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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신체이미지를 정

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가정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하여 가정과 교육에 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을 마련하고,형성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내용을 분석하 으며,나아가 가정과 교육에서 청

소년의 신체이미지를 정 으로 형성할 수 있는 통합 교육 단원을 제

안하 다.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은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하여

마련하 으며,교과서 분석은 학교 7～9학년에 해당하는 2009개정 교

육과정 기술․가정과 교과서 12종의 가정 역에서 식생활,의생활,아

동․가족생활 역에 해당하는 단원을 상으로 하 다.이와 같은 단원

에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내용을 다시 교과서의 정보제공과

경험제공 형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 은 다음과 같다.

첫째,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을 통해 교과서를 분석하기 하

여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을 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신체이미지

와 자아개념 형성,신체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신체 리행동

등 4가지로 범주화하 고,이를 다시 신체이미지의 정의,신체이미지의

구성요소,자아존 감 형성,자아개념 형성,이상 기 ,사회․문화 요

인,합리 신체 리행동,신체 리 문제행동 등 8가지로 세분화하 다.

둘째,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의 범주화 세분화 항목을 바

탕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아동․

가족생활 역,식생활 역,의생활 역(각각 69%,27%,4%)으로,신

체이미지와 자아개념 형성은 아동․가족생활 역,의생활 역,식생활

역(각각 55%,30%,15%)으로,신체이미지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아동․가족생활 역,의생활 역,식생활 역(각각 38%,38%,

24%)으로,신체 리행동은 의생활 역,식생활 역,아동․가족생활

역(각각 46%,40%,14%)으로 나타났다.신체이미지의 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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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개념 형성은 아동․가족생활 역에서,신체이미지의 향상을 한

행동과 방법은 주로 식생활과 의생활 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즉,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이 아동․가족생활 역과

의․식생활 역으로 이분화되어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청소

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의 범주화 내용이 교과서에서 정보제공 형식

과 경험제공 형식으로 나타난 양상 한 이와 같이 나타났다.

12종의 교과서를 종합하여 분석하 을 때,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의 세분화 항목 8가지가 모두 나타났다.그러나 개별 교과서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세분화 항목 8가지가 모두 포함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

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기 한 내용을

교과서가 갖추고는 있으나,출 교과서나 역에 따라 그 내용이 부분

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따라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

형이 통합 으로 구성된 단원이 필요하며,통합 으로 구성하기 한

이 필요하다.

셋째,청소년의 신체이미지의 통합 교육 단원을 제안하기 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심으로 한 을 견지하 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구성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련한 핵심

역량을 창의력,자기 리능력,문제해결능력으로 선정하 으며,이와 같

은 핵심역량 향상을 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단원은 청소년의 신체이

미지 형성 모형의 8가지 세분화 내용을 포함하 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기 한 역으로 식생활,의

생활,아동․가족생활 역을 선정하여 내용을 분석하고,단원을 제안하

다.즉,가정과 교육의 역 주생활 소비생활 역에 한 신체

이미지 교육 내용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 을 가진다.따라서

제안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단원은 주생활 소비생활 역이 추

가로 분석될 수 있다는 을 고려했을 때,내용의 수정 추가가 이루

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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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론과 한계 을 바탕으로 가정과 교육에서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후속 연구에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신체이미지가 청소년기가 신체 성장과 성 성숙이 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에 미루어, 학교 7～9학년의 기술․가정 교과서를 연

구 상으로 하 으나,신체이미지는 개인의 삶에서 연속 으로 형성되

고 변화하는 개념이기에 청소년기 이 의 아동기에 해당하는 실과 교육

에서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한 가정과 교육에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향상을 한 핵심역량으로 자기 리능력,문제해결능력,창의력을 선정하

으나,이는 실과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핵심역량이기에 실과 교육

가정과 교육에서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에 한 분석을 통해 계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계 체계를 바탕으로 학령기에 합

한 내용을 선정되면,학령기 별로 합한 교수․학습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최근 가정과 교육에서도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하여 주

제통합연구,STEAM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청소년의 신체이미

지를 형성하기 하여 이와 같은 추가 방법으로의 통합 근도 가능

할 것이다.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기 한 통합 로그램을 개

발하기 하여 지 까지 개발된 유아,아동,청소년, 학생,성인을 상

으로 하는 신체이미지 형성 로그램에 한 메타 연구도 필요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구성

을 바탕으로 한 로그램이 개발된 후에는 이를 장에 용한 검증을

필요하며,구체 으로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측정 도구

개발 한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청소년,신체이미지,통합 교육,핵심역량

학 번 :2013-2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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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한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하여 가지는 지각은 자아개념에 향을

미치며,나아가 인 계 사회생활에 향을 미치게 된다.TV,인터

넷과 같은 매체에서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체 미에 한 기

을 메시지화하여 달하고 있으며,미의 기 에 도달하기 한 각종

고와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이와 같은 사회 상은 외모지상주의라

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은 신체의 변화가 격하게 나타나는데(조복희,정옥분,

유가효,류제동,2004),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에 하여 가지는 지각은

그 개인의 자아개념을 확립하는데 핵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정 남,

2001),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에 하여 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요하다.

한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하여 지각하는 것을 신체이미지(body

image)라 하는데,청소년기에 신체이미지를 정 으로 형성하는 것은

그 개인의 생을 통해 자아개념과 인 계를 바람직하게 유지하고 이끌

어가는 데 요하게 작용한다(이미숙,2009).반면 불만족한 신체이미지

는 청소년 자살이나 우울증으로도 나타나며(송만규,하지 ,박두흠,유

승호,오정 ,유재학,2010),이 시기의 문제 행동과 학교부 응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윤수익, 은하,2010).따라서 청소년이 올바른 신체이

미지를 기를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의 마련과 시행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 옥(2006)은 신체상을 주제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신체상과

자아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심리 치료 근으로 로그램을 개

발․ 용하 으며,김 선(2012)은 자아존 감 향상을 한 기존의 이미

지메이킹 로그램이 주로 성인이 상이 된 에 착안하여,청소년을

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최경일,조성심(2014)은 생태체계

에 기반한 여 생의 신체상 개선 로그램 효과성 연구를 통해 청소년

의 신체이미지 개선 로그램의 요성을 역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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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교육에서도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여러 변인을 연구한 정윤주(2013)의

연구를 비롯하여,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련된 행동 측면에서는 여

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 리행동에 한 연구(김정애,2001),남ㆍ여

학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외모 리 행동 비교연구( 은하,2006),남녀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 심도에 따른 외모 리행동 의복추구

혜택(정지 ,신혜원,2006),여고생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교복변형행동

비교( 은하,2008),청소년의 외모 리 태도가 학교 응에 미치는 향

연구(윤수익, 은하,2010)등이 있었으며,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청소

년의 자아형성 측면에서 고찰한 사례로는 구 역시 고등학생의 체 군

에 따른 체형인식,체 조 태도와 자아 존 감의 비교 연구(김혜정,장

숙,2009),고등학생의 자아존 감,신체이미지 체형에 한 외

요인이 다이어트 실행에 미치는 향 연구(김효정,김미라,2010), 학생

의 자아개념과 외모 리행동 연구(이진 , 은하,2013)의 등이 있었다.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련한 로그램 개발 용 사례로는 책만들

기를 활용한 문제 심학습 학교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평

가(김상미,이혜자,2012)연구가 있었다.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청소년과 신체이미지 형성과 자아 형성 련 행동에 한 연구

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이를 교육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

용 연구가 부족하기에 보다 체계 인 교육과정 분석과 내용 구성을 바탕

으로 하는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정과 교육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 있게 하고 자립 인 삶의 의

미를 깨달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천하는데 주안 을 두고 있으며(교육

과학기술부,2011),의․식․주․소비생활 아동․가족생활 분야를 모

두 다루는 교과로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향상을 한 보다 통합 인 교

육 근이 가능하다.가정과 교육은 신체이미지와 련하여 청소년 개

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

고,통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과 교육에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서는 가정과 교육에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가 어떤 양상으로 다 지고

있는가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가정과 교사 자격기 개발과 평가

역 상세화 수업 능력 평가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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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과의 내용학 분야를 ① 가정과 교육학 ② 주생활 ③ 아동,가족학

④ 가정경 ,소비자학 ⑤ 양학,식품과 조리 ⑥ 의복재료와 리,의

복디자인과 구성 등의 6개의 역으로 구분하여,의복디자인과 구성의

소단원인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 ’에서 신체이미지가 가정과 교육에서 다

져야 하는 내용임을 명시하 으며,교육과학기술부(2011)의 실과(기술·가

정)교육과정에서는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 하는 과정을 통해,

정 자아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 다.이처럼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요하게 여하는 신체이미지는 한 개인의 인생에서 총체

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으로,이윤정(2012)은 청소년의 경우 컨 ,식

생활에서의 식이장애와 같은 문제 이나 자아존 감을 다루는 아동․가

족학 역와도 연계되어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즉,가정과 교과

는 청소년의 의․식․주․소비생활 아동․가족생활 분야 모두에 련

하여,삶에 한 가치를 바탕으로 태도를 형성하여 미래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기에 가정과 교육의 제 내용 역의 단편

지식 달보다 인간을 심으로 한 통합 근이 필요한 것이다(채

정 ,이수희,유태명,2010;조 주,신정숙,2006).그러나 앞서 선행연

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우리나라의 가정과 교육에서 개발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교육 로그램 개

발을 한 연구로 신체이미지에 한 내용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정 으로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 개발

을 한 내용 연구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국가 수 의 교

육과정에서 심이 되는 교과서(권낙원,김민환,한승록,추 재,2011)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상으로 2009개정 교

육과정의 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를 선정하여,교과서 내용 가정생

활 분야의 의생활,식생활,아동․가족생활 역에 나타난 신체이미지

련 내용을 분석하고, 정 인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정과 교육의 통합 단원을 제안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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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의 심이 되는 신체이미지를 정

으로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정과 교육에서 통합 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이를 한 기 연구로 우선 행 교과서

를 분석하기 한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모형을 이론 고찰을 통해 도

출하고,도출된 모형을 바탕으로 가정교과서에 나타난 신체이미지와

련된 교육 내용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 다.마지막으로 분석된 내용에

한 논의를 통하여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는 가정과 교육

의 통합 교육 단원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에 의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과 교육에 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2009개정 교육과정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청소년

의 신체이미지 내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정 신체이미지 형성을 한 가정과 교

육의 통합 교육 단원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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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교육에서의 청소년 신체이미지 향상을 한 교

육 단원을 제안하기 하여 행 교과서에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을 분석하기로 하 다.이에 용어의 범 를 구체화하여,연구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연구에 한 이해를 돕고자 하 다.주요 용어에

한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체이미지(bodyimage)

학제 고찰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를 ‘사회․문화 향

을 받아 개인의 신체 평가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자신의 신체에 한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다차원 인지 양식’으로 범 하게 정의하 다.

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체 자아라는 용어 교육과

정․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신체이미지의 다른 번역 용어인 신체상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이미지의 조작 정의와 그 해석 범 가 연 되는

경우,이를 신체이미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여 사용하 다.

-통합 교육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가정과 교육 제 역에서의 내용

통합을 의미하 다.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기 리능력,문제해결능

력,창의력이라는 핵심역량을 신체이미지 형성 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

도록,가정과 교육의 제 역 식생활,의생활,아동․가족생활 역의

내용이 통합된 단원을 제안하 다.

-핵심역량(keycompetence)

소경희,이상은,이정희,허효인(2010)은 핵심역량이란 ‘다양한 상이

나 문제를 효율 으로 혹은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해 학습자에게 요구

되는 지식,기능,태도의 총체’라고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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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청소년의 신체이미지

1)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

신체이미지는 외모심리학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있으며, 재

는 학문의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주제이다.신체이미지와

련된 학문 분야들에서는 신체이미지(bodyimage)의 정의와 역을 서로

다르게 표 해왔는데, 신체개념(body concept), 신체 스키마(body

schema),신체지각(bodypercept)등과 같은 용어들이 그 이다(Cash

& Pruzinsky,2000). 기의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를 자신의 신체에

한 감정이나 태도의 총체 인 개념으로 정의하 는데(임숙자,황선진,이

종남,이승희,양윤,2002,재인용)1),Cash& Pruzinsky(2000)는 신체이

미지가 인지 ․행동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 인 개념이며,신체이미

지는 사회 ․문화 향력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고 하 다. 한

Cash& Pruzinsky(2000)는 형성된 신체이미지는 개인에게 자신의 불만

족스러운 신체와 외모를 보완하려는 행동을 유발하고,타인과의 상호

계에서 사회 자아 확신에 향을 다고 하 다.즉,신체이미지는

하나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기에,통합

인 신체 경험을 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학술 견해에 따라 신체이미지를 사회․문화

향 개인의 평가나 태도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한 개인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다차원 인지 양식으로 범 하게 정의하 다.

Fox(1997)는 신체이미지는 매력 인 외모 외에도 근력,신체 우월성,

운동 능력 등을 통하여 개인의 신체 요인의 정 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한 이와 같은 신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 상태의

양호함,즉 기능 측면이 요하다고 하 다. 한 윤은 (2005)은 신체

이미지를 정 으로 형성하기 해서는 매력 인 외모 뿐만 아니라 개

인의 신체를 자유롭게 운용하는 경험이 요하다고 제안하 다.1986년

1)임숙자 외(2002) 의상사회심리학의 본문(p.74)의 Fisher(1968)연구를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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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시된 Cash와 연구 의 조사에서는 신체이미지를 외모(appearance),

체력(physicalfitness),건강(health)으로 구성하고,각각에 한 태도와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MBSSRQ(MultidimentionalBody-SelfRelation

Questionnaire)설문지를 개발하여 신체이미지의 다차원 측면을 측정

하 다.박은아(2001)는 Cash와 연구 (1986)이 분류한 신체이미지 구성

요인을 Franzoi& Herzog(1986)의 BodyEsteem Scale(BES)에 참고하

여 다시 외모(appearance),능력(ability),기능(function)으로 구성하 다.

신체이미지를 측정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남성의 신체이미지가 근력

체격과 같은 신체 능력에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여성의 신

체이미지는 몸매나 체 과 같은 외모 요소와 더 크게 련된다고 나타

났다(Cash,2000). 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BMI와 신체이미지 평가의

상 계에 한 김동식(2008)의 연구에 따르면,개인의 BMI수치와는

상 없이 여자청소년은 자신이 정상체 일 때 불만족하며,남자청소년은

체 일 때 신체이미지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 으로 외모에 한 사회문화 가치 이 남성

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송경

자,2009),남성들에 비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하여 객 인 크

기를 인지하기보다,사회 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신체 크기에 비하

여 상 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실제 신

체 크기에 한 인식이 부정확하며,신체이미지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고애란,심정은,1997)에 의하면,신체이미지 교육에서 여성이 상이 되

는 것은 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그러나 박민경(2009)의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의 능력 측면에서 남자 청소년들의 신체 리행동이 여자 청

소년들보다 기 하게 나타났으며,김동식,김 택(2012)의 연구에서는 남

자청소년의 근력 발달과 련 경험이 신체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친다

고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이미지는 신체의 형태,체 ,크기와 같은 외모에 련된

것 뿐 아니라,근육 발달 사용과 같은 신체 능력과 신체 활동을 원

활이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기능을 포함하여,남녀 청소년 모두를 상

으로 하여 그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청소년이 추구하는 외

형 아름다움,즉 외모는 신체 건강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

며,신체활동은 신체이미지를 정 으로 형성하는데 계가 있는 것(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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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임,1999)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외모 측면 외

에,신체를 조 할 수 있는 기능 측면과 개인의 다양한 신체 경험을

가능 하는 능력 측면 세 가지로 구성하 으며,이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신체 이미지가 건강을 바탕으로 한다는 에서 가정과 교육에서

식생활 역에 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상하 다. 한 사고나 선

척 으로 부족한 신체의 외모․능력․기능 측면은 의생활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다.다시 말해,의생활을 통하여 신체를 리하는 행동은 개

인의 외 측면을 향상하는 것 이외에 심리 요인에서도 만족감을 향상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이에 가정과 교육에서의 의생활 역은 청

소년의 신체의 외 측면 향상과 신체를 통한 심리 측면 신체이미지

향상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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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 형성

자아개념을 형성할 때 신체이미지는 그 심이 되며,신체이미지가

정 일 때 자아개념도 정 으로 형성될 수 있다(Cash& Pruzinsky,

2000).이 옥(2006)은 신체이미지란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개념이며,나

아가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는 기 로 작용한다고 하 으며,정 남

(2001)은 정 자아개념 형성에 신체 자아인 신체이미지가 한

련이 있다고 하 다.특히 격한 신체 변화와 성 성숙이 일어나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평가하는 신체이미지는 자아를 형

성하는데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아개념이란 용어는 자아상(self-image)이나 자아정체감(ego-identity)

등의 용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자아개념에 한 정

의는 학자간의 견해나 학문 기 에 따라 세부 으로 구분된다.박찬섭

(2009)은 자아개념을 역사 ․학술 고찰에 따라 정신분석학 ,

사회학 , 상학 으로 나 어 구별하 으며,이진 (2013)은

자아개념이란 인간의 생애 발달 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형성된 자기에 한 신체 ․사회 ․정신 능력에 한 구조나 틀

이라고 정의하 다.

김 선(2012)은 자아개념을 다시 자아존 감(self-esteem)과 자아정체

감 등으로 구분하 다.자아존 감은 자아개념과도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개인이 자신에 한 정 이거나 부정 인 사고의 방향성을 가지기 때

문에(김민정,최은 ,2006;고혜 ,2012)자아개념과 구분되어야 할 것

이다.자아존 감이란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요한 요인으로서,이는 개

인이 인생을 주체 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이와 같은 자아존

감의 핵심 요소로 신체이미지는 신체존 감이라는 형태로 작용한다.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가지는 기 이나 태도라는 주 인 요소에 따라

정서 으로 단하여 형성되는데,이처럼 자신의 신체에 하여 정서

으로 평가하거나 만족하는 정도를 신체존 감이라 한다(박은아,2003).

특히 외모의 매력이 시되는 사회에서는 외모와 련된 만족도가

신체이미지 불만족으로 이어지면,개인의 자아존 감에도 부정 인 향

으로 이어질 수 있다(남수정,이은희,황혜선,2009).미국과 한국 여 생

을 심으로 신체존 감과 개인의 주 안녕감을 비교한 박은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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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양국 여학생 모두의 신체존 감이 자아존 감과 주

안녕감에 정 련성이 있다고 나타난다.개인에게 형성된 신체이미지

는 개인의 일상 행복감에도 깊게 련하고 있는 것이다.정 남(2001)

은 Price(1990)의 A ModelforBody-ImageCare을 <그림 Ⅱ-1>과 같이

재도식화 하 는데,이 도식을 통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고,형성된 신체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연 된다고

보았다.

<그림 Ⅱ-1>A ModelforBody-ImageCare재도식도

출처:정 남(2001,p.347)

청소년기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방법으로 정 남(2001)은 개인

이 자신의 신체에 한 실제 지각 수용,신체만족도를 높이기 한

방법에 한 탐색 행동,높은 자아존 감을 바탕으로 한 자아개념 형

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에 한 이와 같은 선행 연구

정 남(2001)의 재도식도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해 가지는

기 과 태도 평가에 의해 신체이미지에 한 만족도가 결정되며,만

족된 신체이미지는 다시 자아존 감으로 이어지며,이와 같은 과정이 개

인의 삶에서 안녕감을 좌우하는 자아개념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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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체이미지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Reill& Rudd는 1994년 연구의 ModelofBodyAesthetics를 보완하

여,Rudd andLennonModelofBodyAestheticsRevised(2009)를 <그림

Ⅱ-2>와 같이 제안하 다.이 모형에서는 개인이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개

인을 둘러싼 환경과 주변인들에 의해 이상 기 을 만들고,만들어진 이상

기 은 개인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Ⅱ-2>Rudd andLennonModelofBodyAestheticsRevised

출처:Reilly& Rudd(2009,p.236)

한편 이윤정(2012)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향을 주

는 사회․문화 요인으로 매체와 고, 래집단,부모 혹은 교사와

같은 사회화 리인의 순으로 제시하 다.청소년은 자아개념이 완 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미의 기 이라고 생각되는 가치 이나

통념에서 향을 받기 쉽다.특히 매체는 메시지를 달받는 상에

한 력이 범 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홍종필,이시연,2005),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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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미치는 향이 지 하다.사회가 추구하는 이상 미의 기 을

매체가 메시지화하여 주도 으로 달하고 있다는(남수정,이은희,

황혜선,2009;장희순,김태련,2006)연구들은 올바른 신체이미지를 형성

하기 한 청소년 교육이 더욱 실함을 시사한다.특히 매체는 특

정 테마와 이미지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산업 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달하기 때문에,이를 하는 청소년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 자기 상화

가 이루어지기 쉬운데(Goodin,Denburg,Murnen& Smolak,2011),인터

넷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 다양한 매체와 고에 노출되는 우

리나라 청소년(여성가족부,2014)의 경우 이와 같은 산업 메시지에 자

신의 신체에 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상화 이론에서는 이처럼

자신을 제 삼자의 으로 바라보고 찰하는 행동은 우울이나,불안,섭

식 장애와 같은 심리 문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손

은정,2006).따라서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 형성과 련된 사회․문화

양상을 청소년 스스로가 비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고등사고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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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체이미지와 신체 리행동

이상 기 에 의해 불만족한 신체이미지는 신체를 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데(김해진,2003),신체이미지와 련하여 나타나는 자신의 신체

에 변화를 시도하는 행 는 외모행동,외모 리행동,의복행동,신체 리

행동 등의 용어들로 지칭되고 있다.

이 의복행동은 의복에 한 태도,흥미, 심,습 ,선택,착용행

에 한 총칭으로서,의복을 착용한 사람이 가진 가치 과 생활양식을

반 하는 용어인데(이미숙,2009),청소년의 의복행동은 화장,헤어 리,

성형 등으로 다시 구분되어 연구되기도 한다.김주덕,장선미(2014)의 남

녀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4.3%의 청소년이 교내 화

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나 (2012)는 청소년이 매체의

연 인에 향을 받으며,이에 따른 리행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련

교육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 다.한편,한미화,이은희의

연구(2009)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해 하는 의

복행동으로는 하루 일과 가장 많이 하는 교복행동 즉,교복에 한

태도,교복만족도,교복변형으로 나타났다.교복변형이 교칙 반 문제에

해당하기에 청소년의 학교생활문제행동과 연 되어 연구되고 있으며,교

복변형 행동이 교칙 반과 련되고,교복변형으로 인한 의복압 역시 문

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심성실,김진희,김 리,서 선,최명

임,김지 ,김명 ,최정화,이 ,정해 ,2003).청소년이 장시간 착용

하는 교복은 심미 차원에서 청소년의 교복변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어야 하며,나아가 소재와 디자인 변화에 따른 활동성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최미화,손미 ,2012;양은진,정수진,2013).

청소년의 신체 리행동은 의복행동뿐만 아니라 식생활에서도 나타나

는데,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이조 이 있다.신체

를 리하기 한 행동으로 식생활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문제로 높은

스트 스와 체 조 을 목 으로 하는 부 한 식품 섭취가 있었으며

(조지은,2013),나아가 극 인 식이조 에 나타나는 섭식장애가 있

다.섭식장애는 음식물 섭취에 한 심리 인 장애를 의미하는데,섭식장

애와 신체이미지의 련이 매우 요하게 여겨진다(Cash& Pruzinski,

2000).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식이태도에 한 유정이,홍지 (20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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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 크기에 불만족하며,이를

조 하기 하여 식이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송만규,하

지 ,박두흠,유승호,오정 ,유재학(2010)의 연구에서는 재 체질량지

수와 이상 체질량지수의 차이가 클수록 청소년의 우울감,자살사고,비

정상 식이행동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하 으며,박찬섭(2009)은 청소년

이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사회 으로 부여된 완벽주의 성향

이 섭식장애로 이어진다고 하 다.즉,섭식장애는 외모 향상을 한 개

인의 행동이 개인의 신체 손상,즉 신체의 능력 ․기능 측면을 손

상할 수 있으며,이는 다시 심리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은 문제에 한 해결로,신체이미지의 외모

측면뿐 아니라,신체이미지의 능력․기능․외모 세 가지 측면에서의 조

화로운 자기 인식이 필요하며,이를 한 바탕으로 하는 식행동에 한

식생활 교육과 나아가 신체이미지의 총체 개념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문화 향 요인에 한 보다 근본 인 교육 근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Reill& Rudd(2009)의 Body AestheticsModel

Revised 정 남(2001)의 A ModelforBody-ImageCare재도식도를

기 로 하여 본 연구에서 목표하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향상을 한 청

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을 <그림 Ⅱ-3>과 같이 도식화하 다.정

남(2001)은 환경과 주변인의 향으로 인하여 신체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하 는데,이에 따라 <그림 Ⅱ-3>에서는 ‘향요인’이 ‘신체이미지’에 향을

미친다고 도식화하 다. 한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신체에 하여 가지고

있는 주 태도에 의해 정서 으로 평가된다.이때 형성된 신체이미지

는 신체존 감으로 이어지는데,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신체존 감이 높거나,낮게 형성될 수 있다.형성된 신체존 감은

자아존 감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며,이 때 형성된 자아존 감은 청소년

기 자아개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이에 따라 정 남(2001)의 도식과

Reill& Rudd(2009)의 도식을 추가하여 <그림 Ⅱ-3>에서는 ‘신체이미지’가

‘자아존 감’으로,‘자아존 감’은 ‘자아개념’으로 이어진다고 도식화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를 구성하는 외모,기능,능력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 는데.이 세 가지 측면이 다시 신체 리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도

식화하 다. 한 이진 , 은하(2013)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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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에 따라 신체 리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그리고 신체이미

지를 향상하기 한 개인의 신체 리행동이 성공 일 때 기존에 형성된

신체이미지를 재구성한다는 Reill& Rudd(2009)의 Body Aesthetics

ModelRevised를 반 하여 <그림 Ⅱ-3>에서는 ‘자아개념’이 ‘신체 리행동’

에,다시 ‘신체 리행동’은 ‘신체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를 도식화하

다.

<그림 Ⅱ-3>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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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정과 교육과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1)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유태명,이수희(2010)는 가정과에서 다루는 문제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생존과 본성을 유지하기 해 해결해야 하는 성격을 가진 항구

인 문제들로 이는 시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개인과 가족이 시

에 따라 늘 당면하는 것이며,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 다.유태명,

장혜경,김주연,김항아,김효순(2004)은 가정과의 교육과정 구성 을

기술 ,해석 ,해방 세 가지로 정리하 다.세 가지 해

방 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가 사회․문화 향 속에서 왜곡되는

것을 비 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제안하고 있다.해방 에

한 내용은 <표 Ⅱ-1>과 같다.

이연숙,채정 ,유태명,왕석순,이은희,김하늬,최민지(2013)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인 발달과 정

체감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 다.청소년은 사회 기 과 문화,

연 인,타인의 평가 등에 의해서 이상 기 을 정해두고 자신의 신체

에 불만족하기 쉬우며,이 게 불만족한 신체이미지는 자아개념 형성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학생 스스로도 자기의 특성 확인 계발,개인

용모,옷차림을 통한 자기 표 을 자신의 생활과 련된 문제로 인식

하고 있었으며,이와 같은 문제는 다시 다이어트,외모지향,즉흥 /충동

소비,유행추종,과시소비(의생활 련),동조소비(연 인 모방),유행

되는 식사유형을 따라하는 것(포도 다이어트,황제 다이어트)등의 사회

이슈와도 연 이 있다고 청소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오경선,

2010)2).즉 신체이미지는 청소년의 실생활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이는 다시 사회 문제와도 연 된

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의 연구에서는 최근 매스컴 등을 통하여 외

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문제와 이에 따라 외모에 한 심이

2)오경선(2010)의 연구에서 5가지 항구 인 문제를,다시 6가지의 실천 생활 문제로

각각 분류한 내용 본 연구의 신체이미지와 련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여

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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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왜곡된 믿음이 어떻게 그들의 신념과 행동에 향을 주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함

목 • 학생들로 하여 그들의 삶에 향을 주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함

지식

• 지식은 신념의 근원임을 깨닫고,그에 해 행동했을 때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

•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미는 왜곡되어질 수 있음

교수

방법

• 교사는 교수방법을 통해,학생들이 신념과 행동의 근원에 해

비 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하고,그들이 자율을 향해 성장하게 함

평가

•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받게 됨

• ‘구의 이익이 만족되는가’와 같은 주제를 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됨

학습자

• 학생들은 비 인 수용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

• 학생들은 역사 ,정치 ,경제 ,교육 상황이 어떻게 그들

자신의 심을 억 르는지를 이해함

사회
• 사회와 문화는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발달됨

• 사회의 방향을 이성 인 에 의해서 조 될 수 있음

고조되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외모행동에 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가정과 교사들에게 필요함을 시사하 다.청소년의 발달에 계하는 청

소년의 불만족스러운 신체이미지 문제에 하여 가정과 교사는 <표 Ⅱ

-1>에 나타난 바와 같이,학생들이 사회․문화 향 속에서 자신의

가치 을 형성하고,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과정에 개인과 사회의 가치를

비 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고등사고력을 길러 수 것이다.가정과 교

육을 통해 길러진 비 고등사고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

를 객 으로 인지하고,이상 미를 추구하는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나아가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 련 문제 행동을 낮추

는 것뿐 아니라,성인이 된 후의 삶까지도 이어져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

는 바탕이 되어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표 Ⅱ-1>교육과정 구성 요소에 한 해방

출처:유태명 외(2004,p.23)



- 18 -

2)핵심역량을 심으로 한 신체이미지 교육의 통합 근

2009개정교육과정의 ‘청소년의 이해’단원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

성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 한 정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며,청소년의 자기 리 단원에서는 청소년의 시간 스트 스,소비

생활과 련된 다양한 상황을 악하여 주도 으로 자기 리를 할 수 있

어야 한다’고 나타나 있다.즉,신체이미지는 청소년의 의생활 리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요한 요소로서

개념화한 후,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행동과 신체이미지에 불만족

했을 때 나타나는 의생활,식생활,소비생활 등의 문제를 총체 으로 다

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를 정 으로 형성하

는 것은,신체이미지와 련하여 나타나는 청소년의 생활 상의 문제 행

동을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정 자아정체성은 자아존 감을 통해 이루어진다.이윤정(2012)은

가정과 교육에서 자아존 감을 향상하기 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방향으로 첫째,외모와 련된 사회구조 인 원인을 청소년 스스로가

악하고,수용 여부에 한 단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둘째,이상 외

모에 한 외부 요인에 한 향보다 자아에 한 신뢰를 키우도록

해야하며 마지막으로,신체나 정신을 훼손하는 극단 방법이 아닌 합리

인 신체 리 방법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즉,청소년

이 자아에 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서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의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처럼 학습자가 스스로의 삶을 주

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총체로서 ‘핵심역량’을 설정하 으며,이를 기

반으로 하는 각 교과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하 다(교육인 자원부,

2011).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은 ․ 등교육과정에서 창의력,문제

해결능력,의사소통능력,정보처리능력, 인 계능력,자기 리능력,기

학습능력,시민의식,국제사회문화이해,진로개발능력 등이 공통으로

길러져야 할 핵심역량이라고 제안하 다.

가정과 교육에서 핵심역량에 한 연구로는 권유진(2014)과 최유 ,강

경균,유태명,문 ,최지연(2010)의 연구가 있다.권유진(2014)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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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2007 2009개정

[교과]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교과]

문제해결력

창의력

자주 생활능력

[ 등실과]

자기 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진로개발능력

[ 역]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인간 계기술

일에 한 정 태도

[ 역]

사고활동을 통해 지식,기능,

가치 단력을 실생활에

용하여 삶의 문제 해결

능력

[가정 역]

자기 리능력

실천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인 계능력

주1:권유진은 2009개정 교육과정을 2011로 표기하 으나,본 연구의 교육과정 용어

사용에 따라 2009개정으로 재표기함.

주2:[교과]는 실과(기술․가정)를,[ 역]은 가정 역을 의미함.

주3: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과 련되는 능력을 음 으로 표기함.

과 교육에서의 핵심역량을 분석하 는데,7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

상의 핵심역량 변화 비교를 통해,핵심역량을 심으로 하는 가정과 교

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권유진(2014)이 제시한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역량의 변화 비교는 <표Ⅱ-2>와 같다.본 연구의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의 이론 고찰에 따라,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향상을 한 가

정과 교육의 핵심역량으로는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신체를 리할

수 있는 자기 리능력과,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그리고 개인의 신체를 개성 있게 가꿀 수 있

는 창의력을 들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핵심역량은 <표Ⅱ-2>에 나

타난 바와 같이,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두된 역량이기보다,

가정과 교육에서 계속 으로 지향해 온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역량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가정 역뿐만 아니라,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실과에서도 길러져야 하는 능력임을 알 수 있

다.

<표Ⅱ-2>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핵심역량의 변화

출처:권유진(2014,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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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하 요소

실과(기술․가정)특수 핵심

역량 하 요소

1.창의력 창의 사고 기능,창의 사고 성향 창의 사고 기능,창의 사고 성향

2.문제해

결능력

문제 인식,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해결 방안의 실행과 평가,논리 사

고력,비 사고력

실천 문제해결,기술 문제 해결

(의사결정 능력,논리 사고력,비

사고력)

3.의사소

통능력
말하기,듣기,쓰기,읽기

말하기,듣기,쓰기,읽기,매체를 통

한 의사소통

4.정보처

리능력

정보 수집,정보 분석,정보 활용,정

보 윤리,매체활용능력

정보 수집,정보 분석,정보 활용,정

보 윤리,매체활용능력

5. 인

계능력

타인 이해 존 , 동,갈등 리

계형성,리더십

타인 이해 존 , 동,갈등 리

계형성,리더십

6.자기

리능력

자아정체성 확립,여가선용,건강

리,합리 경제생활,기본생활습 ,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아정체성 확립,여가선용,건강

리,합리 경제생활,기본생활습 ,

자기주도 학습능력,생활역량,가족

생활과 일의 조화능력,합리 인 소비

와 자원활용

7.기 학

습능력
기 읽기,기 쓰기,수리력

기 읽기,기 쓰기,수리력,탐

구력,도구사용능력,지식의 용능력

8.시민의

식

공동체 의식, 법정신,환경의식,윤

리의식, 사정신

공동체 의식, 법정신,환경의식,윤

리의식, 사정신,기술 소양

9.국제사

회문화이

해

우리문화이해,다문화 이해,문화향유

능력,국제사회이해,외국어소양

우리문화이해,다문화 이해,문화향유

능력,국제사회이해,외국어소양

10. 진로

개발능력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직업윤

리

주: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과 련되는 능력을 <표Ⅱ-2>와 동일하게 음 으로 표

기함.

한 최유 외(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교육평가원(2008)에서 제시한

10가지 핵심 역량을 <표Ⅱ-3>와 같이 가정과에 교육에 해당하는 하

요소로 추출하 다.

<표Ⅱ-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핵심역량하 요소와실과(기술․가정)특수역량비교

출처:최유 외(2010,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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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 교육과정 구성 내용 가정 역에서의 재구조화 방안

성격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핵심역량

으로 자기 리능력,문제해결능력,창의력을 균

형 있게 다룸

핵심역량기반재

구조화

핵심 역량과의 계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핵심역량

으로 자기 리능력,문제해결능력,창의력을 균

형 있게 다룸

역 목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핵심역량

인 자기 리능력,문제해결능력,창의력의 성취

를 명시함

역 내용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교육 내

용 조직을 해 핵심역량인 자기 리능력,문제

해결능력,창의력을 다룸

역 교수․학습

방법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핵심역

량인 자기 리능력,문제해결능력,창의력을 성

취하기 한 교수․학습 략을 보다 구체 으

로 다룸

역 평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핵심역

량인 자기 리능력,문제해결능력,창의력 평가

하기 한 평가 요소와 평가 략을 보다 구체

으로 다룸

환경(시설․설비)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핵심역

량인 자기 리능력,문제해결능력,창의력을 성

취하기 한 환경 조건을 명시함

주:최유 외(2010)의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시함.

이와 같은 가정과 교육에서의 핵심역량 연구에 따라 가정과 교육에서

의 교육과정 내용 구성에 한 방안으로 최유 외(2010)의 연구에서는

첫째,교육과정 문서체계에서의 핵심역량 반 둘째, 역 안에서 핵심

역량 반 마지막으로,수업 략에 핵심역량 반 을 하는 방법 세 가지

를 제시하 다.이 첫 번째 방법인 교육과정 문서체계에서의 핵심역

량 반 에 한 내용은 <표Ⅱ-4>와 같다.

<표Ⅱ-4>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가정 역에서의 재구조화 방안

출처:최유 외(2010,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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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명

핵심

개념
핵심역량

주요 아이디어(내용)

근방법
교육 요구

A.

스스

로

해보

는

자기

리

자기

리

자기 리능

력

A-1.나의 삶과 나의 역량

A-2.생활의 여러 계획과 실천

A-3.갈등과 스트 스 리

A-4.생활에 유용한 정보의 탐

색과 활용

인성함양 등

D.

생활

수단

과

라이

스

타일

의식

주

자기 리능

력

문제해결능

력

창의력

D-1.건강,안 ,즐거움의 식

사 마련

D-2.아름답고 매력 인 나의

외모

D-3.쾌 하고 기능 인 공간

꾸미기

D-4.건강한 삶과 나의 라이

스타일

건강,안 ,창의,디자인 등

주:<표Ⅱ-2>,<표Ⅱ-3>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련된 핵심개념이

포함된 역만을 발췌하여 제시함.

한 세경(2014)은 핵심역량에 따른 내용체계를 <표Ⅱ-5>와 같이

시하 다.이와 같은 내용체계는 <표Ⅱ-4>의 역 내용을 구성하

는 세부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표Ⅱ-5> 안 내용체계

출처: 세경(2014,p.94)

이상의 핵심역량을 심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의 교육과정 변화에

한 고찰에 따라,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정 으로 형성

할 수 있는 교육 방향으로,가정과 교육의 제 역의 통합 기 으로 자

기 리능력,문제해결능력,창의력이라는 핵심역량을 선정하 다. 한

핵심역량을 심으로 가정과 교육 내용을 통합하기 한 선작업으로

<표Ⅱ-4>에 제시된 교육과정상의 가정 역 재구조화를 통해 교육과정

을 제안하고,가정 역의 구체 제안 사례인 <표Ⅱ-5>를 토 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단원을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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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내용 분석법은 특정 주제와 련한 내용들이 상 으로 어떻게 나타

나는지에 한 양 내용 분석과 그 내용들의 의미를 탐색하는 질 내

용 분석이 있는데(Riffe,Lacy& Fico,1998),청소년의 신체이미지가 가

정 교과서에 나타난 양상을 심도 있게 고찰하기 해서는 이 두 가지 내

용 분석법을 상호보완 에서 사용하는 것이 요하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 내용 분석과 질 내용 분석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 다.

한 내용 분석법은 하고자 하는 주제가 특정 매체를 통하여,어떠

한 형태로 달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과정이다.교과서라는 매체는 그

내용과 형태에 따라 수업을 주 하는 교사의 의식에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서민지,2014),교과서에 나타난 특정 주제의 세부 내용뿐만 아

니라 표 방식에 한 탐색도 필요하다.

박지 ,김희백,소경희,조은희(2005)의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생명윤리라는 특정 주제가 교과서에 나타난 상을 고찰하기 하여,‘정

보제공’과 ‘경험제공’으로 구분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 다.‘정보제공’은

교과서의 주된 내용을 다루는 본문과 본문의 부차 자료를 통하여 학생

들이 특정 주제에 한 정의 ․인지 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내용을 의미하여,‘경험제공’은 본문 외의 조사해오기,토의,생각해보기

등의 학생 활동으로써 의도 이거나 부수 인 학생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이에 청소년의 신체이미지가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악하

기 하여,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을 범주화하고,범주화된 내용

요소가 교과서에서 ‘정보제공’과 ‘경험제공’의 형식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각각에 한 양 내용 분석과 질 내용 분석을 실시하 다.이

와 같은 연구 방법의 흐름은 <그림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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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 상 선정

‣ 비 석  하여 석  될 과서 선정

‣ 과정평가원  연 를 하여 석  될 과서  단원 선정

▼

2. 청소년  신체 미   내  주

‣ 청소년  신체 미  성 모 에 한  내  주

‣ 론적 경 탐색  한 주  세

▼

3. 청소년  신체 미   내  석  한 과서  식 

‣ 12종 과서  성 내  정보제공과 경험제공에 해당하는 것 로 

▼

4. 청소년  신체 미   내  석  한 석 기  설정

‣ 12종 과서  정보제공과 경험제공에 해당되는 내 에 청소년  신체 미

   내  나타난 정 를 석하기 한 기  설정

‣ 설정된 석 기 에 한 신뢰  측정과 기  수정․보

▼

5. 석 실시  결과 해석

‣ 정보제공과 경험제공에 해당하는 청소년  신체 미   내  석 실시

‣ 정보제공과 경험제공에 해당하는 청소년  신체 미   내  결과에 한

  양적 내  석과 적 내 석 

▼

6.  향 제안

‣ 핵심역량  기 로 한 합적 과정 제안

‣ 합적 과정  기 로 한 청소년  신체 미   단원 제안

<그림 Ⅲ-1>연구 방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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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 상

1)분석 교과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을 살펴보기 한 내용 분석의 상으

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개발되어 배포된 12종 교과서를 모집단으로

선정하 다.모집단인 교과서 12종의 표본을 모집하기 하여,12종 교과

서의 공통 단원 , 단원 ‘Ⅱ.청소년의 생활’의 단원인 ‘2.옷차림과 자

기표 ’을 선택하여 비 분석 하 다.이 단원을 비 분석 단원으로 설정

한 이유는,가정과 교사 자격기 개발과 평가 역 상세화 수업 능력

평가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에서는 신체이미지가 의생활 단원에

서 교수․학습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며,이와 같은 내용은 ‘2.옷차림

과 자기표 ’단원과 련되기 때문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2011).

표본을 모집하기 하여 비 분석 단원으로 선택된 ‘2.옷차림과 자기표

’단원에서 신체이미지 용어 사용에 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이에

‘신체이미지’라는 용어가 사용된 교과서는 1종이 으며,나머지 교과서에

서는 ‘신체이미지’라는 용어를 언 하지는 않았지만,신체이미지의 개념

과 구성요소를 부분 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이와 같은 결과

는 12종 교과서의 다른 단원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개발 배포된 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종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여 개별 교과서에 부분 으로 제시된 청소년

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하 다.분석 상이 된 교과

서 목록은 <표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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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no 교과서명 출 사 기호 자 연도

한국

1 학교 기술․가정1 두산동아(주) A 정철 외15 2013

2 학교 기술․가정1 성림출 사 B 권 익외8 2013

3 학교 기술․가정1 원교재사 C 김기수외15 2013

4 학교 기술․가정1 (주)교문사 D 이상 외24 2013

5 학교 기술․가정1 (주)교학사 E 정성 외11 2013

6 학교 기술․가정1 (주) 성출 사 F 조강 외13 2013

7 학교 기술․가정1 (주)미래엔 G 이상 외9 2013

8 학교 기술․가정1 (주)비상교육 H 김지숙외11 2013

9 학교 기술․가정1 (주)삼양미디어 I 이병욱외8 2013

10 학교 기술․가정1 (주)지학사 J 최완식외11 2013

11 학교 기술․가정1 (주)천재교과서 K 최유 외10 2013

12 학교 기술․가정1 (주)천재교육 L 이춘식외10 2103

주:순서 기호는 출 사의 ㄱ,ㄴ,ㄷ 순으로 알 벳 기호를 부여함.

<표Ⅲ-1>2009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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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

소

년

의

이

해

청소년기 발달 특성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 한 정 자아 정체감

을 형성하고,건 한 성 가치 을 확립하며,바람직한 동성 이성 친구 계

를 통하여 건강한 인간 계를 형성하기 한 기본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가)청소년기의 신체 ,인지 ,정서․사회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행동 특성을 객 으로 악할 수 있으며,자아존 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

(나)청소년기의 성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 히 여기

는 태도를 기르며 우정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요한 인간 계

인 동성 이성친구와 건강한 계를 형성한다.

2)분석 단원

이윤정(2012)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는 청소년의 자아 형성과 련이

있으며,부정 신체이미지는 식이장애와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생활,

식생활 가족생활 역과도 통합하여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이에 본 교과서 분석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이 의생활,식생활

가족생활 역 각각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

으며,그 상으로는 학교 7～9학년을 상으로 하고 있는 기술․가

정 교과서의 역 [가정]을 선정하 다. 역 [가정]에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을 선택하기 해 본 연구의 이론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그림Ⅱ-3>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에서 언

된 변인을 심으로,2009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2011)의 학교 내용

별 성취기 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분석하 으며,결과는 <표Ⅲ-2>와 같다.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Ⅰ.청

소년의 이해’ 단원의 (가)항목과,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는 상에 한 고찰을 하여 (나)항목을 선정

하 다. 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신체 리행동이 주

로 다이어트로 나타나며,지나친 다이어트가 청소년의 섭식장애로 이어

진다는 이론 고찰에 따라 ‘Ⅱ.청소년의 생활’ 단원의 (가)항목을,

한 극 신체 리행동 방법으로 교복변형,화장,성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이론 고찰에 따라 (나)항목을 선정하 다.

<표Ⅲ-2>청소년의 신체이미지 내용 분석 단원의 내용별 성취기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11,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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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명 단원명

학교 기술․가정1

Ⅰ.청소년의 이해

1.청소년의 발달 (아동․가족생활)

2.청소년의 성과 친구 계 (아동․가족생활)

Ⅱ.청소년의 생활

1.건강한 식생활과 식사 구성 (식생활)

2.옷차림과 자기표 (의생활)

3.주거와 거주 환경

주.1: 단원명과 단원명은 12종 교과서 공통이며,분석 단원은 음 으로 표기함.

주.2:각 단원에 해당하는 가정과 교육의 제 역을 호()안에 표시함.

Ⅱ.

청

소

년

의

생

활

청소년기에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기본 인 식생활,의생활,주생활과 련된

자기 리 능력을 기른다.이를 해 청소년기 식생활의 요성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능력,자신에게 합하고 남을 배

려하는 옷차림과 의생활문화의 계승을 통한 올바른 의생활 실천 능력,그리고

자신의 생활공간의 요성을 인식하고 주거 선택과 련된 올바른 가치 을

형성하는 주생활 실천 능력을 기른다.

(가)아침 결식,다이어트,인스턴트식품 선호,섭식 장애 등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생활을 반성 평가해 보고,청소년기의 양 섭취

기 ,청소년을 한 식생활 지침 등을 활용하여 균형 잡힌 건강 식생활을 실

천할 수 있다.

(나)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 함으로써 정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때

와 장소,상황을 고려한 옷차림을 통해 의복의 사회 의미를 이해하여 개인

․사회 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실천하며,우리나라 통 옷차림의 우수성

생활 문화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한복 옷차림을 할 수 있다.

주:분석에 해당되는 단원의 내용에 음 으로 표기함.

<표Ⅲ-2>에서 선정된 내용에 따른 해당 단원은 <표Ⅲ-3>과 같으며,

이 단원은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생활 역에 해당한다.해당된 단원

은 교육과정평가원(2008)에 나타난 가정과 제 역의 내용요소에 기 하

여,다시 의,식,아동․가족생활로 구분하 다.

<표Ⅲ-3>청소년의 신체이미지 내용 분석 단원 역 구분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11,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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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역 세분화 항목

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
(a)신체이미지의 정의

(b)청소년기의 신체 발달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 형성
(c)신체이미지의 평가와 만족

(d)자아존 감과 자아개념 형성

신체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e)이상 기

(f)사회․문화 요인

신체 리행동
(g)합리 신체 리행동

(h)신체 리문제행동

2.연구 방법 설계

1)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범주화

내용 분석법에서는 그 타당성을 한 분석 단 와 분석 기 이 요하

기에(김지욱, 미경,2012),그 분석 단 를 추출하기 한 기 의 명확

성이 요구된다.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요소를 추출하기 한 기 을 설정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앞서 이론 고찰에 의해 도출된 <그림Ⅱ-3>청소년의 신

체이미지 형성 모형을 <표Ⅲ-4>과 같이 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

소,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 형성,신체이미지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

인,신체 리행동으로 내용을 범주화하 다.범주화된 내용은 다시 교과

서 내용을 분석하기 해 보다 구체 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그림Ⅱ-3>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에 따라 범주화된 내용을 다시 세

분화 하 으며,이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범주화 세분화 항

목 내용은 <표Ⅲ-4>와 같다.

<표Ⅲ-4>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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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분석을 한 교과서의 형식

구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의 교육 내용에 한 분석뿐만 아

니라,이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달되고 있는지에 한 고찰을 통해 청

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통합 교육 내용을 제시하려 한다.

이에 따라 박지 외(2005)의 연구에서 특정 주제를 ‘정보제공’과 ‘경험제

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방법을 사용하 다.

박지 외(2005)는 ‘정보제공’형식의 교과서 내용에 의하여 학습자는

특정 주제에 한 인지 이며 정의 인 학습이 가능하며,‘경험제공’형

식의 교과서 내용은 학습자가 특정 주제와 련된 직 활동이나,다

른 주제에 한 활동을 통한 특정 주제의 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

다.각각의 형식에 해당되는 시로 ‘정보제공’은 본문의 주된 내용,본

문의 부차 다룸,본문이 아닌 참고자료,‘경험제공’은 조사해 올 자료,

토의,실험․해보기,역할극, 장학습 등으로 제시되었으나,2009개정

교육과정의 가정 교과서의 특징을 반 하여 ‘정보제공’과 ‘경험제공’에 해

당하는 교과서 내용을 재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가정 교과서 12종의 목차 앞에 제시

된 ‘구성과 특징’을 기 하여 교과서 내용을 ‘정보제공’과 ‘경험제공’으로

구분하 으며,개별 교과서별로 구분된 내용은 <표Ⅲ-5>과 같다.각 교

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의 서술에 편의상 생략된 본문을 다시 추가하여

체계화하 으며,각 단원의 안내에 해당하는 내용,학습 목표,단원의 마

무리에 해당하는 요약,본문 내용의 단순 확인 문제는 ‘정보제공’목 에

해당하는 본문과 본문의 부차 참고자료와 복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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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정보제공 경험제공

A
본문,읽을거리,들여다보기,생활 속 가

정,나도 문가
활동(해 보기)

B 본문,다양한 보충 자료,내용 쏙쏙 학습 활동지

C 본문,보충․심화학습,Q& A

생각 열기,학습 활동지,

논술 따라 하기,마인드맵 용어 정리,

모둠별 학습

D
본문,용어 설명,학습 도우미,궁 해요,

더 보기,깊이보기
이 단원을 통하여 생각 열기,수행활동

E

본문,더 알고 가기,교과서 밖의 세상,

그림으로 여는 세상 이야기,알기 쉬운

용어

생각의 창,여기서 잠깐,해 보기

F
본문,소단원 도입,보조단 활용,더 알고

가기,읽을 거리

생각 열기, 생각 키우기, 창의 체험

활동,문제 해결 활동,수행 평가

G 본문,용어 해설,Tip,생각 톡톡
생각 열기,활동해 보기,e-활동해

보기,생각 넓히기

H
본문,체크 포인트,보충/심화 활동,

틈틈 독서

한 생각 열기,스스로 OO학습

(탐구․조사․체험․토론 등),한 시간에

끝내는 체험 활동,생활 쓰기,

I
본문,think,하나 더 알기,심화학습,

읽기자료

해보기,탐구활동,마인드맵으로 정리하

기

J 본문,더 나아가기,핵심 Check
그림․사진․자료․문화를 통한 생각해

보기,창의 쑥쑥

K 본문,사례,용어 사 ,지식 더하기 생각 열기,활동 시간,체크

L 본문,더 알고 가기,알기 쉬운 용어 알쏭달쏠 Q&A,선택 활동 해 보기,실습지

<표Ⅲ-5>12종 교과서의 형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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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분석을 한 분석 기 설정

내용 분석에서 분석 단 는 단어,문장,단락,이미지 등 모두가 될 수

있다(Riffe,Lacy& Fico,1998).본 연구의 비 분석에서 신체이미지와

세분화 항목은 한 단락 안에서 단일 내용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세분화

항목이 나타나기도 하 으며,여러 단락에서 공통 인 하나의 세분화 항

목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이에 분석 단 를 명확하게 하기 한 선작

업으로,교과서 내용을 각 교과서 별로 제시된 ‘구성과 특징’에 의하여

<표Ⅲ-5>와 같이 구분하 으며,구분된 ‘정보제공’과 ‘경험제공’에 해당

하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세분화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추출하기 하

여,다음과 같은 분석 단 와 그 기 을 설정하 다.

가.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으로 추출된 단락의 주요 내용을

분석표에 제시할 때는 주제를 가장 포 으로 함축한 완성형 문장을 기

으로 삼아 기록하 다.이때 주요 개념이 여러 문장으로 설명되어,함

축된 하나의 완성형 문장 하나로 제시하기 어려울 때에는 간 내용을

생략하여 표시하 다.

나.정보제공으로 제시된 교과서 내용이 그래 이나 그림인 경우와 제

시된 내용에 제목이 있는 경우(B교과서,p.54)는 그 내용의 표가 되는

제목으로 표시하 으며,그 시는 <그림Ⅲ-2>와 같다.

다.경험제공으로 제시된 교과서 내용의 학생활동이 하나의 큰 주제로

제시되었더라도,그 안에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세분화 항목이 두 가지

이상 나타나는 경우는,그 가지 수에 따라 단 를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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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분석 기 시3)

3)B교과서의 내용에 제목이 있는 경우,그 내용을 표하는 제목으로 코딩시트(부록 p.78)

에 표시된 것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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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뢰도 측정

본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에 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하여,분석 결

과에 한 사후 일치도(post-test)도 측정하 다.신뢰도 평가 방법으로

분석원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홀스티(Holsti)기법을 사용하 으며,이

에 따라 가정과 교육 석사 학 를 소지하 고,교과서 집필 경력이 있으

며, 직 가정과 교사로 재직 인 문가 1인을 분석원으로 선정하 다.

신뢰도를 한 내용 분석 분석원은 정확한 분석을 하여 분석 상

분석 차에 한 훈련을 거쳤다.

신뢰도 평가를 한 표본 추출의 양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10%～20%나, 다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5%～7%를 제안하 다

(Riffe,Lacy& Fico,1998,재인용)4).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평가를 한

표본 추출의 최 치로 모집단의 20%에 해당하는 2.4권에서 소숫 이하

를 제외한 2권을 신뢰도 평가의 표본으로 설정하 다.분석원은 2009개

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집필하 고,이에 따라 교과서 내용 분석에 개

인의 경험이 반 될 수 있기 때문에,표본은 12권의 교과서 분석원이

집필한 교과서 1권을 제외한 11권에서 무작 추출하 다.

분석 결과에 한 일치도는 86%로 나타났으며,내용 분석에서 일반

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기 되는 80%를 넘은 수치로,본 분석 결과가

신뢰도를 획득하 다고 간주하 다.일치하지 않은 14%의 분석 결과는

연구자와 분석원의 합의를 통해 재분류하 다.이후 10권에 한 본 분

석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14%의 결과를 재분류했던 합의 과정을 반 하

다.

4)Riffe,Lacy& Fico(1998)의 본문(p.213)에서 Wimmer& Dominick(1997)과 Kaid&

Wadsworth(1989)의 연구를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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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 형성

신체이미지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 리행동

총

계
(a)

신체이

미지의

정의

(b)

청소년

기의

신체

발달

(c)

신체이

미지의

평가와

만족

(d)

자아존

감과

자아

개념

(e)

이상

기

(f)

사회․

문화

요인

(g)

합리

신체

리행동

(h)

신체

리문제

행동

식

생

활

정

보

제

공

A(1)

B(1)

C(1)

D(1)

E(1)

G(1)

I(1)

J(2)

K(2)

L(2)

A(2)

D(1)

F(1)

K(1)

F(1)

I(1)

L(1)

I(1)

J(1)

L(1)

A(1)

C(1)

D(1)

G(1)

J(1)

K(1)

A(3)

B(4)

C(2)

D(2)

E(1)

F(3)

G(1)

H(2)

I(2)

J(2)

K(2)

L(2)

B(3)

C(1)

D(1)

E(1)

F(1)

G(1)

H(1)

I(1)

J(1)

K(1)

L(2)

계 0 14 5 3 3 6 26 14 71

경

험

제

공

B(2)

C(1)

D(1)

E(1)

H(1)

J(1)

E(1) A(3)

B(5)

C(2)

D(3)

E(9)

F(3)

G(3)

H(2)

I(4)

J(2)

K(5)

L(3)

A(2)

B(1)

C(3)

D(4)

E(2)

H(1)

J(3)

계 0 7 0 0 1 0 44 16 68

Ⅳ.연구 결과 논의

1.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에 한 양 분석

본 연구의 통계 분석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이 식생활,의생활,아

동․가족생활 역에서나타난빈도분석을실시하 으며,그결과는<표Ⅳ-1>과같다.

<표Ⅳ-1>12종 교과서에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빈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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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

활

정

보

제

공

G(1) K(1) D(1)

E(1)

G(1)

K(1)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D(1)

G(1)

J(1)

K(1)

L(1)

A(1)

B(1)

D(1)

E(1)

G(1)

I(1)

J(1)

K(1)

L(1)

A(4)

B(4)

C(5)

D(3)

E(3)

F(2)

G(3)

H(3)

I(3)

J(4)

K(4)

L(4)

A(1)

J(1)

K(1)

L(1)

계 1 1 4 12 5 9 42 4 79

경

험

제

공

G(1) G(1) D(1) D(1)

G(1)

I(1)

J(1)

A(3)

B(3)

C(3)

D(6)

E(6)

F(3)

G(2)

H(5)

I(6)

J(6)

K(2)

L(2)

A(1)

D(2)

G(3)

K(1)

계 0 1 1 0 1 4 47 7 61

아

동

․

가

족

생

활

정

보

제

공

K(1)

L(1)

A(3)

B(3)

C(4)

D(2)

E(2)

F(2)

G(3)

H(4)

I(2)

J(3)

K(3)

L(2)

B(1)

C(1)

D(2)

E(1)

F(1)

G(1)

H(1)

I(1)

J(1)

L(1)

A(4)

B(1)

C(2)

D(1)

E(1)

F(2)

G(1)

H(1)

I(1)

J(1)

K(2)

L(1)

A(1)

B(2)

C(2)

D(1)

E(1)

F(1)

G(1)

H(1)

I(1)

J(1)

K(1)

L(1)

A(1)

B(2)

D(1)

F(1)

H(1)

I(1)

J(1)

K(1)

C(1)

D(1)

G(1)

H(1)

I(1)

계 2 33 11 18 0 14 9 5 92

경

험

제

공

A(1) A(2)

B(1)

C(5)

D(4)

E(4)

G(2)

H(1)

I(2)

J(2)

K(1)

A(2)

B(1)

D(4)

G(1)

H(3)

I(1)

J(1)

A(3)

B(2)

C(2)

D(3)

G(2)

H(5)

I(4)

J(3)

K(1)

L(2)

B(1) B(2)

C(2)

C(2)

F(1)

I(2)

B(1)

계 1 24 13 30 1 4 5 3 81

총계 5 80 33 63 12 36 173 48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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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제공 형식으로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서 정보제공 형식으로 나타

난 경향을 <그림Ⅳ-1>을 통해 살펴보면 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

는 아동․가족생활(69%),식생활(27%),의생활(4%) 역 순으로,신체이

미지와 자아개념 형성은 아동․가족생활(55%),의생활(30%),식생활

(15%) 역 순으로,신체이미지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

가족생활(38%),의생활(38%),식생활(24%) 역 순으로,신체 리행동은

의생활(46%),식생활(40%),아동․가족생활(14%) 역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가족생활 역에서는 신체이미지의 구성요소인 청소년의 신체

발달을 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며,신체 발달과 계하는 자아개

념 형성까지 연계하여 포 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식생활

역에서는 신체이미지의 구성요소인 청소년의 신체 성숙과 양에 한

이해를 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며,신체 리행동 내용이 높은 비율

로 나타나고 있으나,아동․가족생활 역에 비하여 신체이미지의 개념

과 자아개념과 연 된 내용의 언 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의생

활 역에서는 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한 내용은 으나,의

생활 역에서의 신체 리행동이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 형성과 한

향에 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었다.신체이미지의 형성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은 의생활,아동․가족생활 역이 같은 비율로 다루고 있었으며,

상 인 비 은 지만 식생활 역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즉,신체

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바탕으로,개인의 신체에 한 평가와 만족

도가 자아개념에 향을 미친다는 은 아동․가족생활 역에서,이와

같은 자아개념 형성을 한 구체 신체 리행동은 식생활 역과 의생

활 역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며,신체이미지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세 분야에서 거의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 38 -

<그림Ⅳ-1>가정과 제 역별로 정보제공 형식으로 나타난 신체이미지 내용 분석5)

다음으로 <표Ⅳ-1>의 빈도값과 <표Ⅳ-2>의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범주화의 세분화 항목이 개별 교과서에 제시된 여부에 따라 청소

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이 정보제공 형식으로 교과서에서 나타난 양

상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세분화 항목 (a)신체이미지의 정의는 의생활 역에서는 1회로,아

동․가족생활 역에서는 2회가 나타났으며,식생활 역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다.그러나 세분화 항목 (c)신체이미지의 평가와 만족이 K교과

서에서 ‘왜곡된 신체이미지’라는 용어로 제시되었기 때문에,이와 같은

결과가 식생활 역이 신체이미지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총 3회의 빈도와 3종의 교과서에서만 신체이미지의 정의

를 다루었다는 은,신체이미지와 련된 내용과 연 하여 학습자가 그

양상을 총체 으로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특정 주제를

교육하기 한 언어 정의를 개별 교과서에서 보다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세분화 항목 (b)신체이미지의 구성 요소는 개별 교과서 12종의 아

동․생활 역에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었다.아동․가족생활 역에서는

청소년의 신체 ․성 발달을 다루고 있기에,구체 인 신체 발달

5)세로의 수치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범주화 항목이 나타난 빈도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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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능에 한 학습 내용으로서 신체이미지의 구성요소가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한 세분화 항목 (b)신체이미지의 구성 요소는 개별 교과서

10종의 식생활 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1종의 교과서의 의생활

역에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련하여

양과 건강을 다루는 식생활 역의 특징이 반 된 것으로 여겨지며,

의생활 역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의 기능 측면과 능력 측면을 향상

하기 한 구체 방법으로서의 의생활 내용을 제시하기에 세분화 항목

(b)신체이미지의 구성 요소가 따로 나타나기보다,세분화 항목 (g)합리

신체 리행동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세분화 항목 (c)신체이미지의 평가와 만족은 아동․가족생활 역에

서 가장 높은 빈도로 10종의 교과서에서 나타났는데,이와 같은 결과는

세분화 항목 (d)자아존 감과 자아개념 형성이 12종 교과서의 아동․가

족생활 역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것과 연 하여 해석된다.세분화 항

목 (b)신체이미지의 구성 요소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분화 항목

(d)자아존 감과 자아개념 형성이 정 으로 이루어지기 해 태도

인 측면에서 세분화 항목 (c)신체이미지의 평가와 만족에 한 학습 내

용을 그 과정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세부사례 (f)사회․문화 요소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따라

문화 래 집단의 향력을 식생활,의생활,아동․가족생활 역 모

두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분화 항목 (e)이상 기 은 의

생활 역에서 5회,식생활 역에서 3회로,아동․가족생활 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세분화 항목 (e)이상 기 이 아동․가족생활 역에

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세부사례 (f)사회․문화 요소가 아동․가족

생활 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사회․문화 요소인 매체나 래

집단의 향으로 이상 기 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추가 내용이 필요

하다.의생활 역과 식생활 역에서 나타난 세분화 항목 (e)이상 기

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이상 기 에 맞추

기 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세분화

항목 (g)합리 신체 리행동과 (h)신체 리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세

분화 항목 (g)합리 신체 리행동은 의생활 역에서 42회,식생활

역에서 26회로,다른 세분화 항목의 빈도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

으며,아동․가족생활 역에 비교하여서도 높은 빈도값을 가진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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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항목 (g)합리 신체 리행동은 12종 교과서의 식생활,의생활

역에서 모두 나타났다.이는 식생활과 의생활 역에서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향상을 한 구체 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분화 항목 (h)신체 리문제행동보다는 (g)합리 신체 리행동이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이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향상을 한 방향을

제시하기 한 교육 목 이 반 된 것으로 여겨진다.세분화 항목 (h)

신체 리문제행동은 11종 교과서의 식생활 역에서,5종의 교과서의 의

생활 역에서 나타났는데,청소년의 교복 변형과 학교 응․화장․성

형․의복압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의생활 역에서 보다 구체 이고 다

양한 내용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

<표Ⅳ-2> 개별 교과서에 정보제공 형식으로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역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내용 요소

교과서

A B C F E F G H I J K L
총

계

식생

활

(a)신체이미지의 정의 × × × × × × × × × × × × 0

(b)청소년의 신체 발달 ○ ○ ○ × ○ × ○ × ○ ○ ○ ○ 9

(c)신체이미지의평가와만족 ○ × × ○ × ○ × × × × × × 3

(d)자아존 감과자아개념형성 × × × ○ × ○ × × ○ × × ○ 4

(e)이상 기 × × × × × × × × ○ ○ × ○ 3

(f)사회․문화 요인 ○ × ○ × × × ○ × × ○ ○ × 4

(g)합리 신체 리행동 ○ ○ ○ ○ ○ ○ ○ ○ ○ ○ ○ ○ 12

(h)신체 리문제행동 × ○ ○ ○ ○ ○ ○ ○ ○ ○ ○ ○ 11

총계 4 3 4 4 3 4 4 2 5 5 4 5

의생

활

(a)신체이미지의 정의 × × × × × × ○ × × × × × 1

(b)청소년의 신체 발달 × × × × × × × × × × ○ × 1

(c)신체이미지의평가와만족 × × × ○ ○ × ○ × × × ○ × 4

(d)자아존 감과자아개념형성 ○ ○ ○ ○ ○ ○ ○ ○ ○ ○ ○ ○ 12

(e)이상 기 × × × ○ × × ○ × ○ × ○ ○ 5

(f)사회․문화 요인 ○ ○ × ○ ○ × ○ × ○ ○ ○ ○ 9

(g)합리 신체 리행동 ○ ○ ○ ○ ○ ○ ○ ○ ○ ○ ○ ○ 12

(h)신체 리문제행동 ○ × × × × × × × × ○ ○ ○ 4

총계 4 3 2 5 4 2 6 2 4 4 7 5

아동

․

가족

생활

(a)신체이미지의 정의 × × × × × × × × × × ○ ○ 2

(b)청소년의 신체 발달 ○ ○ ○ ○ ○ ○ ○ ○ ○ ○ ○ ○ 12

(c)신체이미지의평가와만족 × ○ ○ ○ ○ ○ ○ ○ ○ ○ × ○ 10

(d)자아존 감과자아개념형성 ○ ○ ○ ○ ○ ○ ○ ○ ○ ○ ○ ○ 12

(e)이상 기 × × × × × × × × × × × × 0

(f)사회․문화 요인 ○ ○ ○ ○ ○ ○ ○ ○ ○ ○ ○ ○ 12

(g)합리 신체 리행동 ○ ○ × ○ × ○ × ○ ○ ○ ○ × 8

(h)신체 리문제행동 × × ○ ○ × × ○ ○ ○ × × × 5

총계 4 5 5 6 4 5 5 6 6 5 5 5

주:청소년의신체이미지교육내용이포함여부에따라 ○,×로표기하고,○의총계를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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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과서 별로 정보제공 형식으로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

육 내용은 세분화 항목이 모두 포함된 사례가 없었으나,교과서에 따라

각각의 세분화 항목이 흩어져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신체이

미지 교육 내용에 한 구체 고찰과 통합 제안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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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험제공 형식으로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서 경험제공 형식으로 나타

난 경향을 <그림Ⅳ-2>을 통해 살펴보면,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

소는 아동․가족생활(76%),식생활(21%),의생활(3%) 역 순으로,신체

이미지와 자아개념 형성은 아동․가족생활(98%),의생활(2%) 역 순으

로,신체이미지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가족생활(45%),

의생활(45%),식생활(10%) 역 순으로,신체 리행동은 식생활(49%),

의생활(44%),아동․가족생활(7%) 역 순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교육 내용이 경험제공 형식으로 나타난 정도는,청소년의 신체이

미지 교육 내용이 정보제공 형식으로 나타난 정도와 일치한다.이와 같

은 분석 결과는 정보제공 형식을 통해 학습자들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내용을 인지 ․정의 인 방법으로 학습한 후,이를 다시 경험제공 형식

의 활동을 통해 보다 심화된 비 성찰과 구체 방법을 탐색하는 행

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Ⅳ-2>가정과 제 역 별로 경험제공 형식으로 나타난 신체이미지 내용 분석



- 43 -

다음으로 <표Ⅳ-1>의 빈도값과 <표Ⅳ-3>의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범주화의 세분화 항목이 개별 교과서에 제시된 여부에 따라 청소년

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이 경험제공 형식으로 교과서에서 나타난 양상

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식생활에서는 세분화 항목 (a)신체이미지의 정의,(c)신체이미지의

평가와 발달,(d)자아존 감과 자아개념 형성,(f)사회․문화 요인,

의생활에서는 세분화 항목 (a)신체이미지의 정의,(d)자아존 감과 자

아개념 형성에 한 학생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세분화 항목 (a)신

체이미지의 정의는 아동․가족생활 역에서 1종의 교과서가 다루고 있

었으나,이는 학습자의 추가 활동을 한 내용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세 역에서 세분화 항목 (a)신체이미지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거나,1

회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신체이미지의 정의에 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

기 해 경험제공 형식보다 정보제공의 형식이 보다 합하 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세분화 항목 (b)청소년의 신체 발달,(c)신체이미지의 평가와 만족,

(d)자아존 감과 자아개념 형성은 아동․가족생활 역에서 빈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g)합리 신체 리행동은 식생활과 의생활에서

높게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이 정보제공의 형식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데,청소년의 신체이미

지 만족과 평가를 통한 자아존 감과 자아개념 형성에 한 인지 측면

을 아동․가족생활 역에서,신체이미지 향상을 한 행동 측면을 식

생활과 의생활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는 을 의미한다.그러나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라는 개념이 식생활,의생활,아동․가족생활 역 모두에서

나타나고는 있으나 정보제공의 형식에 비하여 경험제공의 형식이 보다

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는 학습자의 총체 학습을 한 교과서의 통

합 내용 구성과 정보제공과 경험제공 형식으로 제시되는 교과서 내용

의 균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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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내용 요소

교과서

A B C F E F G H I J K L
총

계

식생

활

(a)신체이미지의 정의 × × × × × × × × × × × × 0

(b)청소년의 신체 발달 × ○ ○ ○ ○ × × ○ × ○ × × 6

(c)신체이미지의평가와만족 × × × × × × × × × × × × 0

(d)자아존 감과자아개념형성 × × × × × × × × × × × × 0

(e)이상 기 × × × × ○ × × × × × × × 1

(f)사회․문화 요인 × × × × × × × × × × × × 0

(g)합리 신체 리행동 ○ ○ ○ ○ ○ ○ ○ ○ ○ ○ ○ ○ 12

(h)신체 리문제행동 ○ ○ ○ ○ ○ × × ○ × ○ × × 7

총계 2 3 3 3 4 1 1 3 1 3 1 1

의생

활

(a)신체이미지의 정의 × × × × × × × × × × × × 0

(b)청소년의 신체 발달 × × × × × × ○ × × × × × 1

(c)신체이미지의평가와만족 × × × × × × ○ × × × × × 1

(d)자아존 감과자아개념형성 × × × × × × × × × × × × 0

(e)이상 기 × × × ○ × × × × × × × × 1

(f)사회․문화 요인 × × × ○ × × ○ × ○ ○ × × 4

(g)합리 신체 리행동 ○ ○ ○ ○ ○ ○ ○ ○ ○ ○ ○ ○ 12

(h)신체 리문제행동 ○ × × ○ × × ○ × × × ○ × 4

총계 2 1 1 4 1 1 5 1 2 2 2 1

아동

․

가족

생활

(a)신체이미지의 정의 ○ × × × × × × × × × × × 1

(b)청소년의 신체 발달 × × × × × × × × × × × × 0

(c)신체이미지의평가와만족 ○ ○ × ○ × × ○ ○ ○ ○ × × 7

(d)자아존 감과자아개념형성 ○ ○ ○ ○ × × ○ ○ ○ ○ ○ ○ 10

(e)이상 기 × ○ × × × × × × × × × × 1

(f)사회․문화 요인 × ○ ○ × × × × × × × × × 2

(g)합리 신체 리행동 × × ○ × × ○ × × ○ × × × 3

(h)신체 리문제행동 × ○ × × × × × × × × × × 1

총계 3 5 3 2 0 1 2 2 3 2 1 1

주: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이 포함 여부에 따라 ○,×로 표기함.

<표Ⅳ-3>개별교과서에경험제공형식으로나타난청소년의신체이미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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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에 한 질 분석

1)정보제공 형식으로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서 정보제공 형식으로 나타

난 양상을 보다 심층 으로 살펴보기 하여,교과서의 실제 내용을 청

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세분화 항목에 따라 분석하 다.

세분화 항목 (a)신체이미지의 정의는 G교과서의 의생활 역에서 1

회,K교과서의 아동․가족생활 역에서 1회, L교과서의 아동․가족생

활 역에서 1회로 나타났으며,각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교과서:신체이미지는 우리가 외모에 하여 가지는 느낌을 말한다.-p.63

L교과서:신체상-신체에 해 가지는 생각이나 느낌 -p.17

K교과서:자신의 신체를 평가하여 스스로 갖게 되는 생각과 느낌,태도를 신체이미지

라 한다.-p.14

교과서에 나타난 신체이미지의 정의는 개인이 가지는 인지 구조인

생각,느낌,태도에 하여 제시되었으나,그 상을 G교과서는 ‘외모’로,

L교과서와 K교과서는 ‘신체’로 제시하여 신체이미지가 외모 측면 외에

기능 ,능력 측면과 련됨을 시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신체

이미지의 외모 측면에 한 내용만으로는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개인의 건강과 련된 신체 리행동을 연 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에서 제시하는 신체이미지의 정의에 한 고찰과 내용이 추

가 으로 필요하다.

세분화 항목 (b)신체이미지의 구성요소는 모든 교과서의 아동․가족

생활 역에서 다 지고 있었다.12종 교과서에서는 공통 으로 ‘성장

등’,‘2차 성징’을 다루고 있었으며,이와 같은 신체 변화의 ‘개인차’를 교

과서에 따라 ‘성장 등’,‘2차 성징’과 유사하거나 은 비 으로 다루고

있었으며,그 내용의 시는 다음과 같다.

E교과서:이 게 키와 몸무게가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성장 등 상이라

한다.-p.11

H교과서:이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남녀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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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이것을 2차 성징이라고 한다.-p.14

J교과서: 신체의 성장이 진행되는 속도는 성별, 유 인자와 양 상태, 건강

상태,기후 인종 등에 따라 개인마다 조 씩 다르다.-p.13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청소년기의 격한 신체 변화에 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서,변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기의 정서 불안을

해소하고,자신의 신체 변화에 한 정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

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 남․여의 성 발달 차이는 구체 으로 제시

되었으나,이와 같은 차이가 남․여에 따라 신체 인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는 나타나지 않았다.세분화 항목 (b)청소년의 신체 발달에

서 신체이미지의 남․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세분화 항목 (h)신

체 리문제행동에서는 섭식장애가 주로 여성에게 나타난다고 제시되었기

때문에,남․여의 신체의 외모,능력,기능 측면에 한 사회․문화

인 의 차이를 추가 으로 (b)청소년의 신체 발달에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세분화 항목 (b)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련하여 식생활 역에서는

10종의 교과서에서 ‘건강’을 다루고 있었으며,학생들이 자신의 체격에

한 실제 인식을 돕기 한 ‘BMI측정법’이 교과서 4종에서 제시되고

있었다.세분화 항목 (b)청소년의 신체 발달의 '건강'과 련한 내용

시는 다음과 같다.

B교과서: 건강이란 신체 으로 질병이 없고 정 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사회 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고 원만하게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p.47

I교과서:이때 형성된 체격과 체질은 평생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다.-p.62

식생활 역에서는 신체이미지의 구성요소 기능 측면과 능력

측면에 기인하여 '건강'에 한 내용을 제시하 는데,올바른 양 섭취

와 식생활 습 이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에 이어,추가

으로 건강한 신체가 외모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의생활에서 세부 사례 (b)청소년의 신체 발달은 K

교과서에서 1회 나타났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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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과서: 재의 자신을 정확하게 악한다.자신의 얼굴형과 체형을 찰하고 객

으로 악하여...(생략).-p.73

식생활에서 청소년기의 자신의 체격을 정확히 인식하기 한 방법으로

‘BMI측정법’이 제시되었다면,의생활에서는 보다 구체 으로 ‘얼굴형’과

‘체형’에 하여 언 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세분화 항목 (b)청소년의 신체 발달은 식생활,의생활,

아동․가족생활 역 모두에서 다루고 있으나, 에 따라 식생활 역

에서는 외모와 기능 측면을,의생활 역에서는 외모 측면을,아동․

가족생활 역에서는 기능 측면을 부분 으로 강조하여 다루고 있었으

며,신체의 능력 측면 외모․기능․능력 측면에 한 남․여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분화 항목 (c)신체이미지의 평가와 만족은 교과서 10종의 아동․가

족생활 역에서 나타났으며,내용 시는 다음과 같다.

C교과서:청소년기에 타인의 신체 변화와 개인의 변화 차이 정도를 비교하여 우월감

이나 열등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p.15

E교과서: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에 해 미리 알아 두어,낯설어 하지 말고 정

으로 받아들이며 잘 처하도록 한다.-p.12

K교과서: 정 인 신체상을 형성하기 한 태도 -p.17

앞서 세분화 항목 (b)청소년의 신체 발달이 아동․가족생활 분야에

서 청소년기의 격한 ‘신체 변화’에 한 내용인 에 이어,세분화 항

목 (c)신체이미지의 평가와 만족에서는 ‘신체 변화’에 한 정 인식

과 태도를 통해 정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내용이 연 성 있게 제

시되고 이었다. 정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기 한 인식과 태도는 의생

활 역과 식생활 역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으며,내용

시는 다음과 같다.

A교과서:섭식 장애를 방하려면 자신에 해 정 으로 생각하는 것이 요하며...

(생략).-p.53

C교과서: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이나 체 에 지나치게 집착하고,이

를 자기 평가와 연결하여 생각한다.-p.48

D교과서:옷차림에 한 정 인 평가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반면...(생략).

-p.72



- 48 -

E교과서:신체이미지는 주 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요하다.

-p.65

세분화 항목 (d)자아존 감과 자아개념 형성은 교과서 12종의 아동․

가족생활 역에서 모두 나타났으며,내용 시는 다음과 같다.

G교과서: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신체 특징 등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여 자신이 어

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려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p.25

K교과서:자아정체감이란...( 략)....즉,자신의 치와 역할,신체 특성,능력,욕구,

가치에 해 정확히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한 정의를 내리는 것

을 뜻한다.-p.22

12종 교과서에서는 ‘자아정체감’,‘자아정체성’,‘자아개념’을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아동․가족생활 역에서 나타는 세

분화 항목 (d)자아존 감과 자아개념 형성에서는 ‘자아정체감’은 자아존

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 특징’에 한

청소년 개인의 올바른 인식이 ‘자아존 감’을 구성하는데 요하게 작용

한다고 제시하 다. 한 의생활 역에서는 세분화 항목 (d)자아존

감과 자아개념 형성이 12종 교과서 모두에서 나타났으며,식생활 역에

서는 3종 교과서에 나타났다.내용 시는 다음과 같다.

A교과서:개성과 멋을 조화시키는 의생활을 통해 청소년기의 정 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p.68

B교과서:옷차림을 통하여 나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때와 장소 상황을 고려한 옷차

림을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생략).

I교과서:식행동 장애가 계속되면 신체 손상은 물론 자아존 감 손상,우울증 같은

여러 가지 심리 부 응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p.59

L교과서:섭식 장애를 극복하기 해서는 먼 자아존 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자아이

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p.65

의생활 역에서는 의복을 포함한 신체 리행동이 청소년의 정 자

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의생활 역에서

의 신체 리행동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이상 신체이미지보다는 청소년

개인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었다. 한 식생활

역에서는 나타난 자아존 감과 신체 리행동의 계는 <그림Ⅱ-3>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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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낮은 자아존 감이

잘못된 신체이미지 리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며,신체이미지를 향상하

기 한 잘못된 신체이미지 리행동을 래하는 순환 계를 다시 한

번 시사한다.

세분화 항목 (e)이상 기 은 식생활 역에서는 교과서 3종,의생활

역에서는 교과서 5종에 나타났으며,아동․가족생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내용 시는 다음과 같다.

D교과서:하지만 최근에는 마른 체형이 이상 인 체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p.75

E교과서:이상 외모는 신체이미지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 하나이기도 하다.

-p.64

I교과서: 한 외모에 심이 많아지고,사회 반의 외모 지상주의 풍토로 체 감량

을 한 지나친 다이어트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p.57

L교과서:오늘날 외모를 시하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 분 기가 청소년에게

향을 미치면서...(생략).-p.65

의생활과 식생활 역 모두 최근의 사회 기 이 마른 체형을 선호하

고 있다고 서술하 으며,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 이상 기

에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세분화 항목 (f)사회․문화 요인은 식생활 역은 6종 교과서에서,

의생활 역은 9종 교과서에서,아동․가족생활 역은 14종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역 순서별 내용의 시는 다음과 같다.

G교과서:청소년기에는 자신의 몸에 심이 많아지고 친구나 매체의 향으로

다이어트에 심이 많아진다.-p.50

A교과서:청소년기에는 동조 행동으로 인해 래 친구들 사이의 유행을 무조건 따라

하거나 연 인의 옷차림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p.68

I교과서:부모보다 친구와 더 친 감을 보이거나 같은 집단의 아이들과 동질감을 느끼

려고 외모,스타일 등을 같게 하려는 동조 의식이 있다.-p.20

이윤정(2012)은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 형성에 한 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매체, 래집단,부모 교사 순으로 제시하 는데,교과서

의 세 개 역 모두 ‘래집단’의 향력과,‘ 매체’가 청소년들의 이

상 기 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 다.일부 교과서에는 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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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한다는 내용을 제시하 으며,일부 교과

서에서는 청소년의 가치 의 기 으로 교사가 모델로 작용한다고 제시하

으나 교사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청소년기에 신체이미지 형성에 한 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

래집단’과 ‘ 매체’가 나타났는데,주로 이 둘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내용 정도로 제시되었다.그러나 청소년기에 ‘래집단’과 ‘ 매체’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에 기 이 되는 개인의 이상 기 을 설정하

고,설정된 이상 기 에 한 신체 리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

문에,사회․문화 요인이 신체이미지의 이상 기 으로 형성되는 양

상에 한 보다 구체 인 내용이 추가되어,학습자들이 이에 한 비

시각을 기를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분화 항목 (g)합리 인 신체 리행동은 식생활,의생활 역 모두

12종 교과서에 나타났으며,아동․가족생활 역은 8종 교과서에서 나타

났다.식생활 역의 내용 시는 다음과 같다.

A교과서: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해서는 올바른 식생활 습 을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p.41

B교과서:청소년을 한 식생활 지침 -p.54

식생활 역에서는 세분화 항목 (g)합리 인 신체 리행동과 련하

여 청소년의 신체 성장 발달을 한 ‘식습 ’을 제시하 으며,구체

행동으로 ‘청소년을 한 식생활 지침’을 12종 모두 제시하고 있었다.이

와 같은 식생활 지침 내용은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외모 측면

뿐만 아니라 기능과 능력 측면에서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다.다음은 의생활 역의 내용 시이다.

C교과서:옷은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과 자신을 표 하는 기능이 있다.-p.80

D교과서:자신의 체형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나만의 개성

있는 이미지를 연출해 보자.-p.74

E교과서:옷차림은 상 방에게 의를 표 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때와,장소,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자신감을 향

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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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활 역에서는 세분화 항목 (g)합리 인 신체 리행동과 련하

여 ‘의복의 기원’ ‘의복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 구체 내용

으로 ‘유니버셜 의복’이 개인의 신체 손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

시하여 의생활 역이 신체이미지의 외모 측면에 이어 기능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운동복’,‘작업복’등과 같은 시를

통하여 신체이미지의 능력 측면도 향상할 수 있다고 제시하 다.이와

같은 내용은 의생활 역이 신체이미지의 외모,기능,능력 측면을 모

두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세분화 항목 (h)신체 리문제행동은 식생활 역은 교과

서 10종,의생활 역은 교과서 4종,아동․가족생활은 4종에서 나타났

다.식생활 역에서의 내용 시는 다음과 같다.

C교과서:특히 잘못된 다이어트,인스턴트식품의 선호,섭식 장애 등이 청소년기 식생

활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p.6

H교과서:외모에 한 지나친 심으로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체 과

섭식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p.55

세분화 항목 (h)신체 리 문제행동이 식생활 역에서 가장 높은 비

으로 나타났는데,식생활 역에서는 이상 신체 크기를 지향하는 청

소년들의 다양한 식생활 문제를 제시하 다.특히 잘못된 다이어트와

련하여 ‘섭식 장애’를 다룬 내용에서는 ‘거식증’,‘폭식증’등에 한 원인,

문제 ,해결 방법을 구체 으로 다루고 있었다.세분화 항목 (h)신체

리문제행동이 의생활 역에서 나타난 내용 시는 다음과 같다.

A교과서:요즘은 교복을 이거나 변형시켜 입는 경우가 있는데,교복을 단정하게 입

지 않으면 학교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주변 사람에게 거부감을 수 있

다.-p.64

L교과서:그러나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기 해 다른 사람에게 오감이나 피해를 주

거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p.95

의생활 역에서는 세분화 항목 (h)신체 리문제행동과 련하여,청

소년들의 실생활과 한 ‘교복 변형’에 련된 문제를 제시하 으며,

한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기 한 ‘신체 변형’문제를 제시하 다.‘신체

변형’은 외모 측면을 한 행동이 결국 신체의 기능 ,능력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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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을 가지고 온다는 에 기인하여 내용이 제시되었는데,나아가 개인

이 추구하는 외모 측면의 향상을 하여 건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때,청소년들의 외모와 건강에 한 상 계를 학습

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여겨진다.세분화 항목 (h)신체 리문제행동

이 아동․가족생활 역에 나타난 내용 시는 다음과 같다.

C교과서:외모에만 심을 쏟게 되면,학업 내면 성장을 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p.49

H교과서: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학업에 소홀해 질 수 있다.-p.44

아동․가족생활에서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를 청소년의 신체 발달의

외모 측면과 연 하여,이성교제의 단 으로 ‘외모에 한 지나친

심’이 ‘학업 지장’을 래한다고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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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험제공 형식으로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서 경험제공 형식으로 나타

난 양상을 보다 심층 으로 살펴보기 하여,교과서의 실제 내용을 청

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세분화 항목이 단일 으로 제시된 사례와

복합 으로 제시된 사례로 분석하 다.

세분화 항목 (a)신체이미지의 정의의 단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추후 복합 으로 나타났다.세분화 항목 (b)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이

식생활 역에서 나타난 내용 시는 다음과 같다.

B교과서:건강이란 무엇일까?-p.47

H교과서:나의 체질량 지수를 구하고 몸무게 상태 정하기 -p.56

식생활 역에서는 청소년의 양과 식사에 한 학습을 해 건강에

한 자신의 생각을 어보는 활동이 제공되었다.이를 통해 학습자는

건강에 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신체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는 식생활

학습이 가능하다. 한 교과서 6종에서 실제 체 을 측정하는 활동이 제

시되어,청소년들이 자신이 지각하는 체격과 실제 체격의 차이를 알고,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지향할 수 있는 기 를 제공하고 있었다.6종의 교

과서 B교과서는 실제 체 을 확인하는 활동에 이어,이상 인 체 이

되기 한 방법까지 제시하 다.이와 같은 활동은 신체이미지의 세분화

항목 (g)신체 리행동이 복합 으로 나타난 사례로,뒤에서 시를 통

해 다시 언 하려 한다.의생활 역에서는 단일 사례 1회가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교과서:내가 느끼는 나 -p.63

이와 같은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외모에 한 느낌에 향을 끼쳤던

요인을 찾아보는 경험을 통해,나 자신을 구성하는 신체이미지의 구성

요소에 한 개념을 탐구할 수 있다.그러나 ‘내가 느끼는 나’의 범 가

‘외모’라는 요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건강을 바탕으로 하는 신체이

미지의 능력 측면과 기능 측면까지 고찰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

다.아동․가족생활 역에서는 세분화 항목 (b)청소년기의 신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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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10종의 교과서에서 24개의 사례가 나타났으며,그 내용의 시는

다음과 같다.

C교과서:청소년기에 신체 변화는 왜 생기는 것일까?-p.10

D교과서: 학생이 된 후 나의 신체 변화 알아보기 -p.16

I교과서:내 친구는 키가 10센치미터나 더 컸다고 하는데 내 키는 더 자라지 않는다.

내 몸에 혹시 이상이라도 있는 것을 아닐까?-p.16

아동․가족생활 역의 이와 같은 활동은 청소년기의 신체 변화를 이

해하고,신체 변화가 래 친구들과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임을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 변화를 정 으로 받아들

이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세분화 항목 (c)신체이미지의 평가와 만족의 단일 사례는 식생활

역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의생활에서는 교과서 1종에서 나타났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G교과서:친구의 별명을 외모와 련지어 부른다면 친구의 신체이미지에 어떤 향을

끼치게 될까?-p.63

이와 같은 활동은 래집단의 평가를 통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가 부

정 이거나 정 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학습자는 이

를 통해 타인에 한 외모에 한 평가에 한 신 한 태도가 필요함을

학습할 수 있다.세분화 항목 (c)신체이미지의 평가와 만족의 단일 사례

는 아동․가족생활 역에서 7종의 교과서에서 13회가 나타났으며,그

내용의 시는 다음과 같다.

A교과서:나의 외모를 정 으로 평가해 보자.-p.10

B교과서:나를 정 인 으로 바라보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써 보자.-p.23

D교과서:자기 자랑 포스터 그리기 -p.22

아동․가족생활 역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을 정 으로 바라보고,

신체이미지를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험을 지속 으로 제공하고

있었다.주된 활동은 자신의 정 인 측면을 찾아내고,칭찬해주는 활동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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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항목 (d)자아존 감과 자아개념의 단일 사례는 식생활과 의생

활 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아동․가족생활 역에서는 10종의

교과서에서 30회가 나타났으며,그 내용의 시는 다음과 같다.

G교과서:건강한 자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p.25

J교과서:나의 자아정체감 수 은 어느 정도일까?-p.18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정 인 신체이미지 평가를 바탕으

로 건강한 자아 개념을 총체 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

다.

세분화 항목 (e)이상 기 은 세 역 모두 단일 사례가 아닌 복합

사례로 나타났다.

세분화 항목 (f)사회․문화 요소의 단일 사례는 식생활 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의생활 역에서는 교과서 4종에서 나타났다.그 내

용의 시는 다음과 같다.

I교과서:친구들이 입는 옷을 따라서 샀다가 후회한 경험이 있는가?-p.72

J교과서:주변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은 구인가?왜 그 게 생각하는가?-p.67

의생활 역에서는 세분화 항목 (f)사회․문화 요소로 래 집단의

향에 한 의복 구매와 착용에 한 학습자의 생활을 진단하는 경험을

제시하고 있었다.사회․문화 요소로 래 집단의 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매체의 향과 이상 기 의 형성 내용이 포함된 활동이 추가

되어,신체이미지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한 학습자의

비 사고력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아동․가족생활 역에서 세분화

항목 (f)사회․문화 요소는 의생활 역에서 나타난 내용과 유사하다.

B교과서:친구 평소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떠올리고 어떤 때문에 그

게 느 는지 설명해 보자 -p.15

세분화 항목 (g)합리 신체 리행동의 단일 사례는 교과서 12종의

식생활,의생활 역에서 모두 나타났다.그 내용의 시는 다음과 같다.

A교과서:나의 식생활 행동은?-p.42



- 56 -

B교과서:바람직한 식습 을 갖기 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여 써보자.-p.62

C교과서:청소년기에 건강한 식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p.62

식생활 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식생활 행동을 진단하고, 양

을 기 로 하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경험

을 제시하고 있었다.

B교과서: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인가?-p.68

E교과서:모둠 별로 자신이 즐겨 입는 옷과 소품들을 가져와 코디네이션하여 친구들과 비

교해 보고,그 결과를 어 보자.-p.70

G교과서:외모에 얾매이지 않는 건강한 신체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둠별

로 토론해 보자.-p.65

의생활 역에서는 다른 세분화 항목들이 부분 생각하기 정도의 경

험을 제시하는 것에 비하여,모둠 별 로젝트나 토론과 같은 활동이 추

가되었으며,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래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

로 보다 극 으로 학습자 개인의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의생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세분화 항목 (h)신체 리문제행동에 한 단일 사례는 5종의 교과서

에서 나타났으며,그 내용의 시는 다음과 같다.

C교과서:청소년기의 식생활 문제는 무엇일까?-p.62

J교과서:청소년이 주로 하는 다이어트 -p.53

J교과서:섭식 장애 자가 진단 -p.55

식생활에서의 세분화 항목 (g)합리 신체 리행동이 학습자 개인의

식생활을 진단하고,합리 식생활 방법을 모색하는 경험이었다면,세분

화 항목 (h)신체 리문제행동은 주로 청소년들의 식생활에서의 문제 행

동과 원인을 진단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세분화 항목 (h)신체

리문제행동은 의생활 역에서 4종의 교과서에서 나타났으며,그 내용의

시는 다음과 같다.

A교과서: 의 3명이 패션 콘테스트에서 탈락한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p.65

D교과서: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이힐을 신거나 스키니 진을 입는 사람들과

인터뷰하여 그 이유를 알아보자.-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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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교과서:학교에서의 용모 는 복장 규제에 하여 논의해 보자.-p.67

의생활 역에서는 신체이미지를 향상하기 한 신체 리행동이 사회

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청소년 개인의 몰개성화 건강 측면에

서의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었으며,학습자 개인이 생각하는 활동뿐만

아니라,주변인과의 인터뷰,토의 활동을 통해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아동․가족생활 역에서 세분화 항목

(h)신체 리문제행동는 단일 사례로 나타나지 않고,세분화 항목 (e)이

상 기 ,(f)사회․문화 요소와 함께 복합 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의 경험제공 형식이 복합 으

로 제시된 사례를 교과서의 알 벳 순서 로 살펴보았다.

A교과서의 아동․ 가족생활 역에서 세분화 항목 두 가지가 함께 다

룬 학생활동이 있었으며,내용 시는 <그림Ⅳ-3>와 같다. 친

(ㄱ)은 세분화 항목 (c)로,(ㄴ)은 세분화 항목 (a)로 구분되었다.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신체이미지에 한 구체 정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정 으로 향상할 수 있는 태도에 하여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림Ⅳ-3>A교과서에 나타난 경험제공의 복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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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과서의 식생활 역에서 세분화 항목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 학생

활동의 내용 시는 <그림Ⅳ-4>와 같다. 친 (ㄷ)은 세분화 항목

(b)로,(ㄹ)은 세분화 항목 (g)로 구분되었다.학생들은 (ㄷ)과 같은 활동

을 통해 자신의 실제 체격에 한 인식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며,사회

으로 이상화된 마른 몸과 체 이 아닌 자신의 체격에 합한 체 을 유

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D교과서의 식생활 역에서도 이

와 같은 형태의 학생 활동이 제시되었다.

<그림Ⅳ-4>B교과서에 나타난 경험제공의 복합 사례1

한 B교과서의 아동․가족생활 역에서 세분화 항목 세 가지가 함

께 나타난 학생활동의 내용 시는 <그림Ⅳ-5>와 같다.

친 (ㅁ)은 세분화 항목 (e)로,(ㅂ)은 세분화 항목 (f)로,(ㅅ)은

세분화 항목 (h)로 구분되었다.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

는 이상 인 신체이미지가 형성된 다양한 배경을 탐색하고, 매체와

래친구들의 향력에 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사회 반에 나타나는 외모 지상주의와 문제 에 해 생각

해 으로서 이상 신체를 추구하여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악할 수 있

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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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5>B교과서에 나타난 경험제공의 복합 사례2

C교과서의 아동․생활 역에서 세분화 항목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

학생활동의 내용 시는 <그림Ⅳ-6>와 같다.

친 (ㅇ)은 세분화 항목 (b)로,(ㅈ)은 세분화 항목 (f)로,(ㅊ)은

세분화 항목 (h)로 구분하 다.이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체격

과 체 의 실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래 로 제

시하 으며,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스스

로 이러한 신체이미지 왜곡 상이 왜 나타나는지와 이와 같은 신체이미

지 왜곡 상이 청소년 개인에게 미치는 신체 리문제행동과,나아가 사

회 문제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 활동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 형성 역이

빠져있는데,왜곡된 신체이미지가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에 한 내

용과 정 신체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자아개념 형성 방법이 포함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에 합한 학생 활

동의 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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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C교과서에 나타난 학생 활동

D교과서의 의생활 역에서 세분화 항목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 학생

활동의 내용 시는 <그림Ⅳ-7>와 같다. 친 (ㅍ)은 세분화 항목

(e)로,(ㅋ)은 세분화 항목 (g)로,(ㅌ)은 세분화 항목 (h)로 구분하 다.

같은 래인 태석이의 사례를 통해 학생들은 개인에게 이상 기 이 형

성되는 과정과,그에 따른 문제행동은 무엇인지,내가 만약 태석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행동에 어떻게 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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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7>D교과서에 나타난 경험제공의 복합 사례

E교과서의 의생활 역에서 세분화 항목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 학생

활동의 내용 시는 <그림Ⅳ-8>와 같다. 친 ㉠은 세분화 항목 (h)

로,㉡은 세분화 항목 (e)로,㉢은 세분화 항목 (g)로 구분하 다.이 활

동에서는 신체이미지와 련된 내용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

나,신체이미지와 련하여 사회․문화 요인을 학생 스스로 유추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 개인의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고등사고능력을 길러 수 있으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까지 탐색하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 다.

<그림Ⅳ-8>E교과서에 나타난 경험제공의 복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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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향상을 한 가정과 교육의

통합 교육 방향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에 기반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가

정과 교과서의 식생활,의생활,아동․가족생활 역에 해당하는 단원을

분석한 결과,이들 각 역에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 세분화

항목이 모두 나타났다.그러나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 세분화

항목이 각 역에서 나타난 양상은 빈도와 비 에서 차이가 존재하 으

며,개별 교과서 역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의 요도를 달리

하여 다루고 있었다.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의 범주화 세분

화 항목이 교과서에 나타난 연구 결과에 따라,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

성 모형이 나타난 양상은 <그림Ⅳ-9>와 같다.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은, 향요인을 통해 형성된 신체이미지

가 자아개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형성된 신체이미지를 리하

기 한 행동 측면으로 이원화되어 나타난다고 여겨진다.이와 같이

이원화 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은 식생활,의생활,아동․가족

생활 세 역 모두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다루고는 있으나,각 역

개별 교과서에 따라 신체이미지의 부분 개념만을 제시하거나,한 역

에서만 제시하 기 때문에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

습자가 사회․문화 향으로 인한 개인의 신체 인지 행동 양상을

총체 으로 악하기가 어렵다.따라서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바람직하게 형성되기

한가정과교육에서청소년의신체이미지교육의통합 이필요하다.

<그림Ⅳ-9>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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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 교육과정

구성 내용
2009개정교육과정 본 연구의 제안

성격

‘가정생활’ 역에서는 학습자가

가정생활을 통하여 하는 다양한

상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경험을 통하여 당면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

를 갖추게 함으로써 자립 인 삶

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을

둔다.최근 가정과 사회의 상호의

존성이 강조되면서...( 략)...학습자

에게 심리 안정과 인성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정생활’ 역에서는 학습자가

가정생활을 통하여 하는 다양한

상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 자아개념을 형

성하고,학습자의 경험을 통하여

당면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과 태도를 갖추게 함으로써 자립

인 삶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을 둔다.최근 가정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면서...( 략)...

정 으로 자아개념을 형성하

고,자신을 표 하는 과정을 통

해 학습자에게 심리 안정과 인

성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

다.

핵심역량

기반재구

조화

핵심 역량과의

계

‘가정생활’ 역의 핵심 역량은 국

가․사회 요구를 반 한 학습자

가 자기 리능력,실천 문제해결

능력,창의력,진로개발능력,의사

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가정생활’ 역의 하 역 (A)

의 핵심 역량은 국가․사회 요

구를 반 한 학습자가 자기 리

능력,실천 문제해결능력,창의

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한 12종 교과서의 종합 분석 결과(본문,p.35)를 보면,청소년의 신

체이미지 형성 모형의 교육 내용 요소가 식생활,의생활,아동․가족생활

역에서 모두 나타났기 때문에,모형을 단일화하여 하나의 역으로 구

성이 가능하다.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을 하나의 역으로 구성

하기 한 으로 2009개정교육과정 나타난 핵심역량에 기 하 으

며,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10가지 핵심역량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을 통하여,학습자가 자기 리능력,문제해결능력,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이에 따라 분석된 결과를 최유 외(2010)의 재구조화

방안 <표Ⅱ-2>에 따라 2009개정 교육과정 체계에 용하여,[가정]

역에서 하나의 하 역(A)로 <표Ⅳ-4>와 같이 제안하 다.

<표Ⅳ-4>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가정 역에서의 통합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과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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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목표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 생활 능력을 함양하

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개인 가족 구

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

다.

나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으

며, 바람직하고 건강한 방법을

통해 나를 표 할 수 있다. 한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 필요

한 기 생활 능력을 함양하여 가

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

하고 건강한 개인 가족 구성원

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

역 내용 A

역 교수․

학습 방법

학교 1～3학년군 ‘가정생활’역

에서 개인과 가정생활의 실천

문제해결과 련된 교수․학습 방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등의

질문으로 행동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에서 시작하여,문제가 일어난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지식,

기능,가치 단력 등을 통합 으

로 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특히,학습자가

안 탐색의 과정을 거쳐 실천한 행

동이 자신과 타인 사회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해 으로써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와 련된 의

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좌동

역 평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습

자의 학업 능력을 타당하고 신뢰

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목

표의 성취를 심으로 하되,학년

군 역별,학습내용별로 교육과정

에 제시된 성취기 의 성취를 심으

로 평가 계획을 설정하도록 한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성취기 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 평가하되,지

역,정의 역,기능

역의 모든 역이 균형 있게 평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좌동

주.1:청소년의신체이미지교육내용 이포함된내용을‘기울임’과‘진하게’로표기함.

2009개정교육과정에서표<Ⅱ-5>의 환경(시설․설비)이제시되지않아,이를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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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개정교육과정 본 연구의 제안

단원명 단원명 핵심역량 주요 내용

Ⅰ.청소년의 이해

1.청소년의 발달

2.청소년의 성과 친구 계

Ⅱ.청소년의 생활

1.건강한 식생활과 식사구성

2.옷차림과 자기표

3.주거와 거주 환경

Ⅰ.건강한 자아를

한 나의 생활

자기 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Ⅰ-1.

자아개념과 자아존 감

Ⅰ-2.

청소년의 발달과 신체

이미지

Ⅰ-3.

사회․문화 이상과

나의 이미지

Ⅰ-4.

건강한 자기 리

Ⅰ-5.

창의 인 자기 표

주: 친 내용은 <표Ⅲ-3>에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분석 단원으로 설정한 단원임.

<표Ⅳ-4>를 통해 교육과정 체계에서 제시된 역 내용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이 교과서의 식생활,의생활,아동․가족생활 역

에서 다 지고 있는 분석 결과 실 인 가정교과서의 분량과 시수를

고려하여 통합 으로 제안하려 하 다.

교과서 분석 결과에서는 아동․가족생활은 형성요인으로 래집단,

매체의 향 순서로,식생활 의생활은 매체를 비롯한 문화

향, 래집의 향이란 순서로 비 은 다르지만 세 역 모두 공통으

로 다루고 있었다.이와 같은 형성요인이 자아존 감으로,다시 자아개념

을 형성한다는 과정은 자기에 한 인지와 사고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아

동․가족생활 역에서 비 있게 근할 수 있으며,자아존 감을 향상

하기 한 신체를 리하는 행동이라는 측면은 식생활과 의생활 역에

서 공 내용의 특성을 바탕으로 심화 역시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 세부화 항목에 따라 <표Ⅳ-4>의

역 A의 내용을 제시한 내용은 <표Ⅳ-5>와 같다.

<표Ⅳ-5>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역 A의 내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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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핵심

역량을 심으로 반 한 시를 제안하 으며,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

성 모형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의 역을 통합 으로 구체화하 다.이

와 같은 통합 단원을 바탕으로 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에 한 주체

시각을 가지고, 정 인 자아를 형성하며,청소년기 성장 발달을 해치지

않는 건강한 식생활 창의 인 의생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이를 해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모형의 각 요소는 하나의

을 통해 서로 연 되고 통합된 을 제시해야 하며,이를 교육하

는 가정과 교사가 명확하게 인식하여,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와 자아에

한 총체 시각을 기를 수 있는 신체이미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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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가정과 교육에 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을 마련하고,이를 토 로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 역에서 나

타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내용을 분석하여,청소년의 자아개념을 향상

하기 한 가정과 교육에서 통합 신체이미지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이에 문헌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을 마

련하 으며,마련된 형성 모형을 바탕으로 학교 7～9학년을 상으로

하는 2009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과 교과서 12종의 가정 역에서 식

생활,의생활,아동․가족생활 역에 해당하는 단원에 나타난 신체이미

지 내용을 다시 교과서의 정보제공과 경험제공 형식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 다.분석된 내용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핵심역량을 심으

로 하여 통합 인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단원을 제안하 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 은 다음과 같다.

첫째,교과서에 나타난 신체이미지 내용을 분석하기 하여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을 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 형성,신체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신체 리행동으

로 범주화 하 으며,범주화된 항목은 각각 신체이미지의 정의,신체이미

지의 구성요소,자아존 감 형성,자아개념 형성,이상 기 ,사회․문

화 요인,합리 신체 리행동,신체 리 문제행동 등 8가지로 세분화

하 다.

둘째,범주화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을 통해,2009개정 교

육과정에서 출 된 7～9학년 상의 12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청소년

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서 정보제공 형식으로 제시된 내용

을 살펴보면,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아동․가족생활 역

69%,식생활 역 27%,의생활 역 4%로 나타났으며,신체이미지와 자

아개념 형성은 아동․가족생활 역 55%,의생활 역 30%,식생활

역 15%로 나타났으며,신체이미지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



- 68 -

동․가족생활 역 38%,의생활 역 38%,식생활 역 24%로 나타났

으며,신체 리행동은 의생활 역 46%,식생활 역 40%,아동․가족

생활 역 14%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서 경험제공 형식으로 제시

된 내용을 살펴보면,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아동․가족생활

역 76%,식생활 역 21%,의생활 역 3%로 나타났으며,신체이미지

와 자아개념 형성은 아동․가족생활 역 98%,의생활 역 2% 로 나

타났으며,신체이미지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가족생활

역 45%,의생활 역 45%,식생활 역 10%로 나타났으며,신체 리

행동은 식생활 역 49%,의생활 역 44%,아동․가족생활 역 7%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의 정 평가 자아개념 형성은 아동․가족생활 역에

서,신체이미지의 향상을 한 행동과 방법은 주로 식생활과 의생활

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즉,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이 아동․가족생활 역과 의․식생활 역으로 이분화되어 교과서

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의 범주화 내

용이 교과서에서 정보제공 형식과 경험제공 형식으로 나타난 양상 한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12종의 교과서를 종합하여 분석하 을 때,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형의 세분화 항목 8가지가 모두 나타났다.그러나 개별 교과서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세분화 항목 8가지가 모두 포함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

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기 한 내용을

교과서가 갖추고는 있으나,출 교과서나 역에 따라 그 내용이 부분

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따라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 모

형이 통합 으로 구성된 단원이 필요하며,통합 으로 구성하기 한

이 필요하다.

셋째,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의 통합 을 제안하기 하

여 2009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심으로,가정과 교육의 통합

교육 단원을 제안하 다.우선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구성에 따라 내용

을 마련하고,이 후 연구에서 분석된 세분화 항목이 포함된 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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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제안된 통합 단원을 지도하기 해서는 청소년의 신체이미

지 교육 모형의 요소들의 긴 한 상 성에 한 가정과 교사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기 한 역으로 식생활,의

생활,아동․가족생활 역을 선정하여 내용을 분석하고,단원을 제안하

다.즉,가정과 교육의 역 주생활 소비생활 역에 한 신체

이미지 교육 내용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따라서

제안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단원은 주생활 소비생활 역이 추

가로 분석될 수 있다는 을 고려했을 때,내용의 수정 추가가 이루

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과 한계를 바탕으로 가정과 교육에서 청소년의 신체이

미지를 향상하기 한 후속 연구에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신체이미지가 청소년기가 신체 성장과 성 성숙이 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에 미루어, 학교 7～9학년의 기술․가정 교과서를 연

구 상으로 하 으나,신체이미지는 개인의 삶에서 연속 으로 형성되

고 변화하는 개념이기에 청소년기 이 의 아동기에 해당하는 실과 교육

에서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한 가정과 교육에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향상을 한 핵심역량으로 자기 리능력,문제해결능력,창의력을 선정하

으나,이는 실과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핵심역량이기에 실과 교육

가정과 교육에서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에 한 분석을 통해 계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계 체계를 바탕으로 학령기에 합

한 내용을 선정되면,학령기 별로 합한 교수․학습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최근 가정과 교육에서도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하여 주

제통합연구,STEAM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청소년의 신체이미

지를 형성하기 하여 이와 같은 추가 방법으로의 통합 근도 가능

할 것이다.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기 한 통합 로그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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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기 하여 지 까지 개발된 유아,아동,청소년, 학생,성인을 상

으로 하는 신체이미지 형성 로그램에 한 메타 연구도 필요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분석

을 바탕으로 한 로그램 개발된 후에는 이를 장에 용한 로그램

검증을 필요하며, 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의 변화와 신

체이미지가 정 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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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건강:신체 ․정신 ․사회 으로 양호한 상태로서 신체의 질병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 ․사회 으로도 쾌 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

p.40

(c)특히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고,우울증

이나 인격 장애 등의 정서 인 문제와 당뇨,고 압과 같은 신체 질환을

일으키는 지름길이 된다.-p.53

(c)섭식 장애를 방하려면 자신에 해 정 으로 생각하는 것이

요하며,섭식 장애가 발생하면 문 인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한다.-

p.54

(f)청소년들은 학습 부담이나 외모에 한 심, 매체의 향 등으

로 인해 부 한 식생활을 하기 쉽다.-p.41

(g)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해서는 올바른 식생활 습 을 형

성하는 것이 요하다.-p.41

(g)건강한 식생활은 올바른 식사 구성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p.

49

(g)청소년기에는 바르고 건강한 식생활을 해서 ‘제때에,골고루,알맞

게,즐겁게’식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p.54

경험

제공

(h)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등교하 는가?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p.40

(g)나의 식생활 행동은?-p.42

(h)두 친구의 증상을 보고,식생활의 문제 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p.43

(g)다음 일기를 보고,오늘 하루 동안 나의 식사 구성은 어땠는지 생각

해 보자.-p.49

(g)나의 식사 검해 보기 -p.56

의

생

활

정보

제공

(d)개성과 멋을 조화시키는 의생활을 통해 청소년기의 정 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p.68

(f)청소년기에는 동조 행동으로 인해 래 친구들 사이의 유행을 무조

건 따라하거나 연 인의 옷차림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쉽게 나타난다.

-p.68

(g)인간은 험한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자신을 아름답게 치

장하며 심리 안정감을 얻으려고 의복을 착용하기 시작하 다.-p.60

(g)우리는 때와 장소,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함으로써 개인 ,사회 으

로 바람직한 의생활을 할 수 있다.-p.62

(h)요즘은 교복을 이거나 변형시켜 입는 경우가 있는데,교복을 단정

하게 입지 않으면 학교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주변 사람에게 거부감을

<부록>청소년의 신체이미지 교육 내용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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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p.64

(g)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코디네이션으로 조화로운 옷차림을 하도록 한

다.-p.65

(g)나의 패션 이미지는 무엇?지 은 이미지 메이킹 시 !-p.68

경험

제공

(g)의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p.60

(g)교복의 하루 -p.64

(h) 의 3명이 패션 콘테스트에서 탈락한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

자.진정한 패셔니스타(패션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p.65

(g)나도 패션 코디네이터!-p.69

아

동

‧

가

족

생

활

정보

제공

(b)성장 등은 키와 몸무게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을 말한다.-p.8

(b)이처럼 성호르몬의 분비량 증가로 인해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는 남

성과 여성의 신체 특징을 2차 성징이라고 한다.-p.9

(b)청소년들을 보면 나이가 같아도 키와 몸무게 등에 많은 차이가 있으

며,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 한 개인에 따라 다르다.-p.10

(d)이 시기의 신체 변화는 청소년들로 하여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큰

심을 갖게 하며,자아개념 형성과 친구 계에도 향을 미친다.

-p.9

(d)자아존 감이란 자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해 스스로 갖고 있는

평가 신념을 말하며,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도에 따

라 자아존 감은 높거나 낮게 나타난다.-p.16

(d)청소년기는 신체 변화와 사회 역할의 변화로 스스로에 해 혼

란을 느끼기 쉬운 시기로,올바른 자아 정체성 형성이 무엇보다 요하

다.-p.18

(d)청소년은 남녀가 각기 지닌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자신의 신체

성숙에 해 올바른 자존감을 갖는다.-p.29

(f)이러한특성으로청소년기의친구 계에서는동조행동이나타난다.-p.32

(g)얼굴에 자꾸만 여드름이 나서 신경이 많이 쓰여요.여드름의 원인과

여드름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p.15

경험

제공

(b)청소년기가 되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p.8

(a)자신의 신체에 해 가지는 생각과 느낌,태도 등을 신체상(body

image)이라 한다.-p.10

(b)자료를 보고,여학생과 남학생이 성에 해 고민하는 문제는 어떻게

다른지 어 보자.-p.27

(c) 정 인 신체상을 갖는 청소년은 심리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므로

자신의 신체상을 바람직하게 맞추어 놓는 일은 매우 요하다.-p.10

(c)나의 외모를 정 으로 평가해 보자 -p.10

(d)어떤 요소들로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p.16

(d)나의 자아존 감은 어느 정도일까?-p.17

(d)나에 해 알아보기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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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정보

제공

(b)건강이란 신체 으로 질병이 없고 정 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사회 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고 원만하게 생활하는 상태

를 의미한다.-p.47

(g)청소년을 한 식생활 지침 -p.54

(h)나쁜 다이어트,좋은 다이어트 -p.55

(g)일상 속 뱃살 빼는 Tip-p.55

(g)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양소를 갖추고 있는 식품은 없으므로 여러

가지 음식을 당한 양으로 균형 있게 섭취함으로써 좋은 양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p.56

(h)청소년기에는 바쁜 학교생활로 끼니를 제때에 먹지 못하거나 외모에

지나치게 심을 가져 의도 으로 식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p.60

(h)식행동 장애 -p.61

(g)바람직한 식습 을 가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p.62

경험

제공

(b)건강이란 무엇일까?-p.47

(b) 검한 나의 체 상태와 실제로 확인한 결과는 일치하는가?

-p.60

(g)다음 질문을 읽고,‘,가끔,아니오’ 자신의 답을 체크하며 평소

식생활을 검해 보고,앞으로 나의 식생활 다짐을 어 보자.-p.53

(h)다음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식사는 무엇이며 그 게 생각하는

이유는?-p.56

(g)나의 하루 식사 검해 보기 -p.59

(g)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이상 인 체 이 될지 생각해 보자.

-p.60

(g)바람직한 식습 을 갖기 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여 써보

자.-p.62

(g)청소년 다이어트 성공 비결은 ‘건강 다이어트법’-p.63

의

생

활

정보

제공

(d)옷차림을 통하여 나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때와 장소 상황을 고려

한 옷차림을 하여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

은 인상을 주어 사회 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의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자.

-p.70

(f)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옷차림을 모방하기도 하고,주

의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음으로써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려고 한

다.-p.65

(g)의복은 몸은 감싸주고 추 나 더 로부터 지켜 주는 역할뿐만 아니

라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가치 ,직업 등을 표 해 다.-p.

65

(g)디자인의 요소를 생각하여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도록 한다.

-p.66

(g)나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알아볼까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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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스티 잡스가 입으면 패션도 ‘략’-p.73

경험

제공

(g)나의 체형과 얼굴형의 특징을 알아보고,선과 색채 재질을 활용

하여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구상하고 디자인해 보자.-p.68

(g)개성 있는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일까?-p.68

(g)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인가?-p.68

아

동

‧

가

족

생

활

정보

제공

(b)청소년기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여 격히 키가 크고 몸

무게가 증가하는데,이를 성장 등이라고 한다.-p.13

(b)청소년기가 되면 키가 크고 몸무게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

별에 따라 신체 차이가 두드러지게 된다.-p.14

(b)그러나 성장 등과 마찬가지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와 속도도

유 이나 양 상태,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난다.-p.15

(c)청소년기에 타인의 신체 변화와 개인의 변화 차이 정도를 비교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p.15

(d)자신의 치와 역할,신체 특성,능력,욕구 등에 해 보다 잘 알게

되며,자신의 참 모습을 깨달아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p.23

(f) 래에 소속되어 옷이나 머리 모양,말투,행동 등을 서로 비슷하게

하면서 소속감을 느낀다.-p.19

(f)이 시기의 친구는 신체 ․ 인지 ․ 사회 변화에 요한 지지자

가 되며,‘친구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칠까?’하고 생각한다.-p.35

(g)키 키는 방법 -p.14

(g)균형 잡힌 양섭취,규칙 인 운동,즐거운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

지하는 한편,자신과 친구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 으로 받아

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p.15

경험

제공

(b) 학생이 된 나에게 일어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알아보자.-p.12

(c)나를 정 인 으로 바라보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써 보

자.-p.23

(d)다음 그림의 가운데에 나의 별명을 고,그 게 별명을 지은 이유

를 써 보자.-p.24

(d) 정 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한 방법은 무엇인가?-p.24

(e)내가 생각하는 이상 인 외모는?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p.15

(f)신체 부 를 언 한 유행어에는 무엇이 있을까?그러한 용어가 유행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p.15

(f)친구 평소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떠올리고 어떤 때문

에 그 게 느 는지 설명해 보자.-p.15

(h)외모 지상주의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은 무엇인가?-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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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과서

식

생

활

정보

제공

(b)청소년기에는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고 신체 기능을 조 하기 하여

열량과 양소 필요량이 증가한다.-p.63

(f)청소년의 식사 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 -p.64

(h)특히 잘못된 다이어트,인스턴트식품의 선호,섭식 장애 등이 청소년

기 식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p.66

(h)그러므로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여 양 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p.69

(g)청소년을 한 식사 지침의 실천-p.76

경험

제공

(b)키와 몸무게로 나의 건강 상태 확인해 보기 -p.67

(g)청소년기에 건강한 식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p.62

(h)청소년기의 식생활 문제는 무엇일까?-p.62

(h)아침을 못 먹고 등교한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p.65

(g)나의 식생활 행동 진단해 보기 -p.68

(h)청소년의 식생활 문제 -p.111

의

생

활

정보

제공

(d)청소년기는 격한 성장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외모에

한 심과 더불어 의복에 한 심도 증가하게 된다.청소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정 자아정체감이 형성된다.-p.83

(g)인류는 왜 옷을 입었을까?-p.79

(g)옷은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과 자신을 표 하는 기능이 있다.

-p.80

(g)이럴 땐 어떤 옷이 좋을까요.-p.81

(g)때와 장소,상황에 맞는 옷을 선택하면 활동하기에 편하며 의를

지킨 옷차림이 될 수 있다.-p.84

(g)나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은 나의 체형,얼굴형,피부색 등에 어울리고

옷의 모양이나 색,재질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p.86

경험

제공

(g)유미가 결혼식에서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었을까?-p.78

(g)청소년기에 의생활 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p.83

(g)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 연출하기 -p.89

아

동

‧

가

족

생

활

정보

제공

(b)청소년기에는 키와 몸무게가 격하게 증가하는 성장 등 상이

나타난다.-p.14

(b)청소년기가 되면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남성 는 여성으로

서의 신체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을 2차 성징이라고 한다.

-p.13

(b)이와 같이 성장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성장의 개인차라고

한다.-p.14

(b)즉 성은 신체 인 측면과 심리 인 측면에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와 태도에 따라 성 행동을 하는 인간,그 자체를 의미한

다.-p.38

(d)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올바르게 확립하면,청소년은 자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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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으로 인식하는 자아존 감을 가지게 되므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

히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계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p.19

(d) 도 할 수 있을까요?-p.19

(c)이 시기의 청소년은 성 성숙에 한 기 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갖

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정 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p.31

(f)청소년기의 잘못된 동조 -p.28

(f)성의 상품화는 신문,잡지 등의 인쇄 매체와 텔 비 등의 상 매

체,그리고 인터넷,게임,음성 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

다.이로 말미암아 남녀가 서로 존 하는 태도를 잃게 되고 외모만 시

하는 풍조가 생기며,좀 더 자극 인 음란물을 찾게 되는 등,그 부작용

이 매우 심각하다.-p.41

(h)외모에만 심을 쏟게 되면,학업 내면 성장을 한 노력을 게

을리하게 된다.-p.49

경험

제공

(b)청소년기에 신체 변화는 왜 생기는 것일까?-p.10

(b)친구들과 발달 속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p.10

(b)나의 성장 등 시기는?-p.12

(b)내 몸의 변화를 알아보자.-p.13

(b)정상 체 인 청소년이 자신을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p.16

(d) 정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왜 요할까?-p.19

(d)자아존 감 가지기 -p.20

(f)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 상이 심각하다.왜 이러한 상이 나타

나는지 그 이유를 어 보자.-p.16

(f)남녀의 특징은 무엇일까?-p.55

(g)내 키가 좀 더 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p.11

(g)키 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p.15

(h) 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할 경우 어떤 문제 이 발생하

는지 어보자.-p.16

(h)신체이미지 왜곡이 심각해질 경우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지 생각해 보자.-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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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생

활

정보

제공

(b)건강이란 질병이나 신체의 결함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

동이 정상 이고 자신감이 넘치며,사회 으로 잘 응하여 다른 사람과

어울려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p.49

(c)청소년기에 비만하게 되면 외모에 열등감이 생기고,놀림이나 따돌

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 우울,불안 등의 심리 장애가 생기기 쉽다.

-p.54

(f)많은 여학생들이 정상 체 임에도 불구하고 연 인을 보면서 심하게

마른 체형을 원하여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생략).

-p.54

(g)청소년의 식생활 문제 -p.51-54

(g)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습 은 성장과 직결되며 일생 동안 성장을 유

지하는 데 기 가 된다.-p.65

(g)청소년기 식생활 지침 -p.66

경험

제공

(b)자신이 생각한 체질량 지수와 알아본 비만의 정도가 일치하는가?

-p.53

(h)매일 동 이와 같은 식사를 한다면 건강은 어떻게 될까?-p.48

(h)자가 진단표를 이용한 식습 평가 -p.50

(h)나는 일주일에 아침 식사를 몇 번이나 하는가?결식을 하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p.51

(g)결식의 이유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고,간단하면서도 나에게 맞는

아침 메뉴를 찾아보자.-p.51

(g)정상 체 을 유지하기 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

자.-p.53

(h)무리하게 체 을 감량해 본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때의 증상과 문제 에 하여 이야기해 보자.-p.54

(g)나의 식생활 검하기 -p.68

의

생

활

정보

제공

(c)옷차림에 한 정 인 평가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반면,

부정 인 평가는 불만과 열등감을 갖게 한다.-p.72

(d)특히 자아가 형성되고 개성을 요시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한

옷차림을 하여 정 인 자기이미지를 형성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표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p.72

(f)청소년기에는 래 집단의 옷차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동

조하여 비슷한 옷을 입을 경우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p.73

(e)하지만 최근에는 마른 체형이 이상 인 체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p.75

(g)짧은 시간에 사람을 단해야 하는 복잡한 사회에서는 옷차림

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표 하고 달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요성이 더욱 커졌다.-p.71

(g)자신의 체형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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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성 있는 이미지를 연출해 보자.-p.74

(g)때와 장소,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타인에 한 의이다.-p.78

경험

제공

(e)태석이가 생각하는 이상 인 외모는 어떤 것일까?태석이가 그 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자.-p.72

(f) 사례의 10 남학생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 하여 토의해 보자.

사례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 하여 토의해 보자.본인의 개

성 있는 옷차림에 한 생각에 하여 토의해 보자.-p.73

(g)나의 경우에 민희와 같은 고민을 한 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민희

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p.70

(g)내가 태석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p.72

(h)태석이처럼 계속 행동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p.72

(g)모둠별로 선택한 옷차림에 하여 그 이유를 발표해 보자.-p.79

(g)하나의 상황을 설정한 후,그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생각해 보자.

-p.80

(h)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이힐을 신거나 스키니 진을 입

는 사람들과 인터뷰하여 그 이유를 알아보자.하이힐이나 스키니 진에

한 생각에 하여 이야기해 보자.-p.80

(g)하나의 상황을 설정한 후,그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생각해 보자.-

p.80

(g)다음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올바른 옷차림’에 한 답을 짧은 로

지어 보자.-p.87

아

동

‧

가

족

생

활

정보

제공

(b)청소년기가 되면 키와 몸무게가 격하게 성장한다.-p.13

(b)생식기 이외에 크게 신체 차이가 없던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

가 되면 남녀의 신체 차이가 뚜렷해지는데,이를 제2차 성징이라고 한

다.-p.17

(c)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 ,심리 변화를 경험하면

서...( 략)..자신에 해서 부정 인 생각을 하기도 한다.-p.22

(d)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을 건 하게 발달시켜 자신을 일 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p.24

(c)팔다리가 없는 행복 도사,닉 부이치치 -p.24

(f)청소년기에는 신체 ․심리 ․ 성 변화를 함께 겪게 되는데,친구

계는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다.-p.38

(g)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 -p.16

이성에 한 심이 지나치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때로는 학

습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p.39

경험

제공

(b)청소년인 나의 몸과 마음에 생긴 변화에 하여 나는 어떻게 생각하

는지 말해 보자.-p.12

(b)사춘기의 비 -p.14

(b) 학생이 된 후 나의 신체 변화 알아보기 -p.16

(b)남녀의 성에 한 심의 차이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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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소 한 나의 몸에게 편지 쓰기 -p.17

(c)자기 자랑 포스터 그리기 -p.22

(d)나의 자아존 감은 어느 정도인지 다음의 목록에 수를 매겨 보자.

-p.23

(d) 정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 찾기 -p.24

(c)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이고,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

가?내 기 로 순 를 매겨 보자.-p.25

(d)나는 구일까?-p.26

(c)칭찬하기 게임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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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b)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신체가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정신 ,사회 으로도 조화를 이룬 양호한 상태를 말한다.-p.45

(h)오늘날 청소년들의 불규칙한 식사,고열량 간식 섭취,인스턴트식품

선호 등 잘못된 식습 과 다이어트,스트 스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식

생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p.52

(g)청소년을 한 식생활 지침 -p.55

경험

제공

(b)나의 표 몸무게를 구하여 비만도를 측정해 보자.-p.53

(c)지우의 문제에 향을 주는 사회 ․ 문화 요인,개인의 가치는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p.54

(g)다음 그림을 보며 나의 식생활을 검해 보고,건강한 식생활을

한 실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p.44

(h)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리상의 문제 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

자.-p.45

(g)자신의 식생활을 검해 보고,건강한 생활을 한 계획을 세워 보

자.-p.45

(g)신문이나 인터넷에서 건강과 양 련 기사를 찾아보고,건강한 식

생활에 한 의견을 나 어 보자.-p.46

(g)최근 일주일간 아침 식사를 한 횟수를 모둠별로 조사해 보고,아침

식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p.52

(g)정상 몸무게를 유지하기 한 방법을 어보자 -p.53

(h)지우가 처한 상황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p.54

(g)정상 체 을 유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토의해보자.-p.54

(g)나의 식습 을 평가해 보자.-p.56

(g)식사 일기를 작성하여 자신의 식습 문제 을 악해 보고,개선

을 찾아보자.-p.61

(g)‘청소년의 양과 건강’을 주제로 한 마인드맵을 그려 보고,다음 활

동을 해 보자.-p.63

의

생

활

정보

제공

(c)올바른 옷차림은 자신의 외모와 신체 특성에 해 정 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자신감을 주지만,잘못된 옷차림은 행동에 불편을 주고 건

강에 해를 끼치거나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등 부정 인 향을 끼친다.

-p.65

(d)청소년기에는 정 체 을 유지하고,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옷차림

을 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65

(f)그러나 청소년들은 외모와 신체에 해 정 으로 생각하기보다,다

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가지거나 신체 특성을 왜곡되게 인식하기

도 한다.-p.65

(g)옷차림은 입는 사람의 개성이나 기분,가치 등을 표 해 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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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g)옷을 입을 때에는 자신의 체형과 얼굴형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

는 색상,무늬,디자인 등을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p.66

(g)옷차림은 상 방에게 의를 표 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때와,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자신

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p.71

경험

제공

(g)다음 사례를 통해 개성과 멋을 살린 바림직한 옷차림에 해 생각해

보고,자신을 표 해 보자.-p.64

(g)내가 자주 입는 옷들을 의복 디자인 요소에 따라 분석해 보고,느낀

을 어보자.-p.67

(g)나의 신체 특징을 고려하여 나에게 어울리는 의복 디자인 요소와 원

리를 용해 보자.-p.68

(g)모둠 별로 자신이 즐겨 입는 옷과 소품들을 가져와 코디네이션하여

친구들과 비교해 보고,그 결과를 어 보자.-p.70

(g)다음은 옷차림과 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사례이다.어떤 옷차림을

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 어 보자.-p.81

(g)나의 역할과 체형에 어울리는 옷차림,상황에 맞는 옷차림 등의 내

용을 주제로 포트폴리오북을 만들어 발표해 보자.-p.83

아

동

‧

가

족

생

활

정보

제공

(b)이 게 키와 몸무게가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성장 등 상이라

한다.-p.11

(b)청소년기가 되면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신체 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이러한 상을 2차 성징이라고 한다.

-p.14

(c)자신에 몸에 나타나는 변화에 해 미리 알아 두어,낯설어 하지 말

고 정 으로 받아들이며 잘 처하도록 한다.-p.12

(d)자아정체감의 형성은 격한 신체 변화와 성 인 성숙으로 자아의식

이 강해지는 청소년기에 특히 요하다.-p.15

(f) 래 친구는 거 집단의 역할을 하며,성숙한 인간 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p.33

경험

제공

(b)다음의 노래 가사를 읽고,청소년인 나의 몸과 마음에는 어떠한 변

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p.10

(b)자신에게 나타난 신체 변화에 표시하여 모둠별로 비교해 보고,신체

변화의 시기가 바르거나 늦은 항목에 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

자.-p.12

(b)슬비와 승경이의 성정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기의 발달에 해 알아

보자.-p.21

(b)나의 사춘기 검사를 해 보고,사춘기 선언문을 만들어 보자.-p.22

(d)나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 생각해 보고,다음 물음에 답해 보

자.-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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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교과서

식

생

활

정보

제공

(c)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이나 체 에 지나치게 집착

하고,이를 자기 평가와 연결하여 생각한다.-p.48

(d)이를 방하기 해서는 자신을 존 하는 자세와 정 인 신체이미

지를 가지고 올바른 식습 을 생활화 해야 한다.-p.43

(g)따라서 양 요구량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올바른 식습 을 형성하여

정상 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식생활을 리해야 한다.-p.41

(h)청소년기의 식생활 문제 -p.41

(g)올바른 다이어트 방법 -p.43

(g)청소년을 한 식생활 지침 -p.50

경험

제공

(g)건강한 식생활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p.40

(g)나는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을까?-p.52-53

(g)청소년 건강 식생활 신문 -p.54-55

의

생

활

정보

제공

(d)개성을 표 하고 멋스러운 옷차림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정 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p.57

(g)디자인 요소에는 선,색채,재질,무늬 등이 있는데,이를 히 활

용하면 자기 체형의 단 은 보완하고 장 은 최 한 살리는 조화로운

옷차림을 할 수 있다.-p.58

(g)때와 장소,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활동을 하는 데 편할 뿐만 아니라

상 방에 한 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개인 ․사회 으로 만

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한다.-p.62

경험

제공

(g)개인 ․ 사회 으로 만족스러운 의생활을 해 어떻게 해야 할까?

-p.56

(g)다양한 선을 이용한 옷차림 -p.58

(g)나의 개성을 표 하는 옷차림 -p.72-73

아

동

‧

가

족

생

활

정보

제공

(b)출생 후 2년 동안에 경함하는 성장 등과 달리,사춘기에 경함하는

성장 등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신체 인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p.12

(b)태어날 때부터 가진 남자와 여자의 신체 인 특징과는 다르게 호르

몬 분비에 따른 기능이 발달하게 되는데,이를 2차 성징이라고 한다.

-p.12

(c)남과 비교하여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생략).-p.15

(d)자아 존 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

은 자신을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p.17

(d)원만한 인간 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아 안

정감을 얻음으로써 정 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p.28

(f)청소년기의 동조성 -p.16

(g) 격한 신체 성장과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 청소년기에는 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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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한 휴식과 숙면 등을 통해 원만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p.12

경험

제공

(d)나의 장 알아보기 -p.18

(d)나의 참모습 알리기 -p.19

(g)신체 ․ 정신 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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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교과서

식

생

활

정보

제공

(b)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을 ‘신체 ․ 정신 ․ 사회 으로

완 하게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 다.-p.51

(f)청소년기에는 자신의 몸에 심이 많아지고 친구나 매체의

향으로 다이어트에 심이 많아진다.-p.50

(h)결식이나 과식,인스턴트식품 선호,무리한 다이어트 등과 같은 식생

활 문제로 양 상태가 불균형해지면 비만과 체 ,빈 ,칼슘 부족증,

섭식 장애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p.50

(g)청소년을 한 식생활 실천 지침 -p.58

경험

제공

(g)건강과 식생활은 어떤 련이 있는 것일까?-p.48

(g)식생활 평가하기 -p.58

(g)식사 일기로 건강한 식습 을 기르자!-p.60

의

생

활

정보

제공

(a)신체이미지는 우리가 외모에 하여 가지는 느낌을 말한다.-p.63

(d)신체이미지는 자아 존 감과 련이 있다.-p.63

(c)신체이미지는 주 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요

하다.-p.65

(f)신체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의 향을 받는다, 를 들어 친구나 부모

로부터 외모에 한 칭찬을 받거나 함께 어울리는 친구의 외모와 비교

하거나 매체에 등장하는 연 인들의 모습을 동경하고 따르려고 한

다.-p.63

(c)이상 외모는 신체이미지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 하나이기도

하다.-p.64

(g)매력 인 외모를 가지는 방법 -p.65

(g)때와 장소,상황에 합한 옷차림에 하여 제 로 알고 지키는 것

은 요하다.-p.66

(g)가지고 있는 옷의 형태와 색,질감,무늬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입으

면...(생략)...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옷을 입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나

타낼 수도 있다.-p.68

경험

제공

(b)내가 느끼는 나 -p.63

(c)친구의 별명을 외모와 련지어 부른다면 친구의 신체 이미지에 어

떤 향을 끼치게 될까?-p.63

(c)외모에 한 우리의 생각에 향을 미치는 문화 요소는 무엇이 있

을지 생각해 보자.-p.74

(g)옷차림을 통하여 나를 표 하거나 상 방을 단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p.62

(g)최근에 은 사진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와...(생략)...외모에 얽

매이지 않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둠별

로 토론해 보자.-p.65

(h)학교에서의 용모 는 복장 규제에 하여 논의해 보자.-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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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노출이 심하거나 몸에 달라붙는 옷차림을 하 을 때의 문제 은 무

엇인가?-p.68

(h)유행을 따르는 것과 나의 개성을 표 하는 것은 어떤 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p.70

아

동

‧

가

족

생

활

정보

제공

(b) 아기 때에 매우 격히 진행되는 성장은 차 속도가 느려지다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키와 몸무게가 격히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것을 성장 등이라고 한다.-p.13

(b)청소년기가 되면서 신체 으로 남성 는 여성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2차 성징이라고 한다.-p.14

(b)이처럼 성장 등이 진행되는 속도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개인마다 다른 것을 성장의 개인차라고 한다.

(c)청소년기의 변화를 정 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 사

람들과 원만한 계를 형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p.16

(d)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신체 특징 등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여 자

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려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p.25

(f) 래 집단의 언어,행동,옷차림,가치 등을 모방하여 자신의 행동

기 으로 삼기도 하는데...(생략).-p.41

(h)그러나 이성에 한 심이 지나치면 외모에 무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학습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p.42

경험

제공

(b)아동기와 비교하 을 때에 지 나에게는 어떤 발달 변화가 나타나

고 있는지 써 보고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p.15

(b)‘성’하면 생각나는 것을 떠올려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p.29

(c)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나의 발달 변화를 정 으로 생각하면 어떤

이 좋을까?-p.12

(d)건강한 자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p.25

(d)자신의 소개서를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 보고 칭찬 을 써 주자.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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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교과서

식

생

활

정보

제공

(g)청소년기의 식습 은 자신의 성장과 평생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p.55

(h)외모에 한 지나친 심으로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체 과 섭식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p.55

(g)청소년이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을

한 식생활 지침을 정하 다.-p.59

경험

제공

(b)나의 체질량 지수를 구하고 몸무게 상태 정하기 -p.56

(g) 학교에 들어와 생긴 나의 식생활 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

고,개선 방안을 세워 보자,-p.54

(h)청소년의 식생활 문제,신체 성장,건강의 계를 말해 보자.-p.57

(g)나의 식생활 평가하고 반성하기 -p.59

의

생

활

정보

제공

(d)특히 청소년기의 옷차림은 자아정체성,가치,태도 등을 형성하는 데

요한 향을 끼친다.-p.73

(g)인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략)...사회 수단으로도 옷을 입는다.

-p.73

(g)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통해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찾아내도록

한다.-p.74

(g)그러므로 개성을 살리면서도 TPO에 알맞은 옷차림을 할 알아야

한다.-p.78

경험

제공

(g)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단해 본 이 있다면,어떤 옷차림을 보고

그 게 단했는지 어 보자.좋은 옷차림과 자기표 은 나의 생활이나

친구 계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수로 표 해 보자.-p.72

(g)옷차림의 요성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자.-p.73

(g)나는 패션 코디네이터 -p.77

(g)패션 액세서리의 활용 -p.79

(g)만족스러운 의생활의 실천 -p.81

아

동

‧

가

족

생

활

정보

제공

(b)사춘기에 성장을 진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키와 몸무게가

격하게 성장하는 상을 성장 등이라 한다.-p.13

(b)이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남녀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성 특징

이 나타나게 되는데,이것을 2차 성징이라고 한다.-p.14

(b)청소년기에 격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지만,시작되는 시기는 성

별,유 , 양 상태,인종 등에 따라 달라진다.-p.15

(b)성(sex)과 성(gender)의 차이 -p.29

(c)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심한 감정 변화를 겪게 되고 정서가 불안정해

져 쉽게 웃거나 물을 보이고 화를 내기도 하며,남과 비교하면서 열등

감에 빠지기도 한다.-p.19

(d)자아정체성 -p.23

(f)청소년은 신체 ․ 심리 ․ 사회 변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데,

같은 경험이 있는 래 친구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정서 안정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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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42

(g)올바른 양 섭취와 운동,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15

(h)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학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p.44

경험

제공

(b) 그림에서 요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찾아 표시해 보고,

그 밖에 다른 변화가 있으면 어보자.-p.12

(c)청소년이 자신의 변화에 해 이해하면 어떤 이 좋을지 한 가지만

어 보자.-p.12

(c)신체 변화에 한 정 인식 -p.15

(c)나의 발달 온도계 -p.22

(d) 정 자아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말해 보자.-p.24

(d)자아정체성 형성을 한 노력 -p.24

(d)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 보자.-p.25

(d)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청소년상 -p.25

(d)청소년송 만들기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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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생

활

정보

제공

(b)표 체 에 의한 비만 정 방법 -p.58

(b)이때 형성된 체격과 체질은 평생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p.62

(d)식행동 장애가 계속되면 신체 손상은 물론 자아존 감 손상,우울

증 같은 여러 가지 심리 부 응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p.59

(c) 한 외모에 심이 많아지고,사회 반의 외모 지상주의 풍토로

체 감량을 한 지나친 다이어트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p.57

(g)이 시기에는 양 으로나 질 으로 부족함 없이 양소를 충분히 섭

취해야 하며,규칙 인 운동으로 건강 체 을 유지하는것이 무엇보다

요하다.-p.57

(h)청소년의 양 문제 -p.58-59

(g)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식생활 지침은 다음과 같다.

-p.60

경험

제공

(g) 희의 식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자

-p.56

(g)나의 식생활을 수로 매긴다면 몇 일까?나는 하루 세끼를 다 먹

지도 않는데 왜 살이 계속 찔까?-p.57

(g)일주일 동안 나의 식생활을 검해 보자.-p.60

(g)나의 식생활 행동 특성 -p.61

의

생

활

정보

제공

(d)자신의 개성을 살리되,자신이 속한 사회와 어울리는 옷차림을 함으

로써 정 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p.73

(f)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어 서로 동질감과

친 감을 느끼려 하고,좋아하는 연 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옷차림을 따

라 하기도 한다.-p.73

(g)문화가 발달하고 생활 수 이 향상되면서 자신의 개성과 욕구를 의

복을 통해 나타내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으며,이에 따라 의복은 다양

한 의미를 표 하는 수단이 되었다.-p.73

(g) 구나 한두 가지 신체 단 은 있기 마련인데,이를 시각 으로 보

완해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찾아 활용하면 조화로운 옷차림에 매우

효과 이다.-p.76

(g)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은 왜 해야 할까 -p.80

경험

제공

(f)친구들이 입는 옷을 따라서 샀다가 후회한 경험이 있는가?-p.72

(g)내 옷차림은 결혼식 분 기에 한 것일까?-p.72

(g)외출할 때나 사람들을 만나기 에 거울 앞에 서서 다음 사항을

검해 보자.-p.73

(g)다음 상황을 보고,각각의 장단 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나의 교

복 옷차림은 몇 인가?-p.74

(g)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찾아보기 -p.78

(g)친척 오빠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어떤 옷이 좋을까?-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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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 토의해 보기 -p.82

아

동

‧

가

족

생

활

정보

제공

(b)청소년기는 제 2의 폭발 성장기라고 할 만큼 격하게 성장하여

아동의 모습에서 차 어른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p.16

(b)사춘기가 되면 성 으로 성숙해지면서 남성 는 여성의 신체 특

징이 뚜렷해지는데,이를 2차 성징이라고 한다.-p.17

(c)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자신의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정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p.16

(d) 정 인 자아개념의 마인드맵 -p.27

(f)부모보다 친구와 더 친 감을 보이거나 같은 집단의 아이들과 동질

감을 느끼려고 외모,스타일 등을 같게 하려는 동조 의식이 있다.-p.

20

(g)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 -p.18

(h)그러나 외모에 무 신경을 쓰고,학습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p.

48

경험

제공

(b)내 친구는 키가 10센티미터나 더 컸다고 하는데 내 키는 더 자라지

않는다.내 몸에 혹시 이상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p.16

(b)나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을 마인드맵으로 나타내

보자.-p.31

(d)의미 있는 80세 생일을 맞이하기 해 청소년기에는 어떤 노력을 해

야 할까?-p.12

(c)자신을 성장시키는 다른 힘 -p.22

(d)나는 무엇을 좋아하고,무엇을 잘할까?나는 구인가?-p.27

(d)독수리가 주는 교훈 -p.29

(d)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 짝이 생각하는 ‘나’-p.30

(g) 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 을 보고,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p.18

(g)그리고 이러한 발달 특성을 어떻게 발 시킬지 토론해 보자.-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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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생

활

정보

제공

(b)청소년기는 성장 등과 성 성숙이 일어나는...( 략)...정상 인 성

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p.47

(b)표 체 계산법-p.51

(e)최근 외모를 시하는 사회 풍조와 마른 체형에 한 선호로 인하

여,정상 체 이거나 체 임에도 체 을 감량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p.52

(f)청소년기에는 특히 외모에 심이 많고 래 문화의 향을 많이 받

으므로 여러 가지 섭식 장애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p.55

(g) 한,청소년기의 식생활은 앞으로의 생애에 장기 인 향을 미치

므로 식생활에 한 세심한 심이 필요하다.-p.47

(h)요즈음 청소년들은 아침 결식,무분별한 다이어트,즉석식품의 선호,

섭식 장애 등 여러 가지 양 문제를 겪고 있다.-p.50

(g)청소년을 한 식생활 지침 -p.58-59

경험

제공

(b)나는 비만일까요?-p.51

(h)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가?-p.

46

(h)청소년이 주로 하는 다이어트 -p.53

(h)섭식 장애 자가 진단 -p.55

(g)식생활 평가표 -p.57

(g)나의 하루 식사 평가 -p.64

의

생

활

정보

제공

(d) 옷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정 으로 만들어 가는 일은 청소년

기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며, 정 인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요한

역할을 한다.-p.67

(f) 래 집단의 유행을 따르려고 하고,유명 연 인들의 옷차림을 모방

함으로써 정서 안정감과 유 감을 얻으려고 한다.-p.68

(e)시 에 따라서 유행하는 옷차림과 이상 인 체형에 한 기 은 계

속 변화하고 있다.-p.72

(g)옷은 외부의 험으로부터...( 략)...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p.67

(h)옷차림과 건강 -p.69

(g)옷차림을 할 때 선과 색,무늬,재질 등의 디자인 요소들을 히

활용하면 신체의 결 을 보완하고,자신의 장 을 더욱 효과 으로 나타

낼 수 있다.-p.70

(g)상황에 맞는 옷을 하게 선택하여 제 로 갖추어 입어야 옷의 아

름다움과 자신의 품 를 살릴 수 있으며,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수 있다.-p.76

(g)스마트 의류 -p.76

경험

제공

(f)주변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은 구인가?왜 그 게 생각하는

가?-p.67

(g)아래의 옷차림을 살펴본 후 느껴지는 이미지를 어 보자.-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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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개성과 사회 가치 ,무엇이 우선일까?-p.69

(g)나에게 어울리는 옷은?-p.73

(g)내가 교복 디자이 라면?-p.74

(g)상황에 맞는 옷차림이란?-p.75

(g)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하기 -p.77

아

동

‧

가

족

생

활

정보

제공

(b)청소년기가 되면 키와 몸무게가 격히 성장하는데,이를 성장 등

이라고 한다.-p.11

(b)청소년기에는 성장 등뿐만 아니라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아동기와는 달리 신체에 뚜렷한 변화가 생기는데,이러한 생식 기 외

에 신체 각 부 에 나타나는 남녀 구분의 특징을 2차 성징이라고 한다.

-p.12

(b)신체의 성장이 진행되는 속도는 성별,유 인자와 양 상태,건강

상태,기후 인종 등에 따라 개인마다 조 씩 다르다.-p.13

(c)자신과 친구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 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바람직하다.-p.13

(d)이와 같은 자기 자신에 한 인식을 자아정체감이라 한다.-p.18

(f)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와 심리 불안감을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p.36

(g)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은 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 인 생활, 당

한 운동 등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한편,-p.13

경험

제공

(b)청소년기의 신체 발달 -p.11

(b)청소년기인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마

인드맵으로 표 해 보자.-p.10

(c)나의 신체상의 단 을 장 으로 바꾸어 보자.-p.13

(d)나의 자아정체감 수 은 어느 정도일까?-p.18

(d)미래로 가는 나 -p.19

(d)바람직한 청소년상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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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b)자신의 몸에 알맞은 체 을 유지하면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

다.-p.58

(b)비만도 측정 -p.58

(c)왜곡된 신체이미지 -p.60

(f)청소년기는 매체의 향으로 마른 몸을 선호하여 정상 체 이

나 체 인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체 감량을 시도하기도 한다.

-p.58

(g)청소년기는 신체가 격히 성장하고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양소 섭취가 매우 요하다.-p.49

(h)요즘 청소년들은 학업 부담에 따른 스트 스,외모에 한 지나친

심,잘못된 식습 등으로 다양한 식생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p.

56

(g)청소년의 식생활 지침 -p.66

경험

제공

(g)아래의 ‘건강한 식생활 미리 보기’를 보고,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

생활 습 은 무엇인지 아래의 빈칸에 어 보자.-p.48

(g)나의 식생활 검하기 -p.56

(g)나의 아침 식사 -p.57

(g)건강을 지키는 다이어트 -p.59

(g)바른 식습 -p.66

의

생

활

정보

제공

(b) 재의 자신을 정확하게 악한다.-p.73

(d)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옷차림에 한 정

인 평가는 심리 인 만족과 안정감을 주며 -p.72

(c)자신을 정 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p.73

(f)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의 옷차림을 따라 하기도 하고, 래 친구들 사

이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기도 하여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려고 한다.

-p.72

(e)스스로 만족하는 이상 인 외모나 체형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p.76

(g)사람들은 험한 외부 환경이나 기후 변화로부터 신체를 안 하게

보호하고,자신의 아름다움이나 권 를 표 하는 수단으로 의복을 착용

하기 시작하 다.-p.71

(g)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다.-p.73

(g)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한다.-p.73

(g)옷차림에 어울리는 바른 자세와 행동을 한다.-p.73

(h)스키니진을 입으면 왜 건강에 해로울까?-p.81

경험

제공

(g)옷차림만 보고 알 수 있을까?-p.70

(g)나도 코디네이터 -p.77

(h)교복 고쳐 입기,나는 이 게 생각한다.-p.80

아 정보 (b)청소년기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여 격히 키가 크고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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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생

활

제공

무게가 증가하는데,이러한 상을 성장 등이라고 한다.-p.13

(a)자신의 신체를 평가하여 스스로 갖게 되는 생각과 느낌,태도를 신

체이미지라 한다.-p.14

(b)그러나 청소년기에 이르면 상 으로 여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 략)...이와 같은 변화를 2차 성징이라고 한다.-p.14

(b)청소년은 사춘기의 신체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여성 는 남성

으로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성별에 따라 합하다고 여기는 행동이나

태도,성격 특성을 학습하게 된다.-p.21

(d) 정 인 신체이미지는 자신감과 행복 지수를 높인다.-p.14

(d)즉,자신의 치와 역할,신체 특성,능력,욕구,가치에 해 정확히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뜻한다.-p.22

(f)청소년기에는 친구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하여 신체이미지를 형성

한다.-14

(g)성장을 돕는 방법 -p.15

경험

제공

(b)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p.12

(d)나의 모습 바로 보기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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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교과서

식

생

활

정보

제공

(b) 양 상태가 좋으면 신체 으로 건강하고,충분한 성장․발달을 이

룰 수 있으며,보다 극 으로 활기 있게 생활할 수 있다.-p.57

(b)비만도 측정 -p.63

(d)섭식 장애를 극복하기 해서는 먼 자아존 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자아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p.65

(c)오늘날 외모를 시하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 분 기가 청소

년에게 향을 미치면서 체형이나 체 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비정상

인 식사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p.65

(h)내 몸을 해치는 식습 -p.62

(h)거식증 랑스 모델,이사벨 카로 사망 -p.65

(g)건강한 몸,건강한 마음 만들기 -p.66

(g)청소년을 한 식생활 지침 -p.72

경험

제공

(g) 의 내용을 읽고,식사의 요성에 해 이야기해 보자.-p.56

(g)나의 식생활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 보고,개선해야 할 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p.67

(g)식습 계획,실천,평가하기 -p.73

의

생

활

정보

제공

(d)우리는 자신을 잘 표 하는 옷차림을 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며,자

신에 해 정 인 생각을 하게 된다.-p.80

(f)청소년기에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여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

끼려하고,연 인 등의 옷차림을 모방하기도 한다.-p.80

(c)이는 의류 업체들의 경제 이득을 극 화하려고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로서,사회에 만연한 마른 몸매에

한 선호도 때문에 여성들의 옷이 작은 형태로 만들어져 유행되고

있다.-p.95

(g)오늘날 문화가 발달하고 생활 수 이 향상되면서 의복을 통해 자신

을 표 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의복이 개인 사회 생활에 미치

는 향이 매우 커지고 있다.-p.77

(g)의복은 입는 사람의 특성을 표 하고,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한

수단이 되며...( 략)...신체 활동이나 일의 능률을 높여 다.-p.78-79

(g)자신의 이미지를 잘 표 하면서 체형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옷을 입으면 자신을 아름답고 돋보이게 꾸 수 있다.-p.81-84

(g)T.P.O란...( 략)...옷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품 를 살릴 수 있다.

-p.88

(h)그러나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기 해 다른 사람에게 오감이나 피

해를 주거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p.95

경험

제공

(g)나는 어떤 옷을 입고 싶은가?-p.76

(g)패션 코디네이션 해보기 -p.85

아

동

정보

제공

(b)청소년기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키와 몸무게가 매

우 빠르게 증가하는데,이러한 신체의 격한 성장을 성장 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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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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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p.15

(b)청소년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남자는 남성다운 신체

특성이,여자는 여성다운 특성이...( 략)...이를 2차 성징이라고 한다.-

p.16

(a)신체상 -p.17

(c) 정 인 신체상을 형성하기 한 태도 -p.17

(d) 정 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한 방법 -p.27

(f)청소년은 자신의 신체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지나치게

걱정하며 불안해하기도 한다.-p.17

경험

제공

(d)자신의 이름을 종이 한 가운데에 고,자신의 특성과 자신이 가진

가능성에 해 생각하면서,‘나는 구인가’에 한 마인드맵을 그려 보

자.-p.27

(d)자신의 장 을 떠올려 보고,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식품,음식

등을 골라 4컷 만화로 표 해 보자.-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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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ContentAnalysisaboutBodyImageofthe

TextbooksofHomeEconomicsEducationandThe

SuggestionofIntegratedEducationUnit

Lee,HyeJin

Dept.ofHomeEconomic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suggestdirectionofhomeeconomics

education thatcan form body imageorganizing self-conception of

adolescentspositively.To achievethispurpose,thestudy prepare

bodyimageformationmodelofyouththatcanbeappliedtofamily

and education,and based on thisformation model,analyzed body

image ofyouth in family and textbook.Furthermore,this study

suggestedintegratededucationalunitthatcanform bodyimageof

adolescentspositivelyinfamilyandeducation.Bodyimageformation

modelofadolescentswaspreparedbyliteraturestudymethod,and

textbookanalysiswastargetingunitsthatareapplicabletothefields

ofdietary life,clothing habits,and family lifeofchildren in the

familyfieldof12technologyandhomeeconomicstextbooksin2009

revisedcurriculum for7～9-yearmiddleschoolstudents.Bodyimage

formationofadolescentsinsuchunitswasdividedintoprovisionof

informationandprovisionofexperienceintextbook,andthenwas

analyzed.

Theresultsofthisstudyandfocusesareasfollows.

First,toanalyzetextbookthroughbodyimageformationmode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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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s,educationalcontentsaboutbodyimagewerecategorized

into 4 kinds such as conceptand components ofbody image,

formation ofbody imageand self-conception,thefactorsaffecting

formationofbodyimage,andadministrativebehaviorforbody,andit

wasdepartmentalizedintodefinition ofbody image,componentsof

body image,formation ofself-worth,formation ofself-conception,

idealstandard,socioculturalfactors,rationaladministrativebehavior

forbody,andproblem behaviorofbodyadministration.

Second,asaresultofanalyzingtextbookbasedoncategorization

and departmentalization articlesofbody imageformation modelof

adolescents,conceptand componentsofbody imagearechildren’s

familylifefield,dietarylifefield,andclothinghabitsfield(69%,27%,

and 4%),and formation of body image and self-conception is

children’s family life field,clothing habits field,and dietary life

field(55%,30%,and15%).Thefactorsaffectingformationofbody

imagearechildren’sfamilylifefield,clothinghabitsfield,anddietary

lifefield(38%,38%,and24%),andadministrativebehaviorforbodyis

clothing habits field,dietary life field,and children’s family life

field(46%,40%,and 14%).Positiveevaluation ofbody imageand

formationofself-conceptionwereconsideredinchildren’sfamilylife

field,andbehaviorandmethodforimprovementofbodyimagewere

mostlyconsideredindietarylifefieldandclothinghabitsfield.That

is, categorization contents of body image formation model of

adolescentsweredividedintotwopartssuchaschildren’sfamilylife

field,and clothing and dietary life field,so were suggested in

textbook.Likeit,categorization contentsofbody imageformation

modelofadolescentsweredividedintoprovisionofinformationand

provisionofexperienceintextbook.

On analysis by synthesizing 12 kinds oftextbook,mostof8

departmentalization articles of body image formation model of

adolescents appears. However, if each textbook is concretely

examined,thereisno casethatincludesall8departmentalization



- 103 -

articles.Suchresultmeansthattextbookpossessescontentstoform

bodyimageofadolescents,butthecontentsarepartiallysuggested

accordingtothepublishingtextbooksorthefields.Therefore,aunit

organizing bodyimageformationmodelofadolescentsintegrallyis

needed,andpointofview isneededtoform itintegrally.

Third,the study maintained a pointofview focusing on key

competenceof2009revisedcurriculum tosuggestintegratedunitof

educationalcontentsaboutbodyimageofadolescents.Accordingto

composition of 2009 revised curriculum,creativity,self-regulation

ability,andproblem solvingskillwereselectedasakeycompetence

relatedtobodyimageofadolescents,andthestudyillustratedaunit

thatincludes8departmentalizationarticlesofbodyimageformation

modelofadolescents.

This study selected dietary life,clothing habits,and children’s

familylifefieldsasafieldtoform bodyimageofadolescents,sothe

contentswereanalyzedandunitwassuggested.Thatis,thereisthe

uppermostlimitthatthestudydidnotanalyzeeducationalcontentsof

bodyimageaboutdwellinglifeandconsumptionlifefieldsamongthe

fieldsoffamily and education.Therefore,ifitisconsidered that

dwellinglifeandconsumptionlifefieldscanbeadditionallyanalyzed

in suggested educationalunit aboutbody image of adolescents,

suggestedcurriculum andcontentscanbemodifiedandadded.

Based on such conclusion and limit,the suggestions abouta

follow-upstudytoimprovebodyimageofadolescentsinhomeand

educationareasfollows.

First,physicalgrowthandsexualmaturityarerapidlyproceededin

anadolescentperiod,sothisstudyistargetingtechnologyandhome

economicstextbookfor7～9-yearmiddleschoolstudents,butbody

imageisan conceptthatisconsecutively formed andchanged in

individuallife,soitisnecessarytostudyinpracticalcoursethatis

applicable to childhood before an adolescent period.In addition,

self-regulation ability,problem solving skills,and creativit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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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asakeycompetencetoimprovebodyimageofadolescents

inhomeeconomicseducation,butitisthekeycompetencethatis

commonlyappearedinpracticalcourse,sohierarchicalsystem canbe

formed by analysis abouteducationalcontents ofbody image in

practicalcourseand homeeconomicseducation.Ifcontentsfitting

schoolage are selected based on hierarchicalsystem,compatible

teachingandlearningmethodsbyschoolageshouldbefound.

Second,this study analyzed contents targeting textbook,the

foundationofcurriculum toimprovebodyimageofadolescents,and

suggested a unit with home economics education,focusing key

competence.Lately,theme integralstudy and STEAM study are

proceeded to develop integrated curriculum in home economics

education,and itis possible to access such additionalmethods

integrallytoform bodyimageofadolescents.Meta-studyisneeded

about body image formation program targeting toddler, child,

adolescents,universitystudent,andadultthatisdevelopeduntilnow

for developmentof integrated program to form body image of

adolescents.

Lastly,afterdevelopmentofprogram basedoneducationalcontents

aboutbodyimageofadolescentssuggestedbythisstudy,verification

applyingittothefieldisneeded,andalso,measurementtoolofbody

satisfactionandbodyimageofadolescentsshouldbedeveloped.

Keywords:adolescents,body image,integrated education,key

competence

StudentNumber:2013-2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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