1

본문

(신체발달)자신의 신체를 소 하게 여김으로써 정 인 신체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17)

(지 발달)꾸 한 학습과 탐구활동, 술활동,독서 등 다양하고 풍부한

지 자극을 경험하고,계획 인 학습을 통해 지 능력을 발달시키기

해 노력해야 한다.(p.19)

(도덕성)혼란과 모순을 극복하고,건강한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21)

(자아정체감)자신에 한 꾸 한 탐색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새

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미래의 삶을 의미 있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

(p.26)

(자아정체감)다양한 교육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성과 재능을 발견하

고,꿈과 희망을 실 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p.162)

(자아존 감)자신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고,자신만의 능력과 특성을 소

히 여기며,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한다.(p.27)

(자원 리)체계 인 시간계획을 통해 학업과 여가 등을 효율 으로 리

함으로써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128)

(스트 스)스트 스에 해 정 으로 응하여 그 상황을 극복하고 발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p.132)

(의사소통)원만한 가족 계를 유지하기 해서는 효과 인 의사소통 방

법을 사용해야 한다.(기․가2:p.38)

(갈등해결)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정 인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의사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모색한다.(기․가2:p.43)

10

그림

(신체발달)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 스스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한다.

(p.17)

(도덕성)자신의 행동에 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진다.(p.21)

(정서)건 한 여가 활동을 통해 정신 인 긴장을 해소한다.(p.23)

(정서)자신들이 겪는 변화와 갈등 등에 해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안정감

을 얻는다.(p.42)

(사회성)자신이 맡은 역할에 해 책임을 다한다.(p.24)

(사회성)청소년 수련 활동을 통해 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신 성숙

과 연 감을 얻을 수 있다.(p.163)

(자아정체감)목표를 세우고,목표를 이루기 해 노력한다.(p.27)

(친구)바람직한 친구 계를 유지하기 해 고운 말을 사용하는 등 의를

지킨다.(p.43)

(목표)명백하고 실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p.126)

(우선순 )효율 인 시간 리를 해 요하고 긴 한 일을 먼 하도록

15

<부록 3>교과서별 서술방식 분석

1.개인수 :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발달에 을 둔 서술방식

(1)한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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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p.126)

(자원 리)여가에 당한 시간을 배분하여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자기 발

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p.128)

(스트 스)자신의 삶에 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는 습 을

기른다.(p.134)

(가치)자신의 능력 개발과 건 한 가치 의 확립에 힘쓴다.(p.158)

(의사소통)송신자는 달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 해야 한다.(기․가

2:p.35)

(갈등해결)갈등에 해 부정 으로 반응하지 않고, 극 으로 응한다.

(p.41)

보충

(자아정체감)실패했을 때 떠오르는 비합리 생각들을 바꾸도록 노력한다.

(p.29)

(발달)여가활동을 통해 신체 지 발달을 돕는다.(p.131)

(자원 리)시간일지를 작성하여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악하

고 다음 시간계획을 세우는 데 기 자료로 활용한다.(p.127)

(의사소통)의사소통을 할 때 방애 요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

야 한다.(기․가2:p.37)

(갈등해결)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 한다.(기․가2:p.41)

5

CJ2

본문

(지 발달)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경험,꾸 한 학습을 통해 지 능력을

향상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p.16)

(자원 리)시간 리를 습 화 하면 여유를 가지고 계획 으로 생활할 수

있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p.113)

(목표)명확하고 구체 이며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p.117)

(우선순 )할 일의 우선순 를 정해 계획 으로 수행한다면 시간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다.(p.119)

(스트 스)같은 스트 스라도 정 인 방법으로 처한다면 스트 스를

자기 발 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p.126)

(자아정체감)동아리 활동은 문화 술 스포츠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

해 건강한 래 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다.

(p.163)

(의사소통)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악하고 부족한 을 보완한다.(기․

가2:p.32)

(갈등해결)갈등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처 방법을 익힌다.(기․가2:p.38)

8

그림

(자아정체감)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기 해 노력한다.(p.22)

(스트 스)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정 인 마음으로 생활한

다.(p.126)

(목표)구체 이고 명확하며 달성할 수 있게 세운다.(p.117)

(의사소통)몸짓,자세 등 비언어 요소에 신경 쓴다.(기․가2:p.33)

(갈등해결)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확장하여 이 의 문제까지 언 하지 않

도록 주의한다.(기․가2:p.38)

5

보충

(신체발달)신체 이미지를 정 으로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p.14)

(자아정체감)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자신을 표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p.116)

(자원 리)낭비되는 자투리 시간을 찾아 활용해 보자.(p.118)

(자신감)어떠한 시련도 강한 정신력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 앞에서는 끝내

극복된다.(p.12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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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우리는 효과 인 의사소통을 해 노력해야 한다.(기․가2:

p.31)

(갈등해결)잘못된 갈등 처 방식을 사용해서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기․가2:p.38)

WK

본문

(지 발달)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지 능력이 발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p.17)

(자아정체감)안정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해서는 자신의 특성을 인정

하고,세계에 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p.19)

(도덕성)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도덕성과 깊은 계가 있다는 것을 깨

달아 올바른 도덕 단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21)

(정서)자신의 정서 변화에 해 인지하고 고민이나 문제를 건 하게 해결

하도록 노력한다.(p.22)

(역할)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 역할을 구분하거나

성별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의 성과 능력에 따라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24)

(자원 리)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계획 인

시간 리가 필요하다.(p.119)

(목표)한정된 시간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목표에 따른 시간 계

획을 세우고,이를 실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p.122)

(스트 스) 한 휴식을 통해 신체 정서 으로 재충 할 시간을 가지

는 것이 필요하다.(p.127)

(의사소통)자신이 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감정,요구를 정확하게 달한

다.(기․가2:p.41)

(갈등해결)자신의 갈등을 하게 표 한다.(기․가2:p.47)

10

그림

(정서)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는 것이 심리 불안과 스트

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p.22)

(목표)구체 이고 측정할 수 있으며 마감일이 정해져 있고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p.122)

(우선순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요도와 긴 도에 따라 정한다.

(p.122)

(스트 스)여가는 스트 스를 해소하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해 다.

(p.128)

(자아정체감)자기 계발 활동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건 한 성격

을 계발할 수 있다.(p.151)

(의사소통)언어 비언어 의사소통을 효율 으로 사용한다.(기․가2:

p.42)

(갈등해결)갈등의 다양한 원인을 악한다.(기․가2:p.47)

7

보충

(자신감)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열심히 노력한다.(p.19)

(의사소통)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용하지 않는지

검한다.(기․가2:p.45)

1

DS 본문

(신체발달)균형 잡힌 양섭취와 당한 운동,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자

신의 신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하다.(p.10)

(지 발달)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정 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지닌 잠재

력을 계발해 나가는 것이 요하다.(p.11)

(발달)청소년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해

자신을 극 으로 개발해야 한다.(p.125)

13



- 108 -

(자아존 감)실패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당당하게 받아들이

고 실패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자아존 감은 높아질 수 있

다.(p.16)

(친구)솔직한 감정과 마음을 달하기 한 의사소통 방법과 인간 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p.31)

(자신감)시간의 효율 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취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p.98)

(자아정체감)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역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는 과정에

서 형성되며,내가 무엇을 잘하는지에 한 진지한 고민이 도움이 된다.

(p.18)

(자아정체감)수련활동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격한 신체 변화로 인한

심리 혼란과 정서 불안을 건 하게 극복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p.132)

(자원 리)한정된 자원인 시간을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하기 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꼼꼼히 계획하고 실천하는 시간 리가 필요하다.

(p.95)

(목표) 실 이며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수 으로 설정해야 하며,구체

인 도달 기 을 포함해야 한다.(p.98)

(스트 스)스트 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정

으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p.103)

(의사소통)자신이 달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견을 분명히 정리한 후 말한

다.(기․가2:p.31)

(갈등해결)갈등을 일상 인 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을 해 노력해야

한다.(기․가2:p.34)

그림

(정서)기쁨이나 감동,성취감 등의 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은 정

서 안정을 얻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p.13)

(친구)원만한 친구 계를 해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한다.(p.33)

(스트 스)규칙 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생활로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정 이고 낙천 인 마음을 갖는다.(p.103)

(의사소통)언어 비언어 의사소통을 일치시킨다.(기․가2:p.31)

(갈등해결)갈등의 원인을 악하고 련된 정보를 수집한 후 실행 가능한

구체 인 방법을 선택한다.(기․가2:p.35)

5

보충

(정서)화가 날 때는 우선 호흡을 길게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화가 나

는 이유를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p.15)

(자아정체감)자신의 단 을 인정하고,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해 노력

하자.(p.18)

(자원 리)인 자원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높은 수 으로 발 할 수 있다.

(p.95)

(우선순 )해야 하는 활동은 요도와 긴 도의 에서 평가하여 우선

순 를 결정할 수 있다.(p.99)

(스트 스)우울증을 방하려면 정 인 마음과 스트 스에 하게

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요하다.(p.102)

(발달)계획 인 여가활동은 신체 ,심리 ,사회 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 한 성장과 발달을 해 반드시 필요하다.(p.106)

(책임감)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 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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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p.127)

(의사결정)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을 확인한다.(기․가2:p.29)

BS

본문

(신체발달)성장의 개인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남보다 늦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올바른 양 섭취와 운동,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15)

(지 발달)지 발달을 해 꾸 한 독서와 학습,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하

는 것이 필요하다.(p.17)

(발달)자신의 변화를 잘 리하기 해 신체 ,인지 ,정서 사회 발달

에 해 바르게 이해하고 정 으로 받아들이며,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올바른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p.22)

(정서)등산,운동,악기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19)

(역할)성별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구분 짓지 말고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21)

(자아정체감)자신의 변화와 특성을 객 으로 이해하기 해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 하게 여겨야 한다.(p.24)

(자원 리)평소에 시간의 소 함을 인식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 으

로 리하는 습 을 가져야 한다.(p.115)

(목표)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도 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서도 실천 가능

한 목표를 세운다.(p.118)

(우선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 를 결정한다.(p.118)

(스트 스)스트 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극 인 자세로 처하고자 노력

한다.(p.122)

(의사소통)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 한다.(기․가2:p.36)

(갈등해결)가족 갈등의 정 측면을 확인한다.(기․가2:p.39)

12

그림

(정서)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동기 부여한다.(p.19)

(자아정체감)자신의 신체 특징,기술,가치 ,신념,역할,사회 신분

등 자신에 해 정확하게 이해한다.(p.23)

(자아정체감)동아리 활동을 통해 특기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다.(p.149)

(친구)바람직한 친구 계를 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한다.(p.42)

(스트 스)감정 으로 처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악하고

처한다.(p.122)

(의사소통)정보에 합한 단어나 표 을 선택한다.(기․가2:p.32)

(갈등해결)가족 갈등의 발생 원인을 악한다.(기․가2:p.38)

7

보충

(신체발달)청소년은 자신의 신체변화와 발달의 개인차가 자연스러운 것임

을 이해하고 정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p.15)

(도덕성)청소년은 도덕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18)

(자아존 감)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p.23)

(자아존 감)청소년 비행을 방하기 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정 으로 받아들인다.(p.26)

(발달)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이다.

(p.150)

(스트 스)스트 스의 원인과 상황에 해 부정하거나 피함으로써 심리

불안을 감소시킨다.(p.123)

(자원 리)인 자원은 노력에 의해 증가시킬 수 있고 다른 자원의 유용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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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 시킬 수 있으므로,지속 인 계발 노력이 필요하다.(p.124)

(의사소통)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여러 표 들을 확인한다.(기․가2:p.33)

GS

본문

(신체발달)꾸 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한 휴식과 숙면 등을 통

해 원만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p.12)

(지 발달)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지 능력을 향상 시키고,지속 으로

지 자극을 경험하려는 자세가 요하다.(p.13)

(도덕성)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신 하게 단한 후

행동하려고 노력한다.(p.14)

(정서)감정을 스스로 조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p.15)

(역할)자신의 성별에 얽매이지 말고,개인이 지닌 특성에 따라 원하는 삶

의 추구하여 정신 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p.16)

(자아존 감)작은 성취나 성공을 통해 형성된다.(p.17)

(자아정체감)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최 한

높이도록 꾸 히 지 정서 사회 성장을 해 노력한다.(p.18)

(자원 리)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상황에 따라 효율 으로 배분하고 활

용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 발 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p.96)

(목표)시간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 먼 목표를 설정하는데 구체

이며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p.98)

(우선순 )나를 분석하고 악하는 것은 시간 리에서 가장 요한 요소

이다.효율 인 시간 에 우선순 가 가장 높은 활동을 하도록 계획한다.

(p.98)

(스트 스)자신이 받는 스트 스에 해 보다 많은 심을 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p.101)

(독립심)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p.127)

(자아정체감) 술 활동,스포츠 활동,동아리 활동을 통해 역량을 계발한

다.(p.132)

(의사소통)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를 정확히 악하여 이를 제거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기․가2:p.26)

(갈등해결)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가2:p.32)

15

그림

(자신감)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p.17)

(자아정체감)나의 장 을 살린다.(p.18)

(친구)친구를 사귀기 해 나의 장 과 단 을 보완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p.28)

(스트 스)자신감을 길러 스트 스에 극 으로 처한다.(p.102)

(의사소통)편견을 버리고 정 인 화 방법을 사용한다.(기․가2:p.30)

(갈등해결) 정 인 생각으로 민주 인 의사소통을 한다.(기․가2:p.33)

6

보충

(친구)나에 해 먼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친구에게 자신감 있게 다

가간다.(p.29)

(발달)자신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악하여 나에게 알맞

은 정 인 여가 활동을 찾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p.97)

(자원 리)시간 계획 시 다른 자원의 사용을 함께 고려한다.(p.98)

(갈등해결)화가 날 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표 한다.(기․가

2:p.3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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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본문

(신체발달)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 인 생활, 당한 운동 등을 통하여 건

강을 유지하는 한편,자신과 친구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p.13)

(지 발달)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경험,꾸 한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지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p.14)

(자아정체감)스스로를 존 하고 자신의 모습을 정 으로 바라보며,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19)

(자아정체감)스트 스를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정 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한다.(p.116)

(자아정체감)청소년 인턴십 활동을 통해 장에서 실제 인 지식을 쌓아

가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p.140)

(도덕성)도덕성 발달을 해서는 자기 심 사고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21)

(역할)직업을 탐색할 때 남녀 구분 없이 자신의 능력과 성을 우선 으

로 고려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아실 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p.22)

(자원 리)시간의 소 함을 알고 잘 리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자기

발 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p.107)

(목표)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보고,구체 이고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요하다.(p.110)

(스트 스)스트 스의 원인을 정확하게 악하고,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p.114)

(의사소통)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기․가2:p.35)

(갈등해결)갈등 상황을 객 으로 생각한다.(기․가2:p.42)

12

그림

(친구)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친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p.37)

(스트 스)취미 생활,오락,운동 등 건 한 여가 생활은 스트 스 해소의

정 방법이다.(p.116)

(의사소통)정보를 분명하게 표 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기․가

2:p.32)

(갈등해결)갈등의 정 부정 향을 악한다.(기․가2:p.40)

4

보충

(발달)청소년들은 성장을 한 자기 계발을 하여 노력해야 하고,미래의

행복을 하여 재의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 가야할 책임이 있다.

(p.24)

(자신감)스스로 선택한 여가 활동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감과 성

취감을 얻는다.(p.108)

(목표) 실 으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설정한다.(p.110)

(우선순 )한정된 시간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우선순 를 정하

는데 일의 요성과 긴 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p.111)

(자원 리) 상하지 못한 일에 비하여 여유 시간을 남겨둔다.(p.111)

5

주:동일한 교육내용을 심으로 여러 문장이 같은 수 에서 서술되었다면 1개로 간

주하 으며, 표 인 문장 1개만 <표>에 제시함.

교과서 구분 교과서 실제 서술 내용 개수

AL 본문
(정서)정서 인 변화에 처하기 해 운동하고 잘 먹는 등 정 인 행

동을 취해야 한다.(p.8)
15

(2)미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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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 감) 정 이고 실 인 시각을 유지한다.(p.10)

(자신감)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려서 강 에 집 한다.(p.11)

(자아정체감)꿈을 이루기 해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

고 당한 운동이 필요하다.(p.12)

(자원 리)목표를 달성하기 해 네가 가진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할 계

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p.22)

(목표)큰 목표를 달성하기 에 여러 작은 목표들을 먼 실행하자.(p.16)

(독립심)올바른 의사결정, 리,주택 리 등을 어떻게 할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p.18)

(스트 스)원인을 찾고 극 으로 해결책을 찾아라.(p.28)

(책임감)약속을 지키고 가십을 피하고 부정 인 행동을 거 하는 것은 책

임감을 보여주는 방법이다.(p.41)

(시민의식)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일을 알기 해 정기 으로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p.42)

(의사결정) 의 필요와 욕구를 고려해서 의사결정 해야 한다.(p.47)

(리더십)리더가 되기 해서 리,동기부여,의사소통,문제해결 기술 등

을 습득해야 한다.(p.51)

(의사소통)고정 념과 같은 부정 인 의사소통 패턴을 극복한다.(p.147)

(갈등해결)내 외 갈등의 원인을 악한다.(p.155)

(친구) 래 압력에 처하기 해 거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가치와 꿈을 따르도록 노력한다.(p.181)

사진

(자아존 감)네 자신에 해 좋은 감정을 가져야 자신감과 통제력을 느낄

수 있다.(p.11)

(자아정체감)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 으로 운동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p.14)

(스트 스)네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스트 스 리에 도움이 될 것이

다.(p.27)

(리더십)모두가 리더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매일의 활동 속에서 리더로

서의 기술을 배우게 된다.(p.50)

(의사소통)좋은 의사소통 기술은 학습과 노력에 의해 습득된다.(p.137)

(갈등해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분노를 조 하기 한 가장 좋은 방

법이다.(p.159)

6

보충

(목표)구체 이고 실 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p.16)

(자신감)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네가 가진 장 에 집 해라.(p.11)

(자원 리)할 일 목록과 우선순 를 가지고 시간을 계획하자.(p.24)

(정서)정서 인 건강을 해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워라.(p.47)

(의사결정)문제를 인식하고 안을 고려해서 최선의 안을 선택하고 평

가해라.(p.48)

(갈등해결)즐거운 활동을 하고 운동에 집 해서 문제되는 상황을 잊도록

노력한다.(p.159)

(친구) 정 인 자세로 여러 활동에 참여한다.(p.186)

7

BL 본문

(신체발달)균형 잡힌 식사와 숙면이 기 이며,흡연 음주 약물복용은 해로

움을 명심해야만 한다.(p.4)

(정서)감정을 표 하기 해 편지를 쓰거나 운동을 한다.(p.6)

(역할)새로운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할지 학습하는 것은 어른이 되었을 때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p.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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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부모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무엇

이 옳고 그른지 단할 수 있어야 한다.(p.9)

(독립심)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돈을 명하게 스스로 리해본다.(p.11)

(개성) 는 개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 인 목표를 세워서 한 단계씩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p.18)

(자아존 감) 의 좋은 장 을 발견하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새로운

심사를 개발하라.(p.22)

(스트 스)스트 스 원인을 인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획을 세워 행

동한다.(p.31)

(의사소통)말하기 에 생각을 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달하고 좋은

화 기술을 습득한다.(p.47)

(갈등해결) 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알리고 모든 가능한 해결책 에

최선을 것을 선택하도록 노력해라.(p.50)

(친구)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고 질투나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고 정

은 태도를 취하도록 노력한다.(p.71)

(가치)신문을 읽거나 티비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p.90)

(목표) 자신에 해 먼 이해하고 목표를 세운 후 계획을 세워 실천해

라.(p.91)

(자원 리)목표를 설정하고 자원 리 과정에 따라 계획하고 실천한다.

(p.102)

(의사결정)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한다.

(p.103)

사진

(자아존 감)트로피를 받는 것과 같은 성공 경험은 좋은 축구 선수로 본

인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p.20)

(의사소통) 의 생각 감정 믿음을 정직하고 존 할만한 태도로 주장한다.

(p.47)

(필요와 욕구)네가 좋아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건강한 자기 존 욕

구를 실 하는 데 도움이 된다.(p.88)

3

보충

(개성)수 은 성격을 바꾸기 해 몇 주간의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p.19)

(자아존 감)동아리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네가 잘 할 수 있는 심

사를 찾아보자.(p.23)

(스트 스) 요한 과제가 있으면 기한이 되기 에 해낼 수 있도록 스

쥴을 세우고 미리 해둔다.(p.31)

3

TL 본문

(개성)네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개성을 형성하는 데 향을 미친다.(p.15)

(자아정체감)자신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한 일이다. 자신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도록 노력한다.(p.17)

(정서)자신을 해치지 않고 감정을 표 하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한다.

(p.21)

(지 발달)다양한 들을 토론하고 사실을 발견하며,다양한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려고 노력한다.(p.21)

(독립심)직업에 해 생각하고 의 정체성을 찾기 해 노력해야 한다.

(p.26)

(친구)부정 인 래 압력에 처하기 해 네가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

하고 거 할 수 있어야 한다.(p.44)

(의사소통)분명하게 말하고 써야하며 신 하게 들어야 한다.(p.5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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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와 욕구) 의 정서 필요를 충족하기 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해

서 여러 경험을 하도록 노력한다.(p.120)

(자원 리) 의 자원을 개발하기 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흥미

를 찾고 자신에 해 알고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p.127)

(가치) 는 에게 향을 경험으로부터 가치를 배울 수 있다.(p.132)

(우선순 ) 에게 있어서 가장 요한 목표를 먼 고려하여라.(p.134)

(의사결정)문제를 인식하고 안을 찾고 평가하는 단계에 따라 의사결정

하도록 해라.(p.139)

(리더십)좋은 리더가 되기 해서는 친 하고 배려 깊은 성격, 리 기술,

통합력,그룹 이슈에 한 지식, 명함,좋은 의사결정 능력 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p.143)

(스트 스)시간 리 기술을 실천하고 좋은 건강습 을 따른다.(p.165)

사진

(개성)네 자신을 면 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의 특별한 자질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p.13)

(자원 리)컴퓨터 사용 기술을 배우는 등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의 인 자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다.(p.128)

2

보충

(자아정체감)네가 구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

는다.(p.17)

(도덕성)정직하고 옳은 것을 하기 해 용기를 가진다.최선을 다하려고

항상 노력한다.(p.25)

(친구) 자신을 지지하고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p.44)

3

YL
본문

(개성)새로운 경험들은 네가 특별한 존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다.

(p.8)

(신체발달)빠른 신체 변화에 응하도록 노력한다.(p.14)

(자아정체감)밝게 생활하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정직하게 행동한다.

(p.18)

(자신감)네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하고 성공 경험을 갖는다.(p.19)

(의사소통)네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표 하고 타인의 말을

극 으로 경청한다.(p.32)

(시민의식)공공자원을 내 것처럼 조심스럽게 사용한다.(p.39)

(자원 리)목표를 세우고 계획해서 한 단계씩 실행해 나간다.(p.43)

(가치)흥미와 다양한 경험 속에서 다른 가치를 형성한다.(p.56)

(책임감) 에게 기 되는 일을 발견하고 새로운 과업을 순차 으로 해내

며 실수로부터 배우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다.(p.63)

(의사결정)모든 사실을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선택한 결과의 효

과를 고려하며 기꺼이 험 부담을 감내한다.(p.68)

(목표)목표를 달성하기 해 계획을 세우고 네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라.

(p.73)

(우선순 )더 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

하는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p.73)

(친구)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갖고,배려하고 나 고 좋은 의

사소통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p.132)

(갈등해결)나 달법을 활용하는 등 의사소통 기술을 발휘한다.(p.144)

14

사진
(신체발달)모든 사람들은 다른 성장 속도를 갖는다.이러한 변화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p.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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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구분 교과서 실제 서술 내용 개수

CJ1 본문

(지 발달)부모님,친구,선생님 등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화를 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요하다.(p.20)

(사회성)부모님에 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열린 마음으로 화함으로써

이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p.24)

(친구)진정한 친구가 되기 해서는 먼 서로에 한 열린 마음이 바탕

이 되어야 하며,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존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p.43)

5

(자아정체감) 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이 성취 경험을 찾아본다.(p.17)

(의사소통)분명하게 생각을 달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집 해서 듣는

다.(p.34)

(리더십)열정 이고 정 인 자세를 취하며 효과 인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한다.(p.41)

(자원 리)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일을 시작하기

에 모든 것을 조직화해 둔다.(p.47)

(가치)네가 옳다고 믿는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 해 거 기술을 활용해

야 한다.(p.57)

(스트 스)스트 스를 리하기 해 우선순 를 정해서 일을 하고, 정

인 자세를 취하며 건강한 습 을 실천한다.(p.128)

(친구)네가 새로운 흥미를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공유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p.132)

보충

(자신감)내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찾는 것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데 자신감을 다.(p.7)

(자아존 감)장단 을 악하고 단 을 장 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

아본다.(p.19)

(가치)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 해 어려운 상황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p.55)

(의사결정)문제인식 안마련 결과를 고려하고 행동하고 평가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 의사결정 한다.(p.67)

(목표) 실 이고 구체 이며 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목표를 설정한다.

(p.72)

(친구)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해서는 친 해야 하고 자신이 즐거워야

한다.(p.133)

6

주:동일한 교육내용을 심으로 여러 문장이 같은 수 에서 서술되었다면 1개로 간

주하 으며, 표 인 문장 1개만 <표>에 제시함.

2.집단수 :타인에 한 존 과 상호작용이 개인의 발달에 미

치는 향을 고려한 서술방식

(1)한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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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상 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기․가2:p.36)

(갈등해결)가족갈등이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체가 향을 받게 되므로

가족 모두가 이를 해결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기․가2:p.40)

그림

(도덕성)자기 심 사고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한

다.(p.21)

(정서)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친구들과의 계를 형성한다.(p.23)

(사회성)상 방이 자신을 잘 이해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표 한다.

(p.24)

(사회성)다양한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원만한 인 계를 유지하는 방

법을 배운다.(p.42)

(자아정체감)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p.27)

(자아정체감)친구 계 안에서 자신의 치와 역할을 인식하고,친구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자아정체성을 발달시킨다.(p.42)

(친구)친구의 장 은 칭찬하고,나쁜 은 일깨워 다.(p.43)

(이성교제)부모님과 솔직하게 화하면서 한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

(p.44)

(자원 리)혼자서 하는 개인 활동과 가족 친구와 함께 하는 사회

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p.128)

(스트 스)부모님,선생님, 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심한 경우 치료를

받는다.(p.134)

(발달)가정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 ,불질

으로 한 지원을 해주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p.158)

(의사소통)상 방의 몸짓,자세,표정 등 비언어 인 표 에 주의를 기울

인다.(기․가2:p.36)

12

보충

(자아정체감)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목표를 성취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p.29)

(사회성)여가활동을 통해 인 계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를 기른다.(p.131)

2

CJ2

본문

(지 발달)청소년기 자기 심성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마

다 생각과 감정, 심사 등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부터 차 사라진

다.(p.17)

(정서)가족 간의 화,친 한 친구 계,건 한 여가 등을 통해 감정을

스스로 조 하며 바람직한 방법으로 정서를 표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요하다.(p.19)

(친구)친구를 자신처럼 소 하게 여기고 존 하며,친구에게 힘든 일이 생

기면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p.40)

(의사소통)건강한 가족은 서로의 좋은 을 찾아 칭찬함으로써 서로의 발

을 극 으로 돕는다.(기․가2:p.34)

4

그림

(사회성)청소년과 부모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열린 화를 통해 바람

직한 계를 유지하기 한 노력을 해야 한다.(p.20)

(정서)친구를 통해 심리 안과 정서 안정감을 느낀다.(p.40)

(자원 리)가족원의 시간을 고려하여 함께 식사나 취미 활동을 하는 등

가족 공동의 시간을 가진다.(p.118)

(스트 스)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모님,선생님, 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p.127)

6



- 117 -

(의사결정)상 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기․가2:

p.33)

(갈등해결) 화를 통해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와 갈등이 가족에게 주는

향을 확인한다.(기․가2:p.38)

보충
(지 발달)자기 심성을 극복하기 해 야외 활동이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의 만남 등을 통해 소통한다.(p.17)
1

WK

본문

(지 발달)자기 심 사고는 다양한 인 계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한 객 인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차 사라지고 좀 더 성숙한 수 에서

자신을 이해하도록 발 한다.(p.18)

(자아정체감)안정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해서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해야 한다.(p.19)

(자아정체감)친구 계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큰 향을 미

친다.(p.47)

(도덕성)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는 성숙한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p.21)

(정서)감정을 잘 조 하여 상 방의 기분을 존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p.22)

(사회성)부모와 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26)

(친구)신뢰감을 주는 친구를 선택하여야 하며 서로에게 정 인 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p.45)

(스트 스)가족이나 친구,주 사람들과 열린 화를 통해 고민을 나 는

것이 좋다.(p.127)

(의사소통)가족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마련하여 함께 건강한 화

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기․가2:p.42)

(갈등해결)가족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피하거나 참기보다는 구성원 모두

가 노력해서 해결해야 한다.(기․가2:p.47)

10

그림

(자원 리)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고려하여 각 생활시간이 균형을 이루도

록 계획해야 한다.(p.122)

(시민의식)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p.151)

(의사소통)상 방을 인정하고 존 하며,진심으로 이해하기 하여 노력한

다.(기․가2:p.43)

(갈등해결)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구성원 모두에게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는다.(기․가2:p.49)

4

보충

(자신감)주변 사람들과 좋은 계를 맺는다.(p.19)

(정서)이성교제를 통한 감정의 교류로 정서가 윤택하고 풍부하게 된다.

(p.49)

2

DS 본문

(도덕성)사회 으로 지된 행동을 억제하고,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황을 이해하기 해 힘써야 한

다.(p.12)

(자아정체성)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나 개인의 특성,다른 사람과의 계

등 여러 요인의 향에 의해 진 으로 형성된다.(p.18)

(갈등해결)부모님과 선생님 등 어른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교 상담실,

지역의 청소년 복지 상담 시설을 활용하여 문제를 극 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134)

(갈등해결) 인 스토 을 이용하여 의견 조 과 력을 통해 상호 수용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선택한다.(기․가2:p.3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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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상 방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한

반응을 보여 존 하고 있다는 표 을 한다.(기․가2:p.30)

그림

(사회성)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야기를 나 는 기회를 자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p.14)

(정서)우정을 통해 정신 으로 의지가 되고 안정감을 얻는다.(p.31)

(친구)친구의 이야기에 심을 갖고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p.33)

3

보충

(사회성)국 이나 인종,성별에 편견을 갖지 않으며 자신과 다른 삶의 방

식도 존 한다.(p.14)

(정서)거친 말투나 표 을 삼가고 자신의 심정을 차분하게 표 한다면 상

방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p.15)

(스트 스)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

을 요청한다.(p.102)

(자아정체성)가족이나 선생님,친구들과 깊이 있는 화를 나 자.(p.18)

(사회성)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 할 알아야 한다.(p.127)

5

BS

본문

(지 발달)많은 사람을 만나고 화를 나 는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모

든 사람은 마다 심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자기 심 사고

는 차 사라지게 된다.(p.17)

(자아정체감)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한 이해를 통해 원만한 인

계를 유지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p.24)

(자아정체감)친구의 격려와 조언은 새로운 역할을 시도할 때 자신감을 주

고 정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p.42)

(역할)청소년은 자신의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가 기 하는 역할을 잘 반

하여 스스로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이를 지켜 나가기 해 꾸

히 노력해야 한다.(p.25)

(친구)친구에 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지원하면서 정서 으로 친

하고 안정된 계로 발 하게 되면 더욱 돈독한 우정을 나 수 있다.

(p.42)

(스트 스)가족이나 친구,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과의 화를 통해 자신의

스트 스를 방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p.122)

(의사소통)상 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기․가2:p.35)

(갈등해결)가족이 많은 시간을 함께하여 유 감을 강화하려 노력한다.

(기․가2:p.40)

8

그림

(정서)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가족,친구와 좋은 계를 유지한다.

(p.19)

(사회성)부모와 충분한 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 하고 바람직한

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20)

(자아정체감)다른 사람이 나에 해 갖는 견해까지 반 함으로써 발달시

킬 수 있다.(p.23)

(친구)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극 으로 도와 다.(p.42)

4

보충

(사회성)부모 자녀 간의 정 인 의사소통이 높아질수록 학교 응력이

높아진다.(p.20)

(사회성)청소년은 자기와 다른 삶도 존 할 책임이 있다.(p.150)

(자아존 감)부모,친구와 신뢰하는 계를 유지한다.(p.23)

(갈등해결)청소년 비행을 방하기 해 가족,친구와의 충분한 화를 통

해 원만한 인 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p.26)

(스트 스)상 방을 설득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여 스트 스 문제를 해결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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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p.123)

(갈등해결)서로 다름은 자연스러운 일이며,다름 그 자체는 마땅히 존 받

아야 한다.(기․가2:p.39)

GS

본문

(지 발달)자기 심 사고는 주변 사람들과 다양한 계를 맺고,성숙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p.14)

(정서)상 방의 기분을 존 한다.(p.15)

(사회성)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충할 수 있는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여

타인도 존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p.16)

(자아존 감)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계로부터 만

들어진다.(p.17)

(친구)서로 수용하고 신뢰하며 존 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생활에 즐거움

을 공유하고 같은 래로서 공감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p.28)

(자아정체감)원만한 인간 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친구들에게 인정

받아 안정감을 얻음으로써 정 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p.28)

(스트 스)청소년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족 간의 화가 매우

요하다.(p.102)

(의사소통)부모와 자녀가 먼 마음을 열고 민주 인 화를 나 기 해

노력해야 한다.(기․가2:p.30)

8

그림

(자신감)주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p.17)

(자아정체감)원만한 인간 계를 유지한다.(p.18)

(친구)친구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 한다.(p.28)

(스트 스)상담 등 도움을 요청하여 스트 스에 극 으로 처한다.

(p.102)

(갈등해결)상 방의 처지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진다.(기․가

2:p.33)

5

보충

(정서)기분이 나쁠 때에는 상 방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표 해야 하며,표 방식에 따라 나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될 수도 있

다.(p.15)

(친구)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

다.(p.29)

(자원 리)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p.98)

(의사소통)토킹스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상호 존 하는 완 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기․가2:p.31)

4

JH 본문

(정서)가족 간의 친 한 사랑의 표 ,친구 간의 신뢰 계 형성 다양

한 단체 활동 는 술 활동 등의 건 한 방법을 통하여 정 인 정서를

경험하고 정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p.16)

(독립성)청소년과 어른의 갈등은 서로에 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의견

차이가 부분이며,이러한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발달한다.(p.20)

(도덕성)다른 사람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21)

(친구)생김새나 특성은 모두 다르지만,내가 소 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

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숙하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p.38)

(스트 스)부모님,선생님, 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한다.(p.114)

(사회성)청소년 인턴십 활동에서 멘토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가능성과 능

력을 발견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p.140)

(의사소통)가족간의 화에서는 상 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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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달하는 것이 요하다.(기․가2:p.34)

(갈등해결)가족 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갈등이 가족에게 어

떠한 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한다.(기․가2:p.42)

그림

(자아정체감)자신이 가진 특성이나 능력을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다.(p.36)

(친구)친구의 이야기에 심을 가지고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p.37)

(스트 스)부모님이나 선생님, 문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스

트 스 해소의 정 방법이다.(p.116)

3

보충

(사회성)학업이나 진로선택과 같은 부분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어른

들의 향을 크게 받는다.(p.20)

(발달)타인을 배려하고 존 할 아는 청소년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p.24)

(자원 리)다른 가족원들의 시간과 개인의 시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p.111)

(의사소통)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 하는 개방 이고 정 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기․가2:p.38)

(갈등해결)가족 간의 유 강화와 가족 갈등 방을 해서는 가족 문화

만들기가 필요하다.(기․가2:p.44)

5

주:동일한 교육내용을 심으로 여러 문장이 같은 수 에서 서술되었다면 1개로 간

주하 으며, 표 인 문장 1개만 <표>에 제시함.

교과서 구분 교과서 실제 서술 내용 개수

AL 본문

(정서) 정 인 친구 계는 의 기분을 좋게 할 것이며 요한 사회

기술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Positivefriendshipscan help you feel

betteraboutyourselfandhelpyoudevelopimportantsocialskills)-p.8

(도덕성)힘든 상황 속에서 옳은 결정을 내리는데 부모,교사,코치,종교

리더,상담가들이 도움을 수 있다(Parents,teachers,coaches,religious

leaders,andcounselorscanalsohelpyoudeterminetherightcourseof

actionindifficultsituations).-p.8

(개성)가족,문화와 같은 를 둘러싼 환경 요인들이 의 개성을 이룬

다. 를 들어 사랑이 넘치는 가족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

고 건강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Your personality is shaped even

furtherbyyourenvironment).-p.9

(자아정체감)자아개념은 에 한 가족,친구들의 의견에 의해 형성되고

향을 받는다. 를 들어 정 인 메시지를 받으면 정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쉽다(Yourself-conceptisshapedandinfluencedbycomments

aboutyoufrom family,friends,otherpeopleinyourlife).-p.10

(자신감) 정 메시지로 나를 지지해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찾

아라(Seeksupport).-p.11

(자원 리)다양한 사람들을 아는 것은 기술을 습득하고 직업을 찾는데 도

움을 것이다(Gettoknow avarietyofpeople).-p.13

(목표)가족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며 그것을 달성하기 해 함께 나간다

(Familiesmayhavecommongoal.Asagroup,thefamilymapsout

17

(2)미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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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totakeandworkstogethertomeetitsgoals)-p.17

(스트 스)가족,친구,친한 선생님,상담가,종교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

하고 고민을 나 다(Shareyourconcernsandask forhelpwhenyou

needit).-p.29

(역할)윤리 규범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정 인 롤 모델이 될

수 있다(Heorsheisalsoapositiverolemodel,orapersonwhosetsa

positiveexampleforothers).-p.37

(가치)가족과 타인으로부터 가치를 배운다(Youlearnvaluesfrom your

familyandothersinyourlife).-p.38

(책임감)가족에게 책임감을 보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Think

aboutwaysthoseinyourfamilyshow responsibility).-p.41

(시민의식)좋은 시민의식을 기르기 한 첫 번째 단계로 가정과 학교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다(Youfirstlearnandpracticegoodcitizenshipinyour

homeandschool).-p.42

(의사결정)가족 구성원은 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향을 미칠 수 있다

(Familymemberscanstronglyinfluenceyourdecisions).-p.46

(리더십)가족 내에서 형과 나는 정 인 리더십 모델이 될 수 있다(In

families,olderbrothersorsistersshow leadership when they model

positivebehaviorforyoungerfamilymembers).-p.52.

(의사소통)말하고 듣기 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감정을 먼 고

려해라(Youconsiderthefeelingsofothersbeforespeaking andlisten

withanopenmind).-p.144

(갈등해결) 는 기꺼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타인의 을 이해하려

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Youneedtobewillingtoacceptallpeopleand

learntounderstandtheirpointsofview).-p.158

(친구)좋은 친구가 되려면 서로 간에 로열티,존경심,동정심,용서하는 마

음을 가지고 표 해야 한다.-p.185

사진

(발달)어른들은 네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수 있다(Adults

canhelpguideyouinmakinggoodchoices).-p.9

(자원 리)친구는 시간과 우정과 같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Share

resources).-p.15

(스트 스)주 하지 말고 도움을 수 있는 지원자를 찾아라(Donotbe

afraidtoaskforsupportwhenyouneedit).-p.28

(역할) 는 타인에게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How areyouarole

modelforothers?).-p.37

(가치) 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치에는 무엇이 있을까?(Whatother

valuescanyoulearnfrom theseteammates?).-p.38

(의사결정)네가 의사결정 하는 데 가족이 향을 미친다(Caringfamily

membersinfluenceyoutomakegooddecisions).-p.42

(정서)상담가들은 정서 인 건강과 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것이다.-p.47

(갈등해결)서로 간에 무엇을 존 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해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할지 생각해보자(Thinkaboutwhatyourespectandadmire

abouteachother,andworktogethertoresolveyourproblem).-p.156

(자신감) 정 인 태도를 가진 네 주변의 사람들은 네가 자신감과 정

인 자아상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다(Surroundyourselfwithpeoplewh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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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positive attitudes to help you develop self-confidence and a

positiveself-image).-p.173

보충

(목표) 상된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향을 고려해야 한다(Consider

how aproposedgoalcouldaffectotherpeople).-p.16

(자원 리)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계획할 때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

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Youneedtosqueezeintimetospendtime

withyourfamilyandfriends).-p.24

(스트 스)친구와 가족에게 문제를 털어 놓는다.-p.140

(갈등해결)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Learnthecustomsofpeoplefrom otherculturesthatyoufrequently

encounter).-p.157

(친구)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해서 먼 도움의 손길을 내 어라 -p.187

5

BL

본문

(정서)화가 날 때 네가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라(Whenyoufeel

angry,talkingtosomeoneyoutrustmayhelp).-p.6

(사회성)가족,학 원,교사,이웃과의 계가 사회성 발달에 향을 미친

다(Your relationships with all these people affect your social

development).-p.7

(책임감)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향을 고려해야만 한다(Youmustconsiderhow theywillaffect

yourselfandothers).-p.9

(개성)이웃,친구,교사는 개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것이다(Neighbors,

friends,andteacherswillhelpshapetheirpersonalities).-p.16

(자아정체감) 자아개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Your

self-conceptisformedfrom yourcontactswithotherpeople).-p.19

(자아존 감)사랑,인정 그리고 격려를 제공하는 가족은 자아존 감을 형

성하는 기본이 된다(Families who provide love, appreciation, and

encouragementform thebaseforself-esteem togrow).-p.20

(스트 스)믿을만한 친구나 존경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 어라(Talktoa

trustedfriendorsomeoneyourespect).-p.31

(의사소통)타인의 감정을 고려해라(Beconsiderateofothers'feelings).

-p.47

(갈등해결)다른 사람의 에서 생각해라(Whenresolvingconflicts,it's

importanttotrytoview thingsfrom someoneelse'spointofview).

-p.51

(가치)사랑,정직,건강,돈,종교와 같은 가치들을 가정에서 처음으로 배

우게 된다(Youlearnedyourfirstvaluesathome).-p.89

(목표)목표를 달성하기 해 기 을 세우는 데,그 기 은 가족이나 친구

와 같은 네 주변 사람들에 의해 습득되게 된다(Youlearnyourstandards

from yourfamily,yourfriends,andotherpeoplearoundyou).-p.93

(자원 리)네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자원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이다(When bandmemberssharetheirresources,theband's

soundimprovesandeveryonefeelssatisfied).-p.101

12

사진

(정서)감정을 다룰 때 어떤 연령의 친구라도 에게 도움이 되어 수 있

다(Friends ofany age provide the supportyou need for handing

emotions).-p.6

(책임감)가족의 식사를 돕고 학 원들을 돕는 것은 책임감을 보여 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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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이다.-p.11

(독립심)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 으로 용인된 행동을 습득

하는 데 도움이 된다.-p.11

(자아존 감)인내심과 칭찬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 아빠는 아들의 자아

존 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다(A fatherwhoteachesusingpatience

andpraisewillhelphisson'sself-esteem todevelop).-p.20

(의사소통)타인의 감정과 믿음을 존 해라.-p.47

(필요와 욕구)가족은 어떤 음식을 먹을지와 같은 욕구에 향을 미친다.

-p.85

보충

(정서)화를 다루기 해서 친한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 한다(Shedecidedtotalktoherfavoriteteacherand

tellherfriendsshewasangry).-p.6

(갈등해결)문제를 해결하는데 재자의 도움을 요청하라.-p.50

2

TL

본문

(개성)사람들과 어울리는 방식은 개성에 향을 미친다(How you get

alongwithpeoplereflectsyourpersonality).-p.13

(자아정체감)타인이 에 해 느끼는 감정은 자아개념에 향을 미친다

(Thefeelingsothershaveaboutyouarereflectedinyourself-concept).

-p.16

(지 발달)지 능력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할 수 있다.-p.21

(독립심)독립심을 기르려면 일단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Youneedtolearnhow togetalongwithothers).-p.26

(책임감)가족,학교,친구에게 의 책임감을 보여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하고 실천한다 -p.26

(친구)친구를 집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 그 친구에 한 이야기를 나

어 본다.-p.46

(의사소통)친구와 의사소통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의사소통 방

식에 기 를 둔다(Communication withyourpartnerwillbebasedon

how you'veseenyourparentscommunicate).-p.50

(필요와 욕구)필요를 충족하기 한 좋은 방법은 타인의 필요가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Goodwaysmeetneedswithoutpreventingother

needsfrom beingmet).-p.121

(자원 리)가족은 인 자원을 개발하는데 요한 향을 미친다(Families

arethemaininfluenceinhelpingyoungchildrendeveloptheirhuman

resources).-p.127

(가치) 는 가치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배운다(You learn

valuesfrom whatotherssayanddo).-p.131

(의사결정)어른들은 네가 올바른 의사결정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수

있다(Adultscanhelpyoulearnhow tomakegooddecisions).-p.137

(스트 스)가족과 친구들은 스트 스에 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것이다(Yourfamilymembersandfriendscanoftenhelpyou

findwaystodealwithyourstress).-p.165

12

사진

(개성)학교 친구들은 개성에 향을 미치는 의 환경의 일부분이다(Your

friendsatschoolarepartofyourenvironment).-p.15

(친구)친구라고해서 항상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서로의 차이에 해 이

야기를 나 어 보자(Friendsdonotalwaysagree.Talking abouttheir

differencescanhelp).-p.4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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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는 가족으로부터 가치를 배운다(You learn valuesfrom your

family).-p.132

(의사결정) 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족에게 조언을 구해라(Ask for

advice from family members when learning to make important

decisions).-p.137

보충

(자아존 감)친구들이 자신을 정 인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네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How can you help yourfriend see

himselfinamorepositiveway?).-p.16

(도덕성)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와는 다른 을 받아들이도록 노력

한다.-p.25

(의사소통)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서 가족과 공유해본다.-p.55

3

YL

본문

(개성) 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 에 하나는 가족이다

(Yourfamily hasoneofthestrongestinfluenceson thepersonyou

become)-p.7

(역할) 는 에게 요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 고 찰하면서 의 역

할을 습득할 수 있다(Youlearnyourrolesbytalkingtoandwatching

peoplewhoareimportanttoyou)-p.8

(자아정체감) 의 자아개념은 네 주변 사람들로부터 향을 받는다(Your

self-conceptisinfluencedbythepeoplearoundyou).-p.17

(시민의식)타인을 존 하는 마음을 보여 다(Show respectforothers).

-p.38

(가치) 의 가치에서 많은 부분은 가족이나 네가 요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로부터 온다(Manyofyourvaluescomefrom yourfamilyandfrom

otherpeoplewhoareimportanttoyou).-p.56

(책임감)다른 사람의 감정과 심사를 고려하고 존 하는 태도를 갖는다.

-p.60

(의사결정)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가족과 친구의 조언을 구해라

(Advicefrom familymembersandfriendscanhelpyoumaketheright

decisions).-p.69

(친구)서로 로열티를 갖고 문제가 있을 때 들어주고 도움을 주도록 한다.

-p.132

(갈등해결)불일치를 해결하기 해 와 다른 사람들은 으로 함께 일을

수행해야 한다(Toresolvea disagreement,you and theotherperson

mustworkasateam).-p.144

9

사진

(역할) 는 군가에게 롤모델이 될지도 모른다. 정 인 역할을 수행하

기 해서 어떻게 해야할까?-p.8

(리더십)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여하도록 하며,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p.40

(의사결정)어려운 의사결정에 부딪혔을 때 부모님이나 다른 믿을만한 어

른들에게 조언을 구해라(When facedwithadifficultdecision,ask for

advicefrom yourparentsorothertrustedadults).-p.68

(목표) 의 가족과 친구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있는

자원이다(Yourfamilyandfriendsarevaluableresourcesthatcanhelp

youachieveyourgoals).-p.73

(스트 스)스트 스를 리하기 해 를 격려해주고 통찰력을 제공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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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구분 교과서 실제 서술 내용 개수

CJ1

본문 0

그림

(도덕성)이타심을 기르고,친사회 행동을 하도록 노력한다.(p.21)

(복지_자아정체성)사회 참여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책임 의식

을 길러야 한다.(p.158)

(복지_시민의식)청소년 자원 사 활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다.(p.163)

(갈등해결)서로에게 심을 기울이고 배려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기․가2:p.42)

4

보충

(복지_책임감)사회 으로 가치 있는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기르도록 하자.(p.131)

(복지)세계의 모든 청소년이 기본 인 인권을 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p.159)

2

CJ2

본문

(복지_리더십)자원 사 활동은 타인이나 지역사회를 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활동으로,자신감과 지도력 향상,공동체 의식 강화,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진로 탐색의 기회 등에 도움을 다.(p.163)

1

그림 0

보충 (복지_지 발달)학습 사활동을 통해 복습의 기회를 얻고 공부 방법을 1

친구,부모와 같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라(Gathera supportsystem).

-p.128

(갈등해결)훈련된 래 재자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A specially trained peermediatorcan work with teens to

resolveaconflict)-p.145

보충

(정서) 의 감정을 가족,친구,교사,상담가에게 표 해라(Talk about

yourfeelingswith a family member,friends,teacher,orcounselor).

-p.13

(신체발달)갑작스런 신체변화가 고민이 될 때 조언을 구할 어른들의 이름

과 화번호 리스트를 마련해보자(Makealistofthenamesandphone

numbersofadultsyoucouldaskforadvice).-p.14

(친구)부정 인 래압력에 처하기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

이나 상담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Talk to parents and counselors).

-p.139

3

주1:동일한 교육내용을 심으로 여러 문장이 같은 수 에서 서술되었다면 1개로

간주하 으며, 표 인 문장 1개만 <표>에 제시함.

주2:집단 조직수 의 서술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최 한 원문을 병기하여

제시하 음.

3.조직수 :사회 심과 참여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향

을 고려한 서술방식

(1)한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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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게 된다.(p.163)

WK

본문

(복지_시민의식)자원 사 활동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에서 실천

함으로써 경험의 기회를 넓히고 다른 사람을 존 하며 함께 살아가는 민주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다.(p.152)

1

그림

(복지_도덕성) 사나 지역활동 등 지역사회의 삶을 체험하면서 건강한 인

성을 형성할 수 있다.(p.151)

(복지_자신감)자원 사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지도력을 형성할 수 있다.

(p.152)

(갈등해결)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유용한 자원과 가족복지서비스를 활용한

다.(기․가2:p.49)

3

보충 0

DS

본문

(사회성)특정 사회 집단에 자발 으로 참여하거나 스스로 집단을 형성한

다.(p.14)

(복지_책임감)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나 는 청소년 자원 사

활동은 책임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인 활동이다.

(p.133)

2

그림 0

보충

(사회성)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태도를 익히며,사회 으로 책임

감 있게 행동한다.(p.14)

(복지_책임감)가정 사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p.125)

(복지_시민의식)청소년은 삶의 터 인 자연을 소 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

과 더불어 살아간다.(p.127)

3

BS

본문
(갈등해결)이웃과 지역사회에 심을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하고 소통하

는 자세가 필요하다.(기․가2:p.43)
1

그림

(갈등해결)가족 유 감을 강화하기 해 가족이 함께 환경보호활동,복지

캠 등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한다.(기․가2:

p.40)

1

보충

(역할)미래 사회를 측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 을 해 어떤 역할과 노

력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p.25)

(복지_시민의식)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 하며,정의로운 공동체의 성

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p.150)

2

GS

본문

(복지_책임감)청소년은 사회 환경에 향을 주고받으며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p.127)

(복지_책임감)자원 사 활동을 통해 개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에 참여하여 사회 책임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p.133)

2

그림 0

보충 0

JH

본문 0

그림 0

보충
(시민의식)국제 감각과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청소년이 되고자 노력해

야 한다.(p.24)
1

주:동일한 교육내용을 심으로 여러 문장이 같은 수 에서 서술되었다면 1개로 간

주하 으며, 표 인 문장 1개만 <표>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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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구분 교과서 실제 서술 내용 개수

AL

본문

(정서)지역사회 사활동에 참여해라.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의 기분을

좋게 할 것이다(Volunteerinyourcommunity.Helpingotherscanmake

youfeelbetterandworrylessaboutyourself).-p.8

(자아정체감) 의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역사회에 행복하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요하다(Whateveryourdreamsare,itisimportant

tofindonethatwillhelpyoufeelconfidentandhappywithwhatyou

haveaddedtoyourcommunity).-p.11

(발달)타인의 성공을 돕는 것은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You

trulycanmakeadifferenceintheworldbyhelpingotherssucceed).

-p.19

(가치)모든 문화의 사람들은 공통의 가치를 가진다. 세계 으로 추구해

야 할 보편 가치가 있다(Peopleofallculturessharesomecommon

values).-p.38

(자아존 감)자원 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타인에게도 이익이지만

자신에게도 이롭다.타인을 돕는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Volunteerforthebenefitofothers,butdoitforyourself,too).

-p.42

(의사결정)의사결정과 행동은 네가 살고 있는 사회의 향을 받는다. 를

들어서 이웃의 안 을 해 안 지킴이 활동을 한다(Yourdecisionsand

behaviorareinfluencedbythesocietyinwhichyoulive).-p.47

(리더십)학교 조직인 FCCLA에 참여하여 여러 사회 이슈를 함께 해결

함으로써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FCCLA raisesawarenessofteenissues

andcreatespositivechanges).-p.51

(의사소통)지역사회와 환경에 네 몫을 다 함으로써 그것들을 존 해라

(Respectyourcommunityandtheenvironmentbydoingyourpartto

takecareofthem).-p.147

8

사진

(발달)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Teenscanmakeadifferenceintheworldbyhelpingotherssucceed).

-p.18

(자원 리)재활용품들을 기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일 뿐 아니라

네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Whenyoudonateuseditems,you

helpothersandyourselfatthesametime).-p.26

(리더십)지역 사활동은 청소년의 인성을 기르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하

나의 방법이다(Volunteering in thecommunity isoneway teenscan

buildcharacteranddevelopleadershipskills).-p.35

(시민의식) 는 오늘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어떤 작은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Whatsmallactofcaringandcompassioncanyoudotoday

tomakeadifferenceinyourcommunity?).-p.41

4

보충

(시민의식) 심 있는 지역 단체와 연락을 해서 자원 사활동을 시작해라

(Contactalocalorganizationthatinterestsyoutobeginvolunteeringin

yourcommunity).-p.42

(친구) 정 인 래 압력을 형성하기 한 방법으로 공원을 청소하는 등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한 작은 행동을 함으로써 커뮤

3

(2)미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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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 라이드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Showingcommunitypridemeans

workingtomakeyourcommunityabetterplacetolive).-p.176

(역할)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조직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를 해 네가

가진 시간과 지식을 나눔으로써 정 인 롤 모델이 될 수 있다(Sharing

yourtimeand knowledge with othersstrengthensyourcommunity).

-p.184

BL

본문

(책임감)네가 한 결정은 크게는 지역사회에 향을 미치므로 행동의 결과

를 고려해야 한다.-p.10

(개성)스카우트와 같은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은 의 후천 특징에

향을 미친다(Thepeoplein yourcommunity willaffectyouracquired

traits).-p.17

(가치)지역사회 기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돌 이라는 가치를 배우게 된

다(Ifyoudonatetothiscause,youareshowingthatcaringforothers

isoneofyourvalues).-p.90

3

사진

(자원 리)지역사회 재활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By participating in your community's recycling

efforts,youarehelpingtoconservenaturalresources).-p.100

1

보충 0

TL

본문

(필요와 욕구)세 을 내거나 기부를 하는 등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들의

기본 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Helpingpeople

who are notableto meettheirbasic physicalneedsiseveryone's

responsibility).-p.119

(리더십)FCCLA와 같은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이슈를 악하고 진

로를 탐색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등 리더십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p.141

2

사진

(필요와 욕구)집이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해서 해비타트

에서 자원 사 한다.-p.119

(가치)FCCLA와 같은 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의 가치를 세우는 데 향

을 미친다(ParticipatinginFCCLAcanreflectyourvalues).-p.131

(리더십)지역사회 사 로젝트에 참가함으로써 리더십과 웍을 기른다.

-p.144

3

보충

(도덕성)지역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의 몫을 다하고 환경을 지키

는 등 시민의식을 갖도록 노력한다(You doyoursharetomakeyour

communityabetterplace).-p.25

(발달)배려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한다.-p.26

(필요와 욕구)자원 사 기 을 조사해서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하는 지 살펴보고,네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Describehow theorganizationshelppeoplemeettheirbasicphysical

needs.Findouthow youcanjoinoneofthesegroups).-p.119

(우선순 )유명인사의 가치,기 ,우선순 를 조사해보고 그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공헌하 는지 찾아보자.-p.134

(목표)FCCLA와 같은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목표뿐만 아닌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p.142

5

YL 본문

(역할)지역사회에서 재활용 센터의 자원 사자로 일을 함으로써 사회 구

성원으로서 역할을 습득한다.-p.8

(자아존 감) 사활동은 자신에 해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

(Beingavolunteerhasmanybenefits.Themostimportantoneisthatit

makesyoufeelgoodaboutyourself).-p.3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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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 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다(Whenyou

volunteer,youshow thatyouareagoodcitizen).-p.37

(리더십)지역사회 사 센터에서 공헌을 함으로써 리더십을 기른다.-p.40

(가치)지역사회 재활용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 재활용에 한 가치를 배

울 수 있다.-p.56

(책임감)공공자산을 소 히 하고 환경에 한 심을 보이며 지역사회

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Yourresponsibilitiesincluderespectingpublic

and privateproperty and showing concern forthe environmentand

helpingoutinyourcommunity).-p.61

사진

(시민의식)지역사회에서 한 몫을 함으로써 시민의식을 보여 수 있다

(Youcanshow yourcitizenshipskillsbydoingyourshareofthework).

-p.38

(책임감)지역사회에서 사활동을 하는 것은 책임감을 보여주는 좋은 방

법이다(Beingavolunteerinyourcommunityisagoodwaytoshow

responsibility).-p.61

2

보충 0

주1:동일한 교육내용을 심으로 여러 문장이 같은 수 에서 서술되었다면 1개로

간주하 으며, 표 인 문장 1개만 <표>에 제시함.

주2:집단 조직수 의 서술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최 한 원문을 병기하여

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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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1 경험

(자아정체감)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소 함을 표 한 시를 읽고,나의

장 은 무엇인지?장 을 가꾸고 미래를 비하기 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 이야기해보자.(p.14)

(자아정체감)‘나는 구인가?’에 한 마인드맵을 그려보자.(p.27)

(자아정체감)자신의 장 을 떠올려 보고,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식품

을 골라 4컷 만화로 표 해 보자.(p.49)

(정서)분노가 생길 때 느낌을 그려보고,지나친 분노 표 으로 문제가 생

겼던 경험을 이야기해보자.(p.22)

(도덕성)만약 복도에서 만 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주운 경우 어떻게 행동

할지,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p.21)

(도덕성)모르고 불법 다운을 한 경우와 돈을 아끼기 해 의도 으로 불

법 다운로드를 한 경우에 가 더 나쁜지 이야기해보자.(p.21)

(역할)남자답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어진 민성이의

사례를 읽고 민성이의 마음은 어떨지,문제 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보자.(p.28)

(친구)친구 계로 고민하는 여러 사례들을 읽고,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보자.(p.45)

(자원 리)시간의 신 크로노스에 한 을 읽고,시간에 한 자신의 생

각을 이야기해보자.(p.122)

(자원 리)나의 하루 일과표를 작성해보고,생활시간을 분류하고 분석해보

자.(p.125)

(자원 리) 학교에 다니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보고 이를 달성

하기 한 주간 1일 시간 계획을 세워보자.(p.129)

(스트 스) 재 스트 스 정도를 체크해서 진단해보고,그 원인과 해결책

을 어보고 했는지 평가해본다.(p.135)

(스트 스)단짝 친구가 다른 아이와 친한 상황에서 스트 스를 받는

이의 사례를 읽고 이의 스트 스 처 방안을 찾아본다.(p.136)

(복지) 재 나의 생활이 더욱 개선되고 행복해지기 해 필요한 조건이나

도움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p.156)

(복지)여러 친구들의 상담 사례를 읽고,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보자.

(p.161)

(의사소통)나 달법과 정 표 방식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으

로 고쳐보자.(기․가2:p.39)

(의사소통)다음은 어느 학생이 부모와 일상 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이다.이를 바람직한 의사소통으로 바꾸어 보자.(기․가2:p.44)

17

<부록 4>교과서별 활동과제 분석

1.개인수 :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문제해결에 을 둔 활동

과제

(1)한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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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복지)맞벌이 가정에서 늦은 시간까지 혼자 지내야 하는 미지의 사례를

읽고,미지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지 탐색하여 제시해 보자.

(p.166)

1

CJ2
경험

(신체발달)신체 정서 변화를 보이는 아들의 이야기가 담긴 만화를 보

고,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이 있는지 생각하여 발표해 보자.(p.12)

(자아존 감)나의 장 과 단 꿈 등을 어보고,나를 더 정 으로 바

라보는 방법에 해 생각해 보자.(p.23)

(친구)우정 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아래의 우정 나무에 내용

을 추가해 보자.(p.41)

(자원 리)주간 계획표를 작성하고 실천한 후 평가해 보자.(p.120)

(자원 리)나의 하루 일과표를 구체 으로 작성한 후,생활시간을 구분해

보고 시간 리의 문제 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생활 습 을 찾아보자.

(p.115)

(자원 리)자기주도 학습 로그램에 참가한 진이의 사례를 읽고,청소

년에게 왜 자기 리가 필요한지 생각해고,나 자신의 꿈을 한 맞춤

리 방법을 어 보자.(p.169)

(자원 리)비효율 으로 일을 하는 나무꾼의 만화를 보고,내가 나무꾼이

라면 어떻게 할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한 시간을 낭비한 경험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자.(p.112)

(스트 스)나의 스트 스 정도를 체크하여 평가해보고,평소에 어떻게

처하 는지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었는지 생각해 보자.(p.125)

(스트 스)다음과 같은 스트 스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제시해 보자.(p.127)

(복지) 재 나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두뇌 그림 속에 어 보자.(p.150)

(의사소통)나의 의사소통 유형에 해 생각해보면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

크해보자.(기․가2:p.32)

(의사소통)다음의 부정 인 말을 정 인 말로 바꿔 표 해 보자.(기․

가2:p.34)

(의사소통)각 상황에 제시된 달법을 나 달법으로 바꾸어 연습해

보자.(기․가2:p.3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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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발달)신체 발달이 느린 설희의 고민을 읽고,청소년기 신체 변화가

생기는 이유와 발달 속도가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p.10)

(신체발달)나의 신체는 어떻게 발달하 는지 그래 로 표 하고, 격하게

변화하 을 때 든 느낌과 고민 된 은 없는지 어 보자.(p.12)

(신체발달)청소년기에 나타난 남녀의 2차 성징에는 무엇이 있을지 신체

부 를 나타낸 그림에 그 특징을 어 보자.(p.13)

(신체발달)주어진 통계청 자료를 통해 신체 이미지 왜곡 상을 악하고,

왜 이런 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어 보자.(p.16)

(자아정체감) 재의 내 모습과 미래의 내 모습을 이나 그림,사진 등으

로 표 해 보자.(p.20)

(정서) 재 머릿속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을 두뇌 그림 안에 표 해 보자.

나의 기분과 감정 상태를 종이에 표시하거나 손 모양으로 표 하여 사진을

어 보자.(p.23)

(역할)나의 생활 속 평등 감수성을 검해보고,양성평등을 실 하기 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p.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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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청소년이 친구를 사귀는 이유에 한 통계 자료를 보고,나는 무엇

때문에 친구를 사귀며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친구 계는 무엇인지 어

보자.(p.48)

(자원 리)주말을 어 부 보낸 수호,일과표를 만들어 시간을 리하는

설희의 사례를 통해 설희는 왜 여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수호의 고

민을 해결하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 본다.(p.118)

(자원 리)평소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생활시간을 분류하여 확인

해 본다.(p.121)

(자원 리)내가 즐겨하는 여가 활동을 생각해보고,여가 활동 유형을 따라

나의 성격 특성을 악해 보자.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도 찾아보자.(p.131)

(스트 스)스트 스 검표를 통해 스트 스 정도를 진단해 본다.(p.125)

조사

(친구)여러 매체를 통해 청소년 폭력 실태를 조사한 후,해결방안을 세워

발표한 후 실천 계획에 따라 실행하여 보자.(p.54)

(자아정체감)나의 흥미 유형에 합한 직업 하나를 골라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구체 으로 탐색해 보자.(p.131)

(복지) 소득 맞벌이 가족인 정우의 사례 속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

하기 한 청소년복지 서비스를 조사한 후,실천하고 평가해보자.(p.162)

3

DS 경험

(신체발달)나의 외모를 정 으로 평가해 보자.(p.10)

(정서)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 로 표 하지 못하고 억압받은 경험이 있는

지 생각해 보자.(p.13)

(자아존 감)나의 자아존 감 수는 얼마인지 체크해본다.(p.17)

(자아존 감)자랑하고 싶은 장 을 고,단 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어 보자.(p.18)

(자아정체감)나의 외모는 변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어떤 요소로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p.16)

(자아정체감)앞으로 2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어 보자.(p.18)

(친구)친구가 있어서 좋은 을 어보자.(p.31)

(친구)학교폭력과 련한 친구들의 사례를 읽고 내가 상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조언해 보자.(p.32)

(친구)이성교제 시 신체 으로 인해 고민하는 사례를 읽고,나라면 어

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보자.(p.34)

(자원 리)진 이의 하루 일과가 담긴 사례를 읽고 나의 일상은 진 이와

비교해서 어떤지 이야기해 보자.(p.94)

(자원 리)나의 평일과 휴일의 일과표를 작성해보고,시간 사용을 검해

보자.(p.97)

(자원 리)자신의 미래와 련된 장기목표를 어보고,주간 계획표를 만

들어 보자.(p.100)

(스트 스)주로 어떤 상황에서 스트 스를 받는지 이야기해 보자.(p.101)

(스트 스)내가 겪은 스트 스 상황을 종류별로 고,각각의 처 방안을

모색해 보자.(p.104)

(스트 스)상황별 스트 스 요인을 살펴보고 어떻게 처하는 것이 좋을

지 이야기해 보자.(p.103)

(발달)청소년기가 되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p.8)

(복지)여러 상황에서 내가 지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p.124)

23



- 133 -

(가치)청소년으로서 건 한 가치 을 확립하기 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 는가?(p.136)

(복지)자신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하여 개인 으로 필요한 복지 욕구는

무엇인지 어 보자.(p.126)

(복지)주어진 통계 자료를 보고,청소년이 가지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

결하기 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p.128)

(의사소통)다음 상황에서 원활하게 화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

감 반응 방법을 빈칸에 어 보자.(기․가2:p.30)

(의사소통)다음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되는 표 을 찾아 올바르게 고쳐 보

자.(기․가2:p.33)

(갈등해결)자신이 요즘 겪는 갈등 상황을 어 본 후 원인을 악하고 해

결방안을 찾아보자.(기․가2:p.36)

조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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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발달) 그림에서 요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찾아 표시해

보고,자신의 변화에 해 이해하면 어떤 이 좋을지 어 보자.(p.12)

(발달)청소년의 정 성장과 발달을 해 가져야 할 태도를 어보고,

앞으로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다짐해 보자.(p.22)

(발달)청소년기 발달 특성과 그에 한 바람직한 태도를 노래로 만들어

불러본다.(p.48)

(복지) 한민국 청소년 헌장을 참고하여 나의 인격과 권리를 명시하는 청

소년 헌장을 만들어 보자.(p.150)

(도덕성)도덕 단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했던 경험이 있으면 간

단히 어 보자.(p.18)

(도덕성)만약 택시 운 기사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단하고도 돌

려주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p.18)

(친구)나와 친한 친구들의 이름을 어보고,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라 친

한 친구가 구인지 어보자.(p.41)

(친구)사례를 통해 지 이가 진아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 이유를

어보고,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화를 만들어보자.(p.43)

(친구)집단 따돌림에 한 신문 기사를 읽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100자 이

내로 정리해 보자.(p.49)

(자원 리)나의 하루생활시간을 검해보고 문제 을 어본다.(p.117)

(자원 리)청소년 자기 리 탁상 계획표를 만들어 본다.(p.156)

(자원 리)나의 한 주 시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후 평가한다.(p.119)

(자원 리)도스토 스키의 이야기를 읽고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

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p.114)

(스트 스)내가 받은 스트 스 상황 한 가지를 기록하고 원인과 처방안

을 분석해 보자.(p.121)

(의사소통)내가 어떻게 말했을 때 상 의 반응이 나올지 빈 말풍선을 채

워보자.(기․가2:p.30)

(의사소통)다음과 같은 화가 오갔을 때 상 의 기분이 어떠할지 어

보자.(기․가2:p.37)

(의사소통)내게 격려나 상처가 되었던 말을 한 가지 골라 그때의 느낌을

200자 내외로 쓰시오.(기․가2:p.49)

(갈등해결)내가 아래와 같은 갈등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처했을지

어보자.(기․가2:p.4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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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나는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지 이야기해보자.(기․가2:p.43)

조사
(의사소통)10 의 ‘욕’,과연 어떤 것이 있으며,무엇이 문제인지 조사해

보자.(기․가2:p.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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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신체발달)신체 ,정신 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p.10)

(도덕성)시험을 보는 도 에 가장 친한 친구가 답을 보여 달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p.14)

(자아정체감)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나의 참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 해 보자.(p.19)

(친구)좋은 친구 계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 보자.

(p.31)

(스트 스)나의 스트 스 지수를 측정해 보자.(p.101)

(스트 스)내가 스트 스를 가장 많이 받은 항복이 무엇인지 써 보고,그

원인과 나의 처 방안을 어 보자.(p.105)

(스트 스)나의 생활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한 후 평가해보자.(p.106)

(자원 리)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시간 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p.94)

(복지)청소년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p.126)

(의사소통)다음 상황을 보고,나- 달법으로 표 하여 화를 완성해 보

자.(기․가2:p.28)

(의사소통) 화에 나타난 걸림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바람직한 화

방법으로 바꾸어 보자.(기․가2:p.34-3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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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발달)청소년기인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마인드맵으로

표 해 보자.(p.10)

(신체발달)연지와 정민이의 키와 몸무게의 변화를 비교해 보고,성장 등

시기를 알아보자.(p.11)

(신체발달)나의 신체상의 단 을 장 으로 바꾸어 보자.(p.13)

(자아정체감)나의 자아정체감 수 은 어느 정도인지 체크리스트에 표시해

보자.(p.18)

(자아정체감)과거의 나, 재의 나,미래의 나에 하여 표 해 보자.

(p.19)

(도덕성)체육복을 주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내가 선택

한 행동에 따라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해본다.(p.21)

(친구)내가 만약 왕따를 경험한다면 기분이 어떨까?(p.38)

(친구)왜 옛날에는 이성 교제에 해 부정 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생

각해보자.(p.39)

(친구)이성교제와 련한 청소년의 고민 상담 내용을 읽고 자신이 상담가

가 되어 답변해 보자.(p.40)

(자원 리)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p.106)

(자원 리)시간의 소 함을 표 할 수 있는 명언을 만들어 보자.(p.107)

(자원 리)나의 주말 하루를 정하여 생활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악하여 보자.(p.109)

(자원 리)나의 생활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한 후 평가해보자.(p.113)

(스트 스)나의 스트 스 지수를 체크해보고 원인과 해소 방법을 생각해

보자.(p.115)

26



- 135 -

(스트 스) 정 인 사고를 연습해서 스트 스를 방해 보자.(p.117)

(스트 스)최근 1주일 동안 내가 받은 스트 스를 어보고 자신의 처

방법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 보자.(p.118)

(복지)청소년 쉼터에 해 알고 있는가?(p.136)

(복지)청소년 복지 서비스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어보자.(p.137)

(복지)내가 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p.138)

(복지)인터넷 독 지수를 체크해 보자.(p.146)

(복지)학업 단자가 되었을 때 청소년 자신은 어떤 비와 노력이 필요

한지 생각해 보자.(p.148)

(의사소통)말하지 않고 다음의 동작과 표정을 지어본 후 느낌을 어보자.

(기․가2:p.33)

(의사소통)나의 의사소통 방법 내용을 분석해보자.(기․가2:p.34)

(의사소통)나의 듣기 정도를 악하여 체크해보자.(기․가2:p.36)

(갈등해결) 만화 속 상황에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기․가2:p.28)

(갈등해결)다음 지연이 가족의 사례를 읽고 갈등 상황의 원인과 해결책을

어보자.(기․가2:p.43)

조사 0

주:경험은 일상의 경험이나 가상의 사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도출하는 과제이며

조사는 장조사,인터뷰,각종자료 속에서 시사 을 발견하는 과제임.

교과서 방법 교과서 실제 활동과제 개수

AL 경험

(신체발달)청소년기와 성숙을 겪고 있는 의 경험에 해 논술해 보자

(Write aboutyourself.Think aboutyourexperiences going through

adolescenceandmaturing).-p.5

(발달)아버지 일을 도울 것인지,야구 경기를 보러 갈 것인지 고민하는

Marjan의 사례를 읽고,나라면 어떻게 할지 설명해 보자(Shouldshego

thegame,orstayandhelpherfather?).-p.18

(개성)가족과 닮은 개성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Think

aboutyourpersonality.Whattraitsdoyousharewithothermembersof

yourfamily?).-p.19.

(정서)화를 조 하기 해 호흡법을 익히고 몇 분간 실천해본 후 어떻게

느 는지 작성해본다(Afterusing the breathing technique fora few

minutes,writeaparagraphaboutitandhow itmakeyoufeel).-p.171

(목표) 의 목표가 흥미 그리고 능력과 일치하는 지 어서 비교해보자

(How closelydoyourgoalsmatchyourinterestsandabilities?).-p.32

(목표)장기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한 단계를 실천하는 로젝트

를 실행한다(Inthisprojectyouwillsetalong-term goalforyourself,

andidentifythestepsyouneedtotaketoaccomplishit).-p.56

(친구)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자(Writeapersonal

lettertoafriendyouhavenotseeninawhile).-p.173

(친구)부정 인 래 압력에 처하는 십 의 이야기를 다룬 두 개의 다

른 이야기를 작성해보자(Writeashortstorywithtwodifferentendings

26

(2)미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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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isaboutateenrespondingtonegativepeerpressure).-p.197

(친구)다른 아이를 놀리는 장난을 한 친구의 사례를 읽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어보자(Writeaparagraph explaining whatyouwoulddoin

thissituationandwhy).-p.41

(친구)리더십을 길러 부정 래압력을 잘 극복한 John의 사례를 읽고,

그가 택한 방법에 동의하는 지 생각해 보자(Johnsuggeststhatoneway

todealwithpeerpressureistobealeader,notafollower.Doyou

agree?WhyorWhynot?).-p.140

(친구)진정한 친구란 수용 이고 지지 이며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

람이라는 Emily의 사례를 읽고,나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는 지 생각해보

자(Doyouagreeordisagreewithher?)-p.177

(친구)친한 친구를 험담하고 다니는 무리들에 한 사례를 읽고,그들과

친하게 지낼 것인가 아닌가에 해 생각해보자.-p.185

(사회성) 의 경험을 통해 건강한 인간 계의 특징을 정의해보자(Use

reflection on your own experience to analyze healthy relationships.

Definethequalitiesofahealthyrelationship).-p.198

(의사소통) 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어보자.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발시

키는 지 설명해보자(Writeaboutyourcommunicationstyle.Explainhow

youthinkyoudevelopedyourcommunicationstyle).-p.142

(의사소통)자기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자기 주장을 더 잘 하

기 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 장으로 논술해보자(Whatstepscouldyou

taketo becomemoreassertive? Summarize yourideasin one-page

essay).-p.148

(의사소통)학교의 학생,교사,행정직원이 서로를 존 할 방안을 생각해

보자(How canyoushow respectatschool.Writeaone-pagePolicyfor

Respect)-p.148

(의사소통)학 발표를 제 로 하지 못한 Stephen의 사례를 읽고 상 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의사를 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WhatcanJuansaywithouthurtingStephen'sfeelings).-p.138

(갈등해결)학교나 일에서 경험했던 갈등상황을 어보고,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가 련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검토해보자(Write a

paragraphaboutadisagreementyouhadatschoolorwork).-p.153

(갈등해결)내 외 갈등상황을 생각해보고 둘 간의 차이 과 유사 을

어보자(Think ofan example ofan externalconflictand internal

conflict.Writetwoparagraphsdescribingthedifferencesandsimilarities

betweenthetwoexamples).-p.161

(갈등해결)학 원으로부터 박성 이메일을 받고 있는 Camisha의 사례를

읽고,나는 어떤 조언을 해 것인지 생각해보자(Shouldyouconvince

hertotellatrustedadultaboutthethreatsorignorethesituation?).

-p.157

(갈등해결)힘든 상황을 정 으로 잘 극복한 Grethchen의 사례를 읽고,

나는 그의 방법에 동의하는지 생각해보자(Doyouagree?why?)-p.158

(자원 리)컴퓨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열심히 노력하는 Tyrone의 사

례를 읽고,잠재력은 천성 인 재능에 의한 것인지,노력에 의한 것인지 생

각해보자(Tyronesuggeststhatlivinguptoone'spotentialisdependent

onhardwork.Doyouagreeordisagree?).-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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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리) 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Stephanie의 사례를 읽고,친구가 제

시한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를 따를 것인지 설명해 보자(Should

Stephaniegoalongwiththeplanorshareherideaswiththegroup?

Explainyouranswer).-p.26

(도덕성)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행사들의 개요를 작성해보자(Write

anoutlinedetailinganeventthathelpedbuildyourcharacter).-p.35

(리더십)학교에서 화가 났던 상황을 떠올려보고,리더가 되기 해서는 왜

이런 상황을 잘 리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Think aboutsituationsat

schoolthatcancausehotanger.Whydoyouthinkitisimportantfora

leadertobeabletomanagehisorheranger?).-p.170

(책임감)가정,학교,일터에서 네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과업들을 생각해

보자(Thinkoftasksthatyouareresponsibleforathome,school,or

work).-p.189

조사

(신체발달)성장 등이 신체 조화에 미치는 향을 조사해보자.(Research

theeffectgrowthspurtshaveoncoordination).-p.8

(자아존 감)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린 뉴스나 잡지 기사를 찾아서

읽고 이 사람들이 처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보자(Readanewspaper

ormagazine biographicalarticle abouta successfulperson.Write a

paragraphdescribingtheobstaclesthispersonfaced).-p.33

(정서)길에서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그

결과와 명한 응책을 논술해보자(Research theissueofroad rage)

-p.171

(친구)부정 인 래 압력에 응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찾아

읽고,이를 어떻게 극복하 는지 어 보자(Read astory in which a

character responds to negative peer pressure.Write a paragraph

describingthecharacter'sresponse).-p.181

(친구)친구 계를 다룬 신문기사를 찾아 읽어본 후, 정 인 방법으로 친

구 계를 유지하고 끝내는 을 제공해주는 기사를 작성해보자(Choosea

topic for a newspaper article about friendship.Write the article,

providingtipsonsustainingorendingafriendshipinapositiveway).

-p.194

(의사소통)도서 에서 두 명의 사람이 화하는 모습을 몸짓,표정까지 세

부 으로 찰해 보자(Observeaconversationbetweentwopeopleata

restaurantorinalibrary).-p.135

(의사소통)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형식 하나인 고를 찾아 분석해보자

(Adsareaform ofpersuasivecommunication.Analyzeanad).-p.150

(갈등해결)갈등해결을 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고,어떻게 주인공이 이를 극복하 는지 서술해보자(Read astory in

whichacharacterstruggleswithaconflict.Describetheconflictand

how thecharacterdealswithit).-p.167

(의사결정)힘든 결정을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찾아 읽고,

명한 결정인지 평가해보자(Thinkofastoryyouhavereadinwhicha

charactermakes a tough decision.Evaluate the decision,and state

whetheryouthinkthecharacterchooseswisely).-p.52

9

BL 경험
(발달)청소년기 변화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상속의 인물을 다룬 이야기

를 지어보자(Writeabriefstorydescribinganimaginarypersonwhoi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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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gglingwiththechangetoadolescence).-p.12

(발달)네가 경험하고 있는 발달에 해 자신에게 편지를 쓴 후 학기말

에 읽어보자.어떤 변화가 있는가?문제가 해결되었는가?(Writealetterto

yourself expressing how you feel about the changes you are

experiencing).-p.12

(자아존 감) 의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는 감정과 믿음을 어보자

(Listfourfeelingsorbeliefsyouhavethatinfluenceyourself-esteem).

-p.25

(자아존 감)미디어가 비 실 인 이미지를 강요할 때,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해 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Whatcan peopledo to

achieve healthy self-esteem when the media promotes unrealistic

images?)-p.25

(자아정체감)만약 자신에 한 것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원하는가?(Whatifyou could changeonething aboutyourself,what

wouldthatonethingbe?)-p.25

(친구)학교에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메일을 보내 함께 시

간을 보내보자(Whynotinviteapersonyoudon'tknow tospendan

afternoonwithyou).-p.71

(의사소통)의사소통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정 부정 향을 미치

는 지 를 들어보자(Giveexamplesofhow communicationcanhavea

positiveornegativeeffectonpeople'slives).-p.52

(자원 리) 의 주 주말 계획을 세워보자(Makeschedulesforyour

ownuse),-p.122

조사

(발달) 의 성장과 변화를 기념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수집하고 시하여

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해보자(Thinkofanitem thatsymbolizesthe

growth.Youcoulddisplaytheitem.Thiswillremindyouhow youare

growingandchanging).-p.17

1

TL
경험

(개성)개성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단어를 어보고,그 를 묘사하는

단어는 무엇일까?(Writedownallthewordsyoucanthinkoftodescribe

personalities.Whichwordsdoyoufeeldescribeyou?).-p.14

(발달)발달의 각 역별로 작년 동안 변화된 내용을 어보자(Write

examplesofhow you'vechangedduringthepastyear).-p.21

(목표)내년 이맘때 쯤 달성하고 3가지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자원과 단계를 어보자(Writethreegoalsyouwouldliketo

achievebythisdatenextyear.Makealistoftheresourcesyouwill

needandthestepsyouwilltaketoachievethesegoals).-p.134

(목표)한부모 가정에서 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가진 Vicky의 사례를 읽

고,이를 달성하기 한 방법을 생각해보자(HelpVickymakeaplanto

reachhergoalofattendingcollege).-p.145

(의사결정) 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십 의 이야기를 창의 으로 지어보자

(Writeastoryaboutateenwhohasanimportantdecisiontomake).-

p.140

(자원 리)목표 달성을 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단계별로 리하는 십

의 짧은 이야기를 지어보자(Writeashortstoryaboutteenwhohasa

goaltoreach).-p.151

6

조사 (발달)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을 찰해서 그들이 발달과업을 얼마나 달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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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지 확인하여 메모해보자(Observea young child ata playground.

Take notes on how the child is working toward achieving the

developmentaltasksofchildhood).-p.23

(의사소통)음소거를 한 후 tv를 시청하면서 어떤 종류의 비언어 의사소

통이 사용되는 지 찰해보자(Watchatelevisionshow withthesound

turnedoff.Observewhatkindofnonverbalcommunicationwasbeing

used).-p.51

(자원 리)나이 들 때까지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못한 유명한 사람들에

한 책이나 기사를 온라인과 도서 에서 탐색해보자(Lookinthelibrary

oronlineforbooksorarticlesaboutafamousperson whodid not

develophistalentsuntilhewasolder).-p.129

YL

경험

(신체발달)부모로부터 온 특징이나 형제와 닮은 신체 특징을 어보자

(Makealistofyourphysicalcharacteristics).-p.21

(역할) 의 정 인 롤모델이 구인지 왜 존경하는지 설명해 보자

(Chooseapersonyouthinkofasapositiverolemodel).-p.9

(자아정체감)바꾸고 싶은 습 이 있는지 어보고,계획을 세워 변화를 시

도해보자(Makea listofwaysthatyou can work on changing the

habit).-p.20

(자아정체감) 의 취미,성과물,가족 등과 같이 의 다양한 측면을 포트

폴리오로 만들어보자(Illustratesadifferentaspectofyourlife.Additto

yourportfolio).-p.23

(친구)친구나 가족에게 좀 더 사려 깊게 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어보자(Listtenwaysinwhichyoucouldbemoreconsiderateoffamily

membersorfriends).-p.116

(친구)룸메이트인 Matt와 Josh의 사례를 읽고 3가지 해결책을 작성해보

자(Listthreepossiblesolutionsfortheproblem)-p.147

(자원 리)네가 완성해야 하는 로젝트를 떠올려보고 네가 사용가능한

자원과 시간 리방법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워보자(Writeaplanforhow

youwillmanagetheproject).-p.48

(자원 리)정확하게 하루 동안 네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어보자

(Keepalistforonedayhow youspendyourtime).-p.49

(자원 리)네가 가진 인 ,물 ,지역 자원들을 어 포트폴리오로 만든

다(Listthe resources you have in each column.Place itin your

portfolio).-p.51

(리더십)리더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골라 네가 생각하는 리더로서의 자

질을 서술해보자(Writealistoftheleadershipqualitiesthatyouthink

thepersonhas).-p.41

10

조사

(개성)청소년이 주인공인 TV나 화를 조사하여 그들의 개성을 살펴보자

(Thinkaboutatelevisionshow ormovieyouhaveseeninwhicha

main characterisan adolescent.Whattypeofpersonality doesthe

characterdisplay?)-p.15

(정서)네가 원하는 상품에 한 잡지 혹은 TV 고를 조사한 후 이러한

고들이 의 감정에 어떻게 호소하는지 한 단락으로 어보자(Finda

magazineadvertisementoraTV adforaproductyouwant.Writea

paragraph analyzing how the advertiserappealed to youremotions).

-p.7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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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방법 교과서 실제 활동과제 개수

CJ1
경험

(자원 리)나의 하루 생활시간을 분석해보고,주어진 통계청 자료 다른

친구들의 생활시간 사용 내용과 비교해보자.(p.125)

(자원 리)하루 동안 나의 시간 리를 평가해보고,친구들과 비교해 보

자.(p.129)

(스트 스)단짝 친구가 다른 아이와 친한 상황에서 스트 스를 받는

이의 사례를 읽고,모둠 내에 이러한 경험을 한 친구가 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 는지 들어보고 더 나은 방안에 해 생각해보자.(p.136)

(의사소통)우리 가족 간의 화는 어떠한지 이야기해 보자.(기․가2:

p.30)

(의사소통)두 명씩 모둠을 만들어 듣기 실습을 해보자.(기․가2:p.39)

(갈등해결)갈등 상황 하나를 골라,이를 원만히 해결했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를 각각 역할극으로 만들어 발표해 보자.(기․가2:p.41)

6

조사 0

CJ2 경험

(자원 리)나의 하루 일과표를 구체 으로 작성한 후,생활시간 배분은 균

형을 이루고 있는지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p.115)

(도덕성)만화 속 사례를 보고 만약,만화 속 주인공이 어머니를 해 약을

훔친다면 그 행동은 정당한지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어보고,나라면 어

5

(가치) 의 가치를 변할 수 있는 작은 사물이나 사진 수집하여 포트폴

리오에 붙여두자(Putasmallobjectorapictureinyourportfoliothat

representsavalueyouhave).-p.77

(자아정체감)네가 원하는 직업을 생각해보고,그 직업에 사용될 기술은 무

엇인지 참고 문헌을 찾아 알아보자(Useareferencebookonoccupations

tofindouthow technologyisusedinthatjob).-p.75

(친구)우정을 다룬 만화나 기사들을 스크랩한 후 만의 시,문구,만화를

제작해보자(Makeacollectionofcartoonsandarticlesaboutfriendship.

Creatyourownpoem,saying,orcartoonaboutfriendship).-p.135

(친구)친구 혹은 가족 계를 다룬 시나 음악을 찾아보자(Find another

poem orasongaboutfamiliesoffriends.Itmightdescribehow you

feelaboutarelationship).-p.147

(의사소통)고정 념을 가진 만화 주인공의 사례가 담긴 잡지나 신문을 찾

아보자(Look through magazinesand newspaperstofind examplesof

cartooncharacterswhoarestereotyped).-p.30

주:경험은 일상의 경험이나 가상의 사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도출하는 과제이며

조사는 장조사,인터뷰,각종자료 속에서 시사 을 발견하는 과제임.

2.집단수 :가족 친구 등과 연계하여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을 극 화한 활동과제

(1)한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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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할지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p.18)

(의사소통)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발표해 보자.

(기․가2:p.28)

(의사소통)두 명씩 짝을 지어 을 감고 상 방의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발표해 보자.(기․가2:p.33)

(갈등해결)조별로 갈등 사례를 선택하고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토의하여

역할극으로 만들어 보자.(기․가2:p.39)

조사
(복지)우리 반 학생들이 함께 인터넷 독에서 벗어나기 해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기 과 련된 서비스를 조사해 보자.(p.159)
1

WK
경험

(신체발달)나의 신체는 어떻게 발달하 는지 그래 로 표 해보고,친구들

과 비교해 본 후 성장 등 시기가 빠르거나 늦은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

면 좋을지 토의해 보자.(p.12)

(신체발달)청소년기에는 몸이 격히 변화하며 친구들마다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그 이유는 무엇인지 반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p.13)

(자아정체감)친구의 미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내가 바라는 미래의 내

모습이 되기 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p.20)

(친구)좋은 친구가 되기 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토론해 보자.

(p.48)

(자원 리)친구와 바꾸어 서로의 생활시간을 평가해보고,친구들은 어떻게

시간을 효과 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해서 토론해 보자.(p.121)

(스트 스)나의 스트 스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보고 친구와

비교해 보자.나의 스트 스를 리하기 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

을지 토론해보자.(p.125)

(복지)내가 참여하고 싶거나 친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청소년 복지 서

비스를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어 보자.(p.159)

(의사소통)가족의 사례를 읽고 건강한 의사소통과 가족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기․가2:p.34)

(의사소통)가족,친구,선생님과 건강한 의사소통을 해 본 후 느낀 을

써 보자.(기․가2:p.46)

(갈등해결)모둠별로 가족 갈등 유형을 설정하고 역할극으로 표 해 보자.

(기․가2:p.51)

10

조사 0

DS

경험

(복지)모둠별로 친구들이 원하는 복지 욕구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신의

복지 욕구와 공통되는 을 찾아보자.이를 심으로 청소년들이 가지는

보편 인 복지 욕구는 무엇인지 어보자.(p.126)

1

조사

(복지)문제가 있는 청소년 사례를 고른 후 고민을 해결해 수 있는 방

안에 해 모둠별로 토의하고,필요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자.

(p.135)

1

BS 경험

(신체발달)내 몸에서 친구들보다 빠르거나 느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

아보고 솔직한 감정을 어보자.신체 발달 속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에

게 정 인 조언을 해 보자.(p.15)

(역할)우리 생활에서 성 역할 고정 념 사례를 한 가지 이상 찾아 어보

고,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 어 보자.(p.21)

(자아정체감)자아정체성 혼미에 해당하는 친구에게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편지를 써보자.(p.24)

(스트 스)다음과 같은 스트 스 상황에 극 으로 처하는 나의 모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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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역할극으로 꾸미고 실연해 보자.(p.123)

(복지) 소득 맞벌이 가정의 사례를 읽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도움

을 주려면 국가에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지 토론해보자.(p.142)

(복지)친구들이 겪는 고민을 모둠별로 10가지 찾아 카드에 은 후,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어 보자.모둠 별로 카드를

비교해 보고,청소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어 보자.(p.145)

(의사소통)가족에게 힘이 되는 말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난 후 반응을

서로 이야기해 보자.(기․가2:p.32)

(의사소통)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 에서 격려나 상처가 되었던

말을 어 보자.(기․가2:p.49)

조사

(의사소통)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10분 동안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녹음한

후 화 에 ‘욕’에 해당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보고,욕을 하지

않기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기․가2:p.34)

1

GS
경험

(자아정체감)친구와 부모님이 보는 나의 모습을 어 보자.(p.18)

(스트 스)스트 스를 해결하는 나의 처 방안에 한 친구의 의견을

어 보자.(p.105)

(갈등해결)최근 우리 가족이 경험한 갈등은 무엇이며,이를 어떻게 해결하

는지 어보자.(기․가2:p.36)

3

조사 0

JH

경험

(신체발달)나의 키와 몸무게가 최근 2~3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래

에 표시해 보고,성장 등 시기를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p.11)

(자아정체감)친구들 앞에서 미래의 내 명함을 소개해 보자.그리고 친구의

명함에 한 소개를 듣고 느낀 을 이야기해 보자.(p.19)

(친구)친구 간에 갈등 상황을 선택하여 역할극을 해 보자.(p.37)

(친구)왕따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자신과 친구들은 어떠한 노력

을 해야 할지 토론해보자.(p.38)

(자원 리)시간을 낭비하는 습 을 고치기 하여 생활시간을 어떻게 활

용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p.109)

(스트 스)나의 스트 스 지수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p.115)

(스트 스)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스트 스 리를 하여 어떠한 문화 생

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p.118)

(복지)청소년 쉼터 사례를 읽으면서 느낀 을 서로 토론해보자.(p.144)

(복지)상담 사례를 읽고 어떻게 조언을 해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역할

극으로 만들어 보자.(p.143)

(의사소통)가족과 칭찬 격려 릴 이를 해 보자.(기․가2:p.37)

(의사소통)바람직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짝과 역할극을 해 보자.

(기․가2:p.39)

11

조사
(역할)자신과 가족 친척 이웃들의 이름과 그 뜻을 조사한다.이름 속에 나

타난 남녀 간에 기 하는 모습에 차이가 있는가?(p.23)
1

주:경험은 일상의 경험이나 가상의 사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도출하는 과제이며

조사는 장조사,인터뷰,각종자료 속에서 시사 을 발견하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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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방법 교과서 실제 활동과제 개수

AL 경험

(목표) 의 장기 인 목표에 해 가족,친구,이웃과 토의해보자.그들은

의 상황을 객 으로 볼 수 있고 숨은 장애물을 지 해 것이며,목표

달성을 한 명한 방안을 제시해 수 있다(Whatareyourlong-term

goals? Discuss these questions with a family member,friend,or

neighbor.Heorshewillbeabletolookobjectivelyatyoursituation

andpointouthiddenobstaclesandshow you'rethesmartestapproach

toyourgoal).-p.32

(목표) 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

둠원과 토의해보자(Work with your group to come up with five

distractions,and listthree ways you can dealwith each ofthese

distractions)-p.32

(가치) 의 가치를 학 원들의 말과 행동에 반 된 가치와 비교해보자

(Compareyourvalueswiththosethatarereflectedinthewordsand

actionsofyourclassmates).-p.55

(친구)십 래들이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불합리한

조건에서 자기주장을 펼쳐본 후,이러한 반응이 속임수를 종식시킬 수 있

을지 학 원들과 토의해보자(Think ofasituationin whichteen peers

makedecisionstogether.Inclass,discusshow thisassertiveresponse

preventsmanipulation).-p.179

(친구)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갔다고 가정해보자.짝과 함께 친구를 사귀기

한 상황을 역할극으로 표 해본 후 학 원들에게 피드백 받아보자

(Pretend thatyou have justmoved to a new community.With a

partner,role-play asituation in whichyou couldmakenew friends.

Then,askotherstudentsforfeedback).-p.196

(친구)모둠원과 함께 효과 으로 왕따에 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아동

용 게임을 제작해보자(Form intogroups.Createanactivityforyoung

children thatteaches them how to respond effectively to bullying).

-p.181

(친구) 은 비용으로 친구들과 집에서 놀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 후 그

계획을 친구와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자(Createaplantoentertainfriends

atyourhomeforlittlecost.Shareyourplanwithyourfriendsand

makeadjustmentsbasedontheirfeedback).-p.194

(의사소통)학 원,친구 혹은 가족과 실제로 화를 나눠보고 그 경험을

어본다(Afterthe conversation with a classmate,friend,orfamily

member,writeaparagraphdescribingtheexperience).-p.150.

(의사소통)5분짜리 발표문을 작성해서 먼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학 에

서 발표해보자(Writeafive-minuteoralpresentation.Thenpresentyour

speechtotheclass)-p.151

(갈등해결)짝과 함께 갈등해결 과정이 담긴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학 원

에게 발표하고 평가를 받자(Withyourpartner,writeasceneinwhich

you usetheconflictresolution process.Presentyoursceneto your

classmates,andaskthem toevaluatehow wellyouusedthestepsin

theprocess).-p.170

19

(2)미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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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짝과 함께 타 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십 들의 이야기가 담

긴 만화를 제작해보고 학 원들과 공유해보자(Withapartner,createa

comicbook depicting twoormoreteenswhoresolveaproblem by

negotiating.Shareyourcomicbookwiththeclass).-p.170

(갈등해결)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만으로 실수,사과,용서의 행동을

취해보자.얼마나 효과 으로 그 상황을 표 하 는지 학 원들에게 물어

보자(Withoutusingwordsperform amistake,anapology,andactof

forgiveness.Then survey theclasstoseehow effectively you used

pantomimetoperform thesituation).-p.166

(의사결정) 의 경청 기술을 어보고 이에 한 의견을 친구와 가족에게

물어보자.의견을 모아 더 나은 경청자가 되기 한 략을 세워보자

(Writedownyourownopinionofyouractivelisteningskills.Thenask

friendsandfamilymemberstheiropinion).-p.142

(의사결정)모둠별로 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해 고군분투하는 십 의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만들어라.그 의사결정을 학 원들과 함께 평가해보

자(With yourgroup,develop and presentashortskitaboutateen

strugglingtomakeanimportantdecision.Afterward,asktheclassto

evaluatethedecision).-p.54

(의사결정) 의 학 원들이 겪고 있는 실천 문제를 서술해보고,어떤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 결정과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자

(Describeapracticalproblem facedbysomeofyourclassmates.What

aresomeofthedecisionsrelatedtotheproblem?)-p.52

(의사결정)5분짜리 발표문을 만들어 제스처를 활용해서 발표한 후,효과

으로 의사 달이 되었는지 학 원들에게 물어보자(Prepareafive-minute

presentation foryour class.Survey the class to see whetheryou

effectivelycommunicatedyourkeypoints).-p.138

(자원 리)네가 사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사용했던 시간 리 기술 2가지를

떠올려보고 학 원들과 공유해보자(Findtwotimemanagementskillsthat

youuseorhaveusedinthepast.Shareyourinformationinabrief

reportfortheclass)-p.29

(시민의식) 사활동 정보가 담긴 팜 렛을 제작해보고 학 원들과 공유해

보자(Sharethepamphletwithyourclass).-p.55

(시민의식) 사활동을 독려하는 공고문을 만들고 학 원들 앞에서 시연하

거나 비디오테입으로 녹화해보자(You can plan a public service

announcementtoperform infrontoftheclass).-p.54

조사

(개성) 의 통 유산을 탐구해보자.우리 가족의 통에 해 알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을 인터뷰하고 가족사진이나 문서자료들을 모으고,이메일을

활용해서 먼 친척들과 자료를 공유한다(ExploreYourHeritage.Interview

Family Members,Createa Family Scrapbook,Establish Relationships

withDistantrelatives).-p.10

(목표)친구,친척 등 네가 아는 어도 12명의 사람들에게 장기목표와

련한 5 척도의 설문조사를 하고,그 결과를 그래 로 그린 후 요약해보

자(Surveyatleast12peopleaboutlong-term goalsintheirlife.Create

agraphshowingthefrequencyofeachrank).-p.33

(목표)장기목표를 달성하기 한 로젝트 다음 단계로,이웃의 어른들에

게 목표를 달성하던 때를 인터뷰하고 학 원들과 공유한다(You wil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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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anadultaboutagoalthatheorshehasachieved.Share

whatyouhavelearnedwithyourclassmates).-p.56

(스트 스)교사,학 원,가족,친구들을 인터뷰해서 스트 스에 처하는

략을 알아보고 학 원들과 그 략을 공유해 보자(Interview aperson

abouthow heorshehandlesstress.Youmightinterview ateacher,

classmate,family member,orfriend.Sharethetipswith theclass).

-p.29

(사회성)지지 인 우정이나 행복한 결혼 등 건강한 인간 계를 가진 이웃

의 어른들을 인터뷰해보자(Identify an adult who enjoys a healthy

relationship)-p.199

(역할)네가 존경하는 사람을 인터뷰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비디오를

제작해보자(Thinkofapersoninyourlifewhom youadmireandcreate

avideoabouthim).-p.196

(의사소통)인종,연령,성이 다른 친구 혹은 이웃을 인터뷰해서 와 유사

한 이 있는지 찾아본다(Interview afriendorneighborwhoisdifferent

from youinsomeway,suchasrace,age,orgender.Whatsimilarities

doyounoticebetweenyourselfandtheperson?).-p.150

(갈등해결)친구,가족,교사를 인터뷰하여 그들이 직면한 갈등과 그 원인

을 조사해보자(Interview a friend,family member,teacher,orcoach

aboutconflictsheorshefaces).-p.161

(갈등해결)외 갈등을 경험한 친구나 가족을 조사하여 갈등의 원인과 해

결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학 원들과 공유하자(Askafriendorfamily

memberaboutandexternalconflictheorshehasexperienced).-p.170

(리더십)친구, 원,부모님,지역사회 인사 등 네가 존경하는 리더십모델

을 찰해라.어떤 리더십 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가장 가치있는

것은 무엇인지 발표해보자(Observesomeonewithleadershiprolewhom

yourespect.Youcanchooseafriend,teammate,parent,co-worker,or

communityleader.Whatleadershipskillsdoyoufeelaremostvaluable

tohave?Presentyourfindingstotheclass)-p.54

BL 경험

(발달)모둠별로 청소년이 어떻게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지 어보자

(Workingwithasmallgroup,makenotesonhow teenscanworkto

achieveeachofthesedevelopmentaltasks).-p.12

(개성)다른 사람이 가진 개성 담고 싶은 특징을 어보자(Writeabout

personalitytraitsyouadmireinothers).-p.25

(자아정체감)모둠별로 10 들이 개발해야 할 흥미들을 인스토 해보

자(Workingwithasmallgroup,brainstorm andmakealistofinterests

teensmightdevelop).-p.25

(목표)모둠별로 가상의 인물을 정하고 장기목표를 선택한 후 달성 계획을

세워보자(Withsmallgroups,selectalong-term goalforanimaginary

person.Planhow thatpersonwillreachthegoal).-p.94

(친구)부정 인 래 압력에 향을 받는 친구들의 상황을 역할극으로 표

해보자(Role-playsituations.A teenbeinginfluencedbynegativepeer

pressure).-p.82

(의사소통)의사소통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떠 올려보자. 의 인생에 고

마운 사람들 를 들어 스카우트 리더,교사,혹은 롤모델에게 편지를 써보

자(Thinkaboutthedifferentwaysyoucommunicate.How aboutwritin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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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ttertoascoutleader,teacher,orrolemodel?)-p.41

(의사소통)학 원들과 한번은 언어로만 한번은 몸짓으로만 의사소통

한 후 그 경험을 어보자(Trytocommunicateamessagetoaclassmate

using only one type ofcommunication.Write a reportaboutyour

experience).-p.52

(의사소통)복합 메시지를 사용한 상황을 역할극으로 꾸며보자.이 상황

이 의사소통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토론해보자(Role-playasituationin

whichaperson sendsmixedmessages.Then discusswiththeclass

how thissituationcreatedabarriertocommunication).-p.52

(의사결정) 와 학 원들이 몇 년이 지난 후 직면하게 될 큰 문제를 서술

해보고,그 안을 생각해서 토의해보자(Describeabigdecisionthatyou

andyourclassmateswillfaceinthenextfew years).-p.106

조사

(발달)어릴 사진을 모으거나 성장 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어른들과

함께 공유하여,그들이 의 변화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Sometimes

adultscan'tseethechangesyouareexperiencinginside.Helpthem by

gatheringphotographsofyourself).-p.7

(친구)진정한 친구의 자질은 무엇인지 세 명의 어른을 인터뷰하고 학 원

의 생각과 비교해보자(Interview three adults.Ask them to listfive

qualitiestheythinkdescribeatruefriend).-p.82

(자원 리)컴퓨터 문가를 교실로 청하여 자원을 리할 때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해 토의해보자(Invitesomeonefamiliarwithcomputers

tospeaktotheclass.Discusshow youcanusecomputerstomanage

yourresources).-p.106

(필요와 욕구)모둠별로 유아,십 ,어른,노인들의 필요와 욕구를 조사해

보자(Workwithyourclassmatestomakealistofneedsandwantsfor

infants,teenagers,youngadultsandtheelderly).-p.94

4

TL 경험

(발달)6개월 마다 의 변화에 해 짧은 기록을 남긴 후 느낀 에 해

부모님 혹은 선생님과 토론해보자(You mightwantto write a brief

summary every six months.Then discusshow you feelaboutyour

progresswithaparentorateacher).-p.26

(친구)친구의 자질을 어보고 우들과 비교해보자(Makealistofthe

qualitiesyoulookforinafriend.Comparewithyourclassmates).-p.42

(친구)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잘 못된 행동을 하는 상황을 역할극으로 해

보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토론해보자(Role-palya

situationinwhichyouarevisitingafriend'shomeanddonotbehave

properly.Discusshow youcanchangeyourbehavior).-p.47

(의사소통) 우들과 화게임을 해보자.교사가 시작한 메시지를 학생들끼

리 달해서 마지막 음 과 비교해보자.피드백과 효과 인 의사소통의

요성을 토론해보자(Playthe"telephonegame."Yourteacherwillgivea

studentaphrase.Thisstudentwillwhisperitto thenextstudent.

Discusstheimportanceoffeedback).-p.53

(의사소통)사람들이 칭찬 혹은 상처 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우들과 토론해보자(Discuss in class how people might use the

complimentarywordsmoreoften.Discusshow peoplecouldavoidusing

thehurtfulwords).-p.54

(의사결정)성공 인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마련해서 우들과 공유해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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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suggestions forsuccessfully making group decisionsatschool.

Shareyoursuggestionsinclass).-p.143

(자원 리)하루 동안 의 시간사용을 기록하고 분석한 후 친구들과 토론

해보자(Analyzehow youspentyourtime.Discusshow thisdidordid

nothelpyoumanageyourtimebetter).-p.154

조사

(신체발달)어릴 자신의 사진과 가족 그리고 다른 친척들의 사진을 비

교하여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 살펴보고,미니 가족 앨범을 제작해보자

(Trytofindsomepicturesofyourparentsandotherrelativeswhen

they wereaboutyourage.Doyoulikeanyofthem?How areyou

different?Makeaminifamilyalbum withthesepictures).-p.16

(개성)부모,고모,삼 ,할머니에게 어릴 그들의 개성과 지 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하 는지 물어보고 짧은 이야기로 어보자(Talk toyour

mother,father,aunt,uncle,orgrandparent.Writeashortstoryabout

how theirpersonalitieshavechanged).-p.18

(발달)세 명의 은이들에게 그들이 십 을 때와 달라진 에 해 인

터뷰해보자(Interview threeyoungadultsabouthow beinganadultis

differentfrom beingateen).-p.30

(발달)인터넷으로 인성에 해 조사한 후 30분짜리 지역 라디오 방송에

학생들과 함께 출 하여 이에 한 토론을 펼치는 상황을 비해보자(Plan

how youwillresearchcharacterontheinternet.Youaretoorganizea

groupofstudentstoappearonatalkshow onthelocalradiostation).

-p.65

(가치)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을 찰하여 아이들의 가치를 형성하는 부모

의 언어와 행동을 어보자(Observeparentswiththeirchildren.Noteany

comments and actions from the parents thatmay be shaping the

children'svalues).-p.132

(친구)잦은 이사를 경험한 학생과 그 지 않은 학생을 인터뷰해서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비교해보자(Interview

twostudents.oneshouldbeastudentwhosefamilyhasmovedalot,

andtheothershouldbeastudentwhohasnevermoved.Askhow each

ofthem makesfriends.Comparetheanswers).-p.43

(필요와 욕구)6명의 학생들에게 필요와 욕구를 구분할 수 있는지 조사해

본 후 그 결과를 우들과 토론해보자(Survey six students in your

school.Askthem iftheyconsiderthefollowingitemstobeneedsor

wants.Comparetheanswersanddiscussthem withyourclassmates).

-p.123

(자원 리)공부하는 어른들을 인터뷰해보자.무엇이 그들을 다시 학업에

몰두하도록 하 는지 모둠별로 토론해보자(Interview an adult what

motivatedhim orhertotaketheclass.Discussyourfindingsinsmall

group).-p.129

8

YL 경험

(개성)모둠별로 좋아하는 TV 주인공이 가진 개성에 해 토론해 보자(In

smallgroups,discussyourfavoritetelevisioncharacters.Makealistof

theirdesirableandundesirablepersonalitytraits).-p.23

(개성) 의 가족에게 요한 통,문화,행사에 해 배워보자.가족의 허

락 하에 가족을 표하는 통 인 물건을 우들에게 보여주자(Learn

moreabouttraditions,customs,oreventsthatareimportanttoyou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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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Show theclassanobjectthatrepresentsyourculturalheritage).

-p.23

(자아정체감)사진 는 것을 좋아하는 Raj의 사례를 읽고, 의 흥미와 능

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후 우들과 토론해보자(Whatareyourinterests

andabilities?Discussyouranswerswithaclassmate).-p.3

(가치)네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를 떠올려보자.거기엔 어떤 가치가 반

되어 있으며 친구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Writeadescriptionofwhat

aperfectday.Compareyourdescriptionwiththoseofyourclassmates.

How doesthedescriptionreflectyourvalues?).-p.58

(목표)가족 친구들과 함께 인생의 목표에 해 이야기를 나눠보자(Talkto

yourfamilyandfriendsaboutthegoalstheyhavefortheirlives).-p.75

(목표) 의 가족의 목표에 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에 한 신문 고

를 제작해보자(Talktoyourfamilymembersaboutthegoalsyouhave

asafamily.Chooseoneofyourfamily'sgoals,anddraw anewspaper

adforit).-p.77

(친구)거 기술등을 활용해서 부정 인 래압력에 한 역할극을 해보

자(Role-playasituationinvolvingnegativepeerpressure).-p.140

(친구)종이에 학 우정 퀼트를 만들어보자.이름,취미,좋아하는 활동들

이 힌 종이를 모두 이어 붙여서 게시 에 시해보자(Asaclass,make

afriendshipquilt).-p.149

(친구)모둠별로 거 , 제에 한 포스터를 만들어 시해보자(Working

ingroupsoftwoorthree,createaposterthatpromotesabstinence).

-p.149

(의사소통)모둠별로 한 학생이 신문 기사 한 단락을 읽어주고 나머지 모

둠원들이 요약을 한 후 서로 잘 들었는지 답안을 비교해본다(Compare

youranswerstothoseoftheotherpeopleinyourgrouptoseewho

waslisteningeffectively).-p.35

(의사소통)매일 몇 분 가량 부모님과 화를 나 는 시간을 갖자(Try

taking a few minuteseach day to exchange experienceswith your

parents).-p.49

(의사소통)일주일에 한번 가족이 모여 지난 주에 일어난 활동에 해 이

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이 때 극 경청과 바디랭귀지를 활용해보자

(Tryhavingafamily"roundtable"discussiononceaweek.Encourage

family members to talk by using good listening skills and body

language).-p.51

조사

(개성)다른 도시 혹은 나라에 살고 있는 십 에게 편지를 써서 삶의 어떤

방식이 개성에 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자(Writealettertoateenwho

livesinadifferentpartofthecityorworld).-p.23

(가치)모둠별로 가치 갈등을 경험하는 주인공을 다룬 화,TV,책 속의

이야기를 공유해보고 주인공의 해결책에 해 토론해보자(In groupsof

fourorfive,sharetheplotofamovie,TV show,orbookinwhichone

of the main characters holds two conflicting values.Discuss the

character'ssolutiontotheproblem).-p.77

(친구)모둠별로 갈등하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읽고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 는지 래 재자가 있었는지 토론해보자(Insmall

groups,discuss a book or a story you have read in which tw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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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방법 교과서 실제 활동과제 개수

CJ1

경험 0

조사

(복지)내가 사는 지역의 청소년 복지 시설을 탐색하여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를 조사하고,한 가지를 골라 체험해 본 뒤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p.165)

1

CJ2

경험 0

조사

(복지)우리 지역 내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청소년문화의 집 등과 같은 기

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조사해보자.그 에서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참여해 보고 느낀 을 어 보자.(p.164)

1

WK

경험

(복지)고아원 자원 사 로그램에 참가한 모의 사례를 읽고,청소년 자

원 사 활동의 요성을 생각해 본다.(p.146)

(신체발달)신체 이미지 왜곡이 심각해질 경우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p.16)

(의사소통)나와 우리 가족,이웃,사회가 건강한 의사소통 방법을 실천한

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기․가2:p.46)

3

조사

(복지)우리 학교 주변의 학교 환경 생 정화 구역 내 설치가 불가능한

업종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p.150)

(복지)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를 방문하여,자신의 고민거

리를 상담해 보자.(p.157)

(복지)청소년 복지 서비스에 직 참여한 후 체험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p.159)

3

charactershadaconflict).-p.146

(친구)친척 어른들에게 그들의 10 시 에 한 인터뷰를 해서 유사 과

차이 을 살펴보자(Interview anolderrelativeabouthisorherteenage

years).-p.149

(의사소통)온라인, 화 상 에티켓에 해 알아보고 우들과 공유해보자

(Findoutgoodmanners.Sharetheguidelineswithyourclassmates).

-p.49

(의사소통)부모님 혹은 다른 어른들은 10 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화를

통해 알아보고 녹음한다.녹음 자료를 계속 들으면서 의 의사소통 기술

도 확인 할 수 있다(Haveaconversationwithaparentorotheradult.

Askthepersonabouthisexperiencesasateen.Reviewingthetapewill

remindyouofhow touseyourcommunicationskills).-p.51

주:경험은 일상의 경험이나 가상의 사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도출하는 과제이며

조사는 장조사,인터뷰,각종자료 속에서 시사 을 발견하는 과제임.

3.조직수 :지역사회에 심을 갖고 참여하며 사회 구성원으

로서 책임을 강조한 활동과제

(1)한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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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경험
(책임)나의 한 달간의 생활을 돌아보고,청소년으로서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를 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한 일을 어 보자.(p.136)
1

조사

(복지)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센터를 찾아보고,

로그램을 한 개 선택하여 참여한 후 소감을 어 보자.(p.131)

(복지)자기 계발을 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

역 사회의 청소년 복지 기 을 활용하여 찾아보자.(p,133)

2

BS

경험
(책임)우리 사회에서 기 하는 청소년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이를

해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할지 어보자.(p.25)
1

조사
(복지)우리 지역의 청소년 복지 시설을 직 방문하여 그곳에서 운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조사해보자.(p.152)
1

GS

경험

(친구)학교는 다 함께 어울려 사는 공간으로 공동생활에는 규칙과 질서가

있다.각 사람 간에 혹은 학교 여러 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개선방

안을 어보자.(p.32)

(책임)청소년 문제 한 가지를 골라 공익 만화를 만들어 보자.(p.136)

2

조사

(복지)청소년으로서 바람직하게 성장하기 해 활용할 수 있는 주변의 복

지 로그램을 찾아보고,이를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

해보자.(p.135)

1

JH
경험

(복지)외국의 청소년 복지와 련한 주어진 기사를 읽고,학업 단자가

생기지 않기 해서 정부,가정,청소년 자신은 각각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 이야기해 보자.(p.148)

1

조사 0

주:경험은 일상의 경험이나 가상의 사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도출하는 과제이며

조사는 장조사,인터뷰,각종자료 속에서 시사 을 발견하는 과제임.

교과서 방법 교과서 실제 활동과제 개수

AL 경험

(목표) 의 학교의 공동의 목표를 생각해보자.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어떻

게 달성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로울지 어보자(Think ofgoalsyour

schoolmayhave.Writeaparagraphabouthow achievingthesegoals

wouldbenefitstudents).-p.19

(역할) 에게 롤모델이 된 지역사회 인사를 떠올려 보자.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편지를 작성해 보자(Thinkaboutacitizeninyourcommunity

who has served as a role modelto you orothers.Writea letter

expressingthanksfortheperson'sefforts).-p.43

(자원 리)네가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생각해보고 그 략을

서술해보자. 를 들어 도서 은 도서를 살 돈을 모으기 해 빵을 만들어

매하는 행사를 마련할 수 있다(Think of a community resource

available to yourthatcould be improved.Describe a plan to help

improvetheresource).-p.32

(의사결정)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 사람들에 한 고마움을 표 한

Tracy의 사례를 읽고,어려운 시기에 가족이나 친구를 도와 경험이 있

는지 생각해보자(Thinkaboutatimewhenyouhelpedafriendorfamily

memberthroughadifficulttime),-p.46

8

(2)미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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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방과후 지역사회 서비스 클럽의 리더를 찾는 고를 만들어 보자.

이 클럽에서 요구하는 리더의 조건을 서술해보자(Writeabriefadseeking

ateenleaderforanafter-schoolcommunityserviceclub.Describethe

skillsrequiredtomeettheneedsoftheclub).-p.54

(시민의식) 사활동 정보가 담긴 팜 렛을 제작해보자(Choose a

volunteeringopportunitythatappealstoyou.Createapamphletabout

thisopportunitythatwillappealtoyourpeers).-p.55

(시민의식)지역사회를 해 할 수 있는 사 로젝트 계획을 세워보자

(Planaserviceprojectyoucanconductinyourcommunity).-p.196

(시민의식)공원에서 쓰 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서,쓰 기 는 것은 자

신의 일이 아니라는 Lindsay의 사례를 읽고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지

어보자(Lindsayoftenthrowshertrashontheground.Shepointsout

thatitisnotherjobtopickitup.Writeaparagraphexplainingwhat

sheshoulddo,andwhy).-p.51

조사

(가치)다른 나라에서 온 청소년의 이야기를 읽고,그 문화의 가치와 그들

이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 보자.그리고 의 가치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자(Read a story abouta teen in a different

country orculture.Writeaboutthevaluesoftheculture,how the

teen'sbehaviordemonstratesthesevalues,andhow thevaluescompare

toyourown).-p,43

(친구)청소년 무리들을 한 안을 제공해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해보

고 이에 참여하기 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자(Research

community resources thatprovide positive alternatives to gangs for

youngpeople.andnotetheirbenefitsaswellasanyrequirementsto

becomeinvolved).-p.196

(친구)다른 문화 속 십 들의 친구 계에 한 인터넷 기사들을 읽어보고,

우리 문화와 어떤 유사 과 차이 이 있는지 비교해보자(Readprintand

onlinesourcesaboutteenfriendshipsinotherculturesaroundtheworld.

Comparethefriendshipsofteensinotherculturestoyourown).-p.197

(의사소통)다른 문화의 의사소통 습 을 조사해보자(Conductresearch

aboutcommunicationcustomsinaculture).-p.151

(리더십)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통,문화를

알아보자.네가 알게 된 것과 그들이 타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기

사화해보자(Makefriendswhoisfrom adifferentculture.Gettoknow

thepersonbylearningabouthisheritageandcustoms.Createajournal

describingwhatyouhavelearnedandhow youmighthelpyournew

friendgettoknow others)-p.40

(리더십)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기 한 자원 사

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해보자(Describeavolunteerprojectyoucould

organizetocleanupcommunityproperty.Carryoutyouridea).-p.150

(시민의식)자원 사가 필요한 몇몇 기 을 조사하고, 사활동을 독려하는

공고문을 만들어보자(Findoutaboutseveralplacesthatusevolunteers.

Createapublicserviceannouncementthatmotivatespeopletovolunteer

atplacessuchasthese).-p.54.

7

BL 경험 (발달)청소년기로의 변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래들을 지원하기 해 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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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Whatcanyoudotosupportstudentsyourage

whoarestrugglingwiththetransitionfrom childhoodtoadolescence?).

-p.12

(의사소통)학생들이 학교에 심 갖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토론해보

고,분명한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에 그 문제와 련한 편지를 작

성해보자(Discussaproblem thatconcernsthestudentbody ofyour

school.Using clear communication,write a letter to the school

addressingtheissue).-p.52

(자원 리)만약 지역사회를 해 이로운 자원을 기부한다면 무엇을 내 놓

을 수 있을까?(If you could donate any resource to benefit your

community,whatwoulditbe?).-p.106

(자원 리) 의 학교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한 계획을 논의해보자.

를 들어 등학교 부진아를 한 강습 로그램을 세울 수 있다(Discuss

somethingyoucoulddoatyourschooltomakeitabetterplace.Maybe

yousetupatutoringprogram forunderclassmenorstudentsinthe

elementaryschool).-p.108

(책임감)운동선수,정치인,연 인처럼 유명한 사람들은 롤모델로서 책임

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왜 그럴까?(Dofamouspeoplesuchasathletes,

politicians,oractorshaveanobligationtoberesponsiblerolemodels?).

-p.12

(책임감)지역사회 아동센터를 한 모 행사를 계획해보자(Chooseaplay

tobeperformedasafundraiseratacommunityyouthcenter).-p.12

조사

(자아정체감) 심 있는 학교 활동,지역사회 조직 등을 선택한 후 참여할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 실천해보자(Selecta schoolactivity,community

organizationthatinterestsyouandlistthestepsforhow youcanget

involved).-p.25

(목표) 의 학교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장기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자.이

계획에 동참할 조직을 구성하고 행동하자(Thinkofsomethingyouwould

like to see changed in yourschoolorcommunity.Setthis as a

long-term goal.Organizeagroupofpeople).-p.94

(친구)학교에 래 상담 로그램이 있는지 조사해보고,어떻게 참여하고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자(Findoutifyourschoolhasapeer-counseling

program.Discusswith yourcounselorhow you could help startit).

-p.37

(친구) 정 인 래 압력을 활용하기 해 반흡연 학생 단체 등을 조직

해서 활동해보자(Startagroupthatusespositivepeerpressure,suchas

studentsagainstsmoking).-p.82

(자원 리) 재 의 지역사회에서 행하고 있는 재활용을 한 노력을 조

사해보자.의사결정과정을 활용해서 재활용 혹은 클린업 로젝트를 계획

하고 실천해 보자(Researchyourcommunity'scurrentrecyclingefforts.

Usingthedecision-makingprocess,planagrouprecyclingorcleanup

project).-p.106

(자원 리)문화 배경은 시간의 의미에 향을 미친다.오해를 피하기

해,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에 해 물

어보자(Culturalbackgroundaffectsideasofwhatisontime,whatis

early,andwhatislate.Askthosefrom differentregionsandcultur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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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theirtime).-p.112

(의사소통)아시아에서는 아니오 라는 표 을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다른

문화 차이는 없는지 조사해보자(Asianculturesconsideritrudetosay

"no").

TL
경험

(자신감)네가 학교를 해 한 활동들이 자신감 형성에 어떤 향을 미쳤

는가?(How is your school performance affected by your

self-confidence?).-p.17

(필요와 욕구)다른 사람들의 기본 인 신체 필요를 충족시키기 해

어떤 도움을 수 있는가?(How canyouhelpotherpeoplemeettheir

basicphysicalneeds?).-p.119

(자원 리)네가 가진 5개의 요한 인 자원 리스트를 만들어보고,그것이

의 가족,친구,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 서술해보자(Makealist

ofyour five mostimportanthuman resources.Describe how each

resourcecanhelpotherssuchasyourfamily,friends,andcommunity).

-p.127

3

조사 0

YL

경험

(개성)문화는 개성 정서 표 방식에 향을 미친다. 의 문화 통

유산은 무엇이며 특별한 행사를 축하하는 방식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Whatisyourculturalheritage?Inwhatwayshasitinfluencedthe

wayyoucelebratespecialoccasions?)-p.21

(목표)목표 설정은 조직의 방향을 제시해 다.학교 시설을 향상시키기

한 로젝트를 해 보자(Decideonaprojectyouwouldliketoaccomplish.

Someideasforalongterm goalincludeimprovingtheschoolgrounds

byplantingflowersoratree).-p.77

(역할) 보다 어린 사람들을 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방법에 해

생각해보자(Thinkofwaysyoucouldsetagoodexampleforsomeone

youngerthanyourself).-p.23

(친구)병원 아이들을 해 사활동 하는 Tara의 사례를 읽고 무언가에

두려움이 있는 친구와 가족을 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Whatcouldyoudotohelpayoungfriendoffamilymemberwho

wasscaredaboutsomething?)-p.111

(시민의식)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한 활동으로 낙서와 같은 사회

문제를 선정하고 해결책을 논의해보자(Identify a problem, such as

graffiti.Planawaytohelpsolvetheproblem).-p.49

(책임감) 다른 사람을 돕기 한 기회를 생각해보자(Think of an

opportunityyouhavetolendahelpinghandtosomeone).-p.63

6

조사

(개성)하나의 문화를 선정하여 그것의 특징을 조사해보자(Selectone

cultureandresearchthisaspectofit).-p.23

(가치)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의 문화 행사를 조사한 후 이 행사 속의

공통 인 가치들을 분석해 보자(Findoutaboutculturalcelebrationswith

your friends that came from other countries.Then analyze what

commonvaluesthesecelebrationsrepresent).-p.75

(친구)네 지역의 10 를 한 조직이나 동아리 활동에 한 정보를 모아

흥미 있는 활동에 참여해보자.네 친구들도 함께 하도록 독려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Gatherinformationaboutorganizationsfor

teensinyourcommunity).-p.14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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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놀이터 환경을 보수하는 활동에 뛰어든 Tanya의 사례를 읽고,

지역사회 활동과 련한 뉴스기사를 찾아보자(Do you know ofany

volunteerswhoareworkingtomakelifebetterforthepeopleinyour

community? Bring in newspaper articles describing their activities).

-p.25

(시민의식)양로원 사활동에 참여 인 James의 사례를 읽고,다른 사람

을 돕는 10 들의 뉴스기사를 모아 네가 할 수 있는 활동에 체크해보자

(Startacollectionofnewspaperarticlesthatshow teenshelpingothers).

-p.53

(책임감)학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Planandcarryoutaprojecttomeetaneedinyourschool).-p.51

(책임감)지역사회 자선단체 연락처를 체크하여 사활동할 수 있는 방법

을 알아보자(Check the charitable organizations in your community.

Chooseoneandfindouthow youcanlendahelpinghand).-p.63

주:경험은 일상의 경험이나 가상의 사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도출하는 과제이며

조사는 장조사,인터뷰,각종자료 속에서 시사 을 발견하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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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ectionandOrganizationofEducationalContents

ofUniton'Self-UnderstandingofAdolescents'

toBuildEmpowermentofAdolescents

-FocusingonHomeEconomicsTextbooks

inKoreaandtheUnitedStates-

Suh,MinJi

Dept.ofHomeEconomic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 purpose ofthis study is to selectand organize educational

contentsofhomeeconomicstextbookswhichwouldonly focuson

forming empowermentofadolescents.Forthis,thestudy reviewed

thecontentsofhomeeconomicstextbooksusedinKoreaandtheUS

and how thetextbooksin thetwocountriesdeliverthecontents.

Basedonwhathasbeenreviewed,thisstudymadesomesuggestions

and finally proposed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a unit on

‘self-understandingofadolescents’.

In orderto achievetheresearch goal,thisstudy,first,

needed to select a research subject, and 7 technology․home

economicstextbooksatmiddleschoolinKoreapublishedbasedon

the2009revised curriculum and other4textbooksin theUnited

Statestargeting sixth to eighth graderswerechosen as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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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Afterthat,thecontentelementsofthetextbooks,how the

contentsweredevelopedandthelearningactivitiesinthetextbooks

werecomparedandanalyzed.

Theresultsofthisstudyaresummarizedasfollows.

First,thisstudylookedintotheeducationalcontentsofthe

home economics textbooks,designed to build empowerment of

adolescentsand asaresult,atotalof23contentelementswere

extracted.Intermsofthecontentelementstoform theintra-personal

empowerment of the adolescents, nine of them such as the

development,thepersonality,theheredityandenvironment,thevalue

andgoal,theself-identity,theself-esteem,theself-confidence,the

emotionandthestresswereselectedwhilefrom theinter-personal

category,othernineelements,again,suchasthesociality,theroles,

thefriends,thecommunication,theconflictresolution,thedecision

making,theneeds and wants,theresource managementand the

priority were observed.From the socialcategory,five elements

including the morality, the independence, the leadership, the

responsibilityandthecitizenshipweredetermined.

Basedonthecontentelementsselectedontheabove,this

study comparedthetextbooksin Koreatothosein theUS.The

textbooksinKoreawereobservedtodealwith58% ofthe23content

elementswhilethosein theUS would discuss90% ofthem.In

addition,whenthetextbooksintheUSdevelopthecontentsfocusing

on broad concepts,the textbooks in Korea tend to provide the

adolescents with some minorconcepts as listing strategies.That

characteristicofthetextbooksinKoreawasconsideredtomakethis

empowerment-buildingoftheadolescentssomemerecontent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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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forsimplememorizationwithnolearningobjectivesmotivated.

Inaddition,comparingtothoseintheUS,thetextbooksin

Koreaappearedbothtohavemissedsomecontentelementsnecessary

to build the intra-personalempowerment and the inter-personal

empowermentandtohavefailedtopresenttheconcernedelements

efficiently enough.Whilethetextbooksin theUS weredeveloped

focusingonthepositiveself-perception,differentfrom thatofothers,

thetextbooksinKoreawerealackofthosecontentelementswhich

wouldhelptheadolescentstosearchfortheirvaluesandgoalsas

theyunderstandtheirpersonalities.Notonlythat,whenthetextbooks

intheUSconcentratedonhow tobuildahealthyrelationshipinthis

societyfullofsomuchvarioushumanconnections,thetextbooksin

Koreahadatendencytodiscusscommunicationskillsorstrategiesto

resolveconflictswithinfamilyonly.

Lastly,bothofthecountrieswereconfirmedtoputtheleast

weightonthecontentelementstoform thesocialempowerment.In

particular,incaseofthetextbooksinKorea,theyhandledonly37%

of the five content elements which was considered way too

insufficientwhencomparingtothetextbooksintheUSwhichwould

discuss70% ofthecontentelements.Toadolescents,itisimportant

toform theempowermentproperlyandbecauseofthat,nomatter

what,thetextbooksaresupposedtoincludethethreedomainsonly

inafairmannernotfocusingonespecificdomain.However,evenso,

whenitcomestohow thetextbooksinKoreaweredoingwiththat

responsibility,theywereobservedtopaylessattentiontothesocial

participating content elements such as the independence, the

leadership,theresponsibilityandthecitizenship.

Second,thisstudyinvestigatedhow theeducational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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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homeeconomicstextbookstoform theempowermentsofthe

adolescentsaredelivered,andthefindingsarguedthatthetextbooks

inKoreawouldfocusmoreontheMicro(basic)perspectivetobuild

theindividualempowermentthanthetextbooksintheUSwould.

Themethodsofdescriptioninthetextbookswereexamined

andaccordingtotheresults,intermsofthetextbooksinKorea,the

descriptionconcentrating onthepersonalattemptwasfoundtobe

mostlyusedwhichwas55% innumber.However,ontheotherhand,

the organization-level description which would emphasize how

necessaryitisforapersonasamemberofasocietytofulfillone’s

responsibilitiesturnedouttobe8% innumberwhichwasdetermined

tobelowestcomparingtothesamedescriptioninthetextbooksin

theUSwhichhadtherateof17%.Addtothat,inthiscase,while

thetextbooksintheUSwoulddevelopinbalance,focusingonthe

textoftheunit,thetextbooksinKoreawereprovedtobequite

likelytoeliminateorpaylessattentiontohow importantitisto

fulfillresponsibilitiesasthetextbooksdealwiththeconcernedtopic

insomesupplementstudyingmaterials

The reviews on the learning activities in the textbooks

cameupwiththesimilarresults.ThetextbooksinKoreawouldput

agreaterweightontheproblem resolutionbyanindividualwhich

was 66% in number.On the other hand,the organization-level

activitieswhich hadapproachedtheproblem from viewpointsofa

localcommunityorglobalissueturnedouttobe9% only,andthe

figurewasconsideredtooinsufficientcomparingtothe23% gained

from thetextbooksintheUS.Inaddition,whilethetextbooksinthe

US tried to motivate the adolescents to personally participate in

various research activities such as interviews or meetings with

experts,activelysharingideaswithothers,thetextbooks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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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askedtheadolescentstowritetheirexperiencesorideasthat

theyhadathomeorinclassrooms.

Third,in order to select and organize the educational

contents of the home economics textbooks focusing on the

empowerment-building ofadolescents,thisstudy looked thoroughly

intothetextbooksusedinKoreaandtheUnitedStates.Basedonthe

findings ofthe investigation,this study proposed an alternative

framework forthe uniton ‘self-understanding ofadolescents’.In

ordertoform theMacro(expanded)empowermentoftheadolescents,

thisstudy suggested theconversion to thecriticalperspectivein

associationwiththerolesofhomeeconomicseducation.Theprocess

ofhow thepowerisexpandedeventothepublicsphereafterthe

adolescents,the subjectofa change,recognize the power was

describedinthreegrowingcircularmodels.

Inthelightofwhathasbeenlearnedontheabove,this

study makes proposals as follows so thatthe home economics

textbooks in Korea could help the adolescents build their

empowermentviatheunitonthe‘self-understandingofadolescents’.

First, the textbooks in Korea still understood the

adolescents as marginal individuals as being affected by the

traditionalperspectiveofapproachingtheadolescentsasanimmature

mantobeprotected.Becauseofthisidea,thetextbooksinKoreahad

atendency toonly maketheadolescentslearn theoriesand train

skillsfocusingontopicsofdiscussions.Hence,now,thetextbooksin

Koreawereadvisedtochangetheviewpointoftheunittoacritical

perspectivesothattheadolescentscanfindtheirindependence,t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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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acttoimprovethegeneralqualityoflifeofasociety.Inorderto

achievethisgoal,whenwritingthetextbooksbeforepublishingthem,

thefieldofhomeeconomicseducationshouldmakesurethatthey

haveincludedtheviewpointoftheunitsufficientlyenoughandthat

theyhavepresentedthecontentelementsofthecriticalperspectivein

detailbased on the curriculum and the guidelines to test the

textbooksaswell.Moreover,inordertomakethosecontentsspread

even to the field,a program to design a class with critical

philosophiesincludedmustbedevelopedanddistributed.

Second,the adolescents are certainly the subjectofthe

change and they have responsibilities as active members ofthe

society.However,despitethat,thetextbooksinKoreawereobserved

tobelikelytolimittherangetotheprivateoneofthehomelife.

Therefore, in order to help the adolescents form the Macro

empowermentwhichisthesocialexpansionofthepositivepower,the

fieldofhomeeconomicseducationshouldpublishtextbookstodeal

with even socialopinions and issues.This would be achieved,

however,only whe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s

passionateenough toincludethosecontentelements,which would

build the socialempowerment of the adolescents such as the

independence,theleadership,theresponsibilityandthecitizenship,to

the textbooks while they promote the adolescents’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localcommunity,reinforcing the methods of

description and the learning activities to help the adolescents

approachfrom aglobalviewpoint.

Third,through the research,the home economics was

confirmed to be a subjectwhich can systematically educ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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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mentoftheadolescents.Inthatregard,from now on,home

economicsteachersaresuggestedtosharerolesandvisionsofhome

economics education with each otherso thatthey can help the

adolescentswithformingtheempowerment.Theteachersshouldgive

each otherachancetosharetheirideaseitherby establishing a

national-scaleactivityofahomeeconomicsclubinassociationwith

theunitontheadolescentsusingthealternativeframeworkofthe

uniton‘self-understandingofadolescents’orbydevelopingaproject

classtogethertomakechangesinacommunity.

Keywords :adolescents,empowerment,homeeconomics

textbooks,Korea,theUnitedStates

StudentNumber:2012-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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