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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의 건강한 결혼과 가족에 한 가치 형성을

해 가정과 교육내용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이를 해 한국

과 미국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에 제시되는 ‘가족’ 련 내용을 건강

가정 의 구성요소(조희 외,2014)를 분석기 으로 설정하여 질

인 해석방법을 사용해 비교분석하 다.분석 상은 고등학교 2009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9종과 2009개정교육과정의 고

등학교 가정 과학 교과서 2종,그리고 10～12학년을 교육 상으로 설정

한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 5종을 입수하여 교육내용의 구성과 내용요소,

서술내용,사진ㆍ삽화 자료,활동과제를 살펴보았다.연구 결과를 토 로,

한국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련 내용에 시사 을 주고 있는

사항들을 논의해 보고,교과 내용개발의 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제안 을 제시하여 보았다.연구 결과의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한ㆍ미 가정과 교육의 가족 련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았다.한

국의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은 임신과 출산에 한 지식과 태아부터 아동

기까지의 발달과정 돌보기 방법의 소개에 한 내용이 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십 임신과 부모됨,성

병(STIs),가정 문제,가족 변화에 한 내용이 심을 이루며,일과 가정

의 조화에 한 내용을 별도로 구성한 이 특징 이었다.

둘째,한ㆍ미 가정과 교육의 가족 련 내용의 내용요소를 키워드와

색인의 검출방법으로서 악해 보았다.한국 가정과 교과서를 분석한 결

과,가족 련 내용에서 6종 이상 공통 으로 빈출하는 내용요소에는,양

성평등,건강가정,임신,태반,탯 ,태교,산후 조리,피임 방법,신생아

기 황달,이유식,옹알이,물활론 사고 등이 있었으며,미국의 경우는 3

종 이상의 공통 내용요소로서,십 임신,십 부모됨,성병(STIs), 탁

가정,계부모,입양 가족,학 , 독,폭력,사망,실직,이혼, 산,자연

재해,아동 유기,미숙아,일과 가정의 조화와 같은 내용요소들이 검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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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한ㆍ미 가정과 교육의 가족 련 내용에서 한국 가정과 교과서

에서 표 으로 악할 수 있는 서술 내용은,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

형과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바람직한 결혼식 문화 실천,양성평등한 부

부와 가족,세 간의 조화,건강가정 요소,임신과 출산,피임 방법에

한 지식,태아부터 아동기까지의 발달과 돌보기 방법 등을 다루는 서술

이 특징 이었고,미국의 경우는,데이 의 유형 소개와 십 임신의 경

제 ,정신 ,사회 어려움에 한 경고,십 산모의 태아에 한 질

병 경고,성병(STIs)의 치명성과 증상,이에 한 치료와 처리 방법에

한 서술이 심을 이루고 있으며,다양한 가족 유형과 가정 문제,가족

변화에 따른 처 방법,일과 가정생활의 조화의 내용에서 유연 근무제,

재택 근무자에 한 설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의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구성과 내용요소,서술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한국의 가정과 교과서는 특별히 민주 이고 양성평등

한 가족 계,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합리 인 자원 리,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의 요소를 만족시켜 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는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가정의 경제 안정,안정

인 의식주 생활,열린 화,자녀의 성장발달 지원,합리 인 자원 리,

가족 역할 공유,건강한 시민의식,일과 가정의 조화와 같은 요소들이

심을 이루고 있었다.

넷째,한ㆍ미 가정과 교육의 가족 련 내용의 표 인 사진ㆍ삽화에

는,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배우자 선택의 여과망에 한 삽화,양성

평등한 부부와 가족의 모습,세 간의 단란,교과서 한 부분에 할당된

작은 다문화 가족 사진,피임방법과 특징에 한 사진,임신의 성립과 태

아발달에 한 삽화들이 표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들은 부분 정

보제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었고,양성평등과 역할 분담,세 간의

조화와 같은 계몽 인 분 기를 잘 달하고 있으며,주로 바람직한 가

족 구성원들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

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각종 가족문제를 고민하는 가족원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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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가족이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가족 유형을 보여주는

사진,십 임신에 한 경고 메세지를 달하는 사진들이 심을 이루

고 있었다.그러나 정보제시의 기능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사진ㆍ삽화

들에 비해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한ㆍ미 가정과 교육의 가족 련 내용의 표 인 활동과제를

살펴본 결과,한국은 양성평등과 건강가정 문화를 구 하고자 유도하는

문제가 잘 제시되고 있으나,이미 설정해진 바람직한 답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느낌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았으며,미국의 경우는,경

제 인 측면을 강조하여 실제 가족생활에서 당면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가족 기 극복 방안 모색하기,가족 계에서의 처신과 역할 생각

하기, 비되지 않은 임신과 부모됨을 방하려는 차원의 활동과제와 같

이,실용성을 요시하고 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합한 안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시하는 활동과제들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었다.이

와 같은 내용비교룰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한국의 가정과 교과서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주제와 련하여 이

론이나 원리를 심으로 내용을 이해시키고 학습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한.‘사랑과 성’,‘부모됨과 자녀양육’과 같은 교육내용은,청소

년들보다는 오히려 결혼을 앞두거나 부모됨의 비가 된 부부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와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이 부분에 하여서는 십 임

신과 같은 주제처럼 청소년이라는 상에 을 맞추고,청소년이 노출

되어 있는 문제와 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다.

둘째,오늘날 한국 사회에는,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흔히 찾아 볼 수

있고,청소년들은 기와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는 가족원으로서 살아가

고 있을지도 모른다.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실질 으로 도움을 수

있는 가족의 다양성과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정과 교육 내용에 심도

있게 개할 수 있는 주제 선정과 내용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가정과 교과에서 세 간의 조화와 같은 가족 공동체의 질서를

부각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교육 의도와는 다르게,자칫하면 청소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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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가족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비교 소홀

하게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청소년의 가정과 교육의 내용은,청소년

을 가족에 속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가족 내에서 느끼는 다

양한 고민들에 해 깊은 공감 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합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열린 화의 창구를 찾고,궁극 으로는 고민하는 문

제의 해결과 극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이러한 이유

에서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경향성인,바람직하

고 이상 인 정답을 미리 제시하고 유도하는 서술 방식보다는,사진과

사례와 같은 보충자료의 효과를 통해 가족 안에서 겪는 불편한 이야기들

을 자연스럽게 꺼내어 놓고 함께 의논하며 해결의 방안을 찾아 수 있

도록,사진과 같은 보충자료의 표 방법에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넷째,본 연구를 통해 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비용계산의 문제나

재정난 극복 략 논의와 같이 경제 측면을 강조한 활동 과제들이 빈번

하게 제시되고 있다.이와 같은 활동과제를 통해 청소년은,가정의 경제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가족의 모든

계획과 운 의 책임에는 경제 인 부분이 요한 기본 토 가 됨을 간

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에 한 내용에서도

경제 인 측면의 요성을 부각하여 비용과 연계된 활동과제가 증진될

필요가 있다.아울러,가족원의 역할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역할 공

유를 사고할 수 있도록,한국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 내용에서도 이에

한 내용을 비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다섯째,가족과 련된 교육내용은 청소년이 속한 가족과 련하여

재와 미래에 련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실천 인 내용이므로,가족에

련된 내용과 가정 문제나 가정 복지와 같은 교육내용이 일반과정이 되

거나 심화과정으로서 분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제언한다.수업 시

수에 한 문제들을 근본 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가정 과학에서 다루

고 있는 가정 문제나 가정 복지에 한 내용들을 일반 교과인 기술ㆍ가

정 교과에서도 반드시 다루어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

마지막으로,본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좀 더 세분화된 분석 기 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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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역의 분류와 함께 양 인 분석도 요구된다. 한 와 같은 제안

사항으로 개선하여 만든 수업 모형을 샘 로 개발하고,실질 인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여 찰한 뒤,개별 인 학생 면 을 통해 학습 효

과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수업 효과를 실질 으로 검증해 보는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청소년,건강가정 구성요소,결혼,가족,가정과 교과서

학 번 :2014-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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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다양한 유형의 가족생활방식과 가족구조가 증가하는 한국사회에서 우

리나라 청소년들은 마다 다른 가족생활을 통해 가족에 한 경험을 하

고,직 ㆍ간 으로 결혼과 가족에 한 가치 을 형성해 가고 있을

것이다.

가정과 교과서는 공식 인 학습시간 동안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1

차 인 교육 매체에 해당되고,가정과 교과서가 담고 있는 교육내용 자

체는 교육 향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특별히 가정과 교과서에 수록된 ‘가족’에 련된 내용들은 청소

년의 가족에 한 공식 교육과정 역할 수행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에 부합된 가

정과 교과서의 가족에 련된 내용의 연구는,청소년들에게 가족에 한

균형 잡힌 가치 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한 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가정과 교과내용 개발의 끊임없는 과제라고

보겠다.

아울러,가정과교육은 공식 으로 학입시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는

교과목이 아니므로,이러한 가정과교육의 입지는 고등학생들에게 인성교

육의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교과목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있다.특별히 가족에 련된 교육내용은 청소년으로 하여 가족과 사회

와의 계 속에서 성숙한 인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기 한 삶

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의미에서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련 내용

의 분석을 시도했다.먼 가정과 교과서의 분석 의 한 가지인 우

리나라와 외국의 교과서를 국제 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이연숙,2010)

을 연구방법으로 설정하 다.그리고 구체 인 분석내용의 범주로는 한

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에 수록된 가족 련의 내용을 비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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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하 다.

윤인경과 나유경(2005)의 주장에 의하면,한국의 가정과 교육과정에

지속 인 향을 국가로서 한국과 사회ㆍ문화 배경이 비슷한 국가

등을 기 으로 볼 때,미국과 일본, 만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유형과 삶의 양식이 다양해지는 한국 사회의 상황에

서 다인종,다문화,남녀평등,다국 상황을 보이고 있는 미국을 비교

상 국가로 선정하고,미국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와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하 다.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한국

고등학교 가정교육에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가정과 교과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는 것

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기 하여 건강가정의 에서 가정과 교과 내용

의 발 방향 탐색의 단 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건강

가정 에 한 정의는 연구자들 별로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조희 (2014)은 건강가정에 하여,외부 자극과 변화에 잘 처하고,

동,인내,타 을 기반으로 공동의 유 를 이루며,가족 간의 존 과 원

만한 상호작용이 형성되는,균형이 유지되는 가정이라고 말한다.김자

과 조병은(2008)은 가족변화에 하여 편견을 버리고 이해함과 동

시에 다양성을 인정하고,가족문제의 방과 극 인 해결을 통해 가족

의 내 기능 강화에 요성을 부여하는 것을 건강가정의 기본 으로

설정한다.이 게 정의한 건강가정 은 가정교과가 추구하는 실천성

의 강조와 응용 가능성,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과 같은 학문 성격과

같은 맥락으로 간주할 수 있다(김자 외 2008).그러므로 건강가정의

은 가정이 실질 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하고 이상 인 기본토 와

가족 계의 모습,가정의 역할,사회와의 계,가정문화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것으로,결혼과 가족에 한 한ㆍ미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비교

ㆍ검토하려는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으로서 하다고 생각된다.

미국과의 교과서 비교 연구에서 건강가정 이 유용하다고 생각하

는 다른 이유는 학문 발달 맥락과 계가 있다.건강가정의 은

가정이라는 상을 이해하기 한 해석임과 동시에 가정의 병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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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약한 부분을 극 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실천 개입의도를

견지하고 있다.건강가정 의 연구사를 살펴보자면,미국의 가족학자

들은 1960년 부터 사회ㆍ경제ㆍ문화 인 변동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발

생되는 각종의 심각한 문제들을 먼 경험하게 되면서 건강가족, 는

가족기능의 강화와 같은 주제에 하여 국가 인 과제로서의 의미를 부

여하고,수많은 연구들을 시도하여 왔다(도미향 외 2013).그 이후 1970

년 부터는 '가족이 왜 실패 하는가'를 밝히는 가족에 한 부정 이

고 병리 인 의 연구로부터,'가족이 어떻게 성공 하는가'에 한 해

답을 찾아내고자 하는 건강 가족 (familystrengthsperspective)으

로 그 방향성을 바꿔(조희 외 2014)이에 한 연구를 개진해 왔다고

한다.한편, 재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강가정에 한 연구는,단순

히 가족의 건강성에 한 특성을 살피는 연구에서 탈피하여,가족의 건

강성을 가족치료나 사회복지,아동복지 등과 같은 가족복지 분야로 확

하고,이에 한 활용 방안을 실천 인 문제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흐

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윤경자 외 2009).

건강가정 의 시각으로 한ㆍ미 양국의 가정교과서의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은 공통 인 분석 도구를 사용한 분석 방법이며,특별히 가정과

교과의 내용 가족 단원 분야에 해당되는 역을 건강가정 을 활

용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본래 건강가정의 연구의 목 을 실제 학교교육

내용 개발에 용함으로써 실 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와 장

이 있다.

그런데 건강가정의 으로 한국과 미국의 가정교과서를 비교해 볼

때,공통 도 발견할 수 있지만 차이 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과 미국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의 차이 은 통

문화의 다름에서 기인된 것이지만,동시에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사회-경

제 여건과 가치-도덕 경향성의 다름에 기인된 차이 이라고 볼 수

있다.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우열의 계가 아

닌 보완과 응용의 계로 이해한다면,한ㆍ미 가정의 비교분석은 청소년

들이 보다 바람직한 가족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데 유용한 보충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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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건강가정 에서 가정과교육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

변동에 따른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한 가족역량 강화 차원에서 가족의

병리 측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하여 그 책과 실천 방법

에 입각해 있거나,혹은 가족 건강성과 가정과 교과 내용에 련된 청

소년들의 인식도 조사와 같은 내용을 잘 보여 반면,국가 간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강가정 에서의 특성을 밝히고 드러내는 시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본 연구에서는 미국 가정과 교과서를 한

국 가정과 교과서와 비교 상으로 선정하고,가족에 련된 내용 부분

을 분석의 주제 역으로 설정한 뒤,건강가정 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차이 과 강조 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비

교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되는 특징 인 사항들을 서술해 보고,한국의

상황에 합하게 가정과 교육내용에서 개선 인 제안을 수 있는 부분

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건강가정의 으로 미국과 한국의 가족 련 부분의 내용을 비교ㆍ

분석하는 작업은,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가정과교육의 과제에 있어서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바람직한 가치 정립 능력과 용 능력, 비 능

력을 배양하기 해 시사 을 발견해 가는 과정으로서 매우 요하다고

본다.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각각의 문화에 독특한 차이가 있음으로 인

하여 나타나는 분석 결과를 토 로,한국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에 보완

할 가치가 있는 사항들을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

다. 한, 재의 가정과 교육내용의 가족 련 내용에서 존재하는 미흡

한 들을 발견하여 보고,청소년들에게 합한 새로운 내용들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제안 을 찾는 연구 과정으로서도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족에 한 올바른 가치 을 형성하는 것을

돕고,지식 수 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 가족의 상

황 안에서도 건강한 가족생활을 구 하도록 돕고자 하는 가정과교육의

목표를 실 하기 한 교과서 내용 개선의 연구 방법으로서 합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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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배종수(2002)는 좋은 교과서의 조건을 설명하 는데,좋은 교과

서의 내용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그 내용의 양과 수 이 선

정되어야 하며,학생 실생활 심의 사례와 경험의 제시를 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미래 사회 처를 한 정보 수집ㆍ처리 능력,문제 해

결 능력,창조 사고 능력,새로운 상황에서의 처 능력,인간 계에서

의 유연한 응 능력을 길러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선정되어 구성되

어야 한다고 한다. 한 사진이나 삽화 등과 같은 화보들은 말로 표 하

기 어려운 내용을 나타내며,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역할에 유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에서 볼 때에,한국 가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과 보충자료가

좋은 교과서로서 어떠한지를 악하고 개선 을 모색하기 해서,본 연

구에서는 한국 가정과 교과서와 미국 가정과 교과서를 분석 상으로 설

정하고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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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건강가정 으로 한국과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 수

록된 교육내용과 달방법을 분석하 다.비교연구를 통하여 결혼과 가

족생활에 한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다각 으로 모색하고,결혼과 가

족생활에 한 다원 실을 보다 정 으로 수용하며 편견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간 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

다.이를 해 건강가정 을 선정하고 이를 기 으로 한ㆍ미 교과서

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하 다. 한 교과 내용의 구성과 내용요소,

서술방식과 삽화 분석,활동 과제를 검토해 보고,양국의 교육내용이 어

떠한 방식으로 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으로 다루어질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건강가정 에서 한ㆍ미 가정과교육의 가족 련

내용에는 어떠한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건강가정 에서 한ㆍ미 가정과교육의 가족 련

내용에는 어떠한 보충자료가 제시되고 있는가?

2-1) 건강가정 에서 한ㆍ미 가정과교육의 가족 련

내용의 삽화와 사진은 어떻게 표 되고 있는가?

2-2) 건강가정 에서 한ㆍ미 가정과교육의 가족 련

내용의 활동과제는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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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건강가정의 개념과 구성요소

건강가정에 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조희 외 6인(2014)은 건강

가정에 하여 외부의 사회 경제 인 변화에 잘 응하고,어떠한 기

가 닥쳐와도 탄력 으로 응하여 가정의 기를 정 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비축된 가정으로 정의하 다.동시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연 성이 강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가 건강가

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가정 공동체는 상명하복의 계질서보다

는 인격 인 나와 의 계로 가족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 가정

이다.2004년 2월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에서의 용

어정리를 살펴보면,건강가정의 개념에 하여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의 요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고 명

기하고 있다.

건강가족 이 우리나라에서는 건 가정,건강가족으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는데,어은주와 유 주(1995)는 가족 간의 규칙 이며 다양한

상호 계 작용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의미와 정서 가치,도덕 가치

의 증진을 추구하는 가족을 건강가족의 정의라고 주장한다. 한 건강가

족에 하여 옥선화(1995)는 가족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가족이라고 정

의 하 다.

건강가족과 건강가정의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 가족과 가정이 서로 혼

용되는 경우가 많은데,가족이라는 개념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기능

심의 가족체계로서의 의미가 좀 더 강하고,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일상생활 심의 장소나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 된다

(윤경자 외 2009).이 외에도 가족이라는 개념은 사회 제도 인 측면,특

히 구성원들의 계 인 측면이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해석될 경우가

많으며 가정의 개념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토 가 되는 곳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송혜림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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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족의 구성요소는 학자들 간에 차이를 보인다.유 주(2004)는 한

국 가족에 합한 건강가정의 구성요소를 가족원에 한 존 ,가족원

간의 유 의식(우리의식),감사와 애정·정서 안식처, 정 의사소통,

가치 목표 공유,가족원의 역할 충실,문제해결 능력,경제 안정과

력,사회와의 유 등 9가지로 정리하 다.

조희 외 6인(2014)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건강가정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요약하 는데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본 연구에서는 교과

서에 수록된 내용의 분석을 하여 <표 II-1>에 제시된 건강가정 구성요

소(조희 외,2014)를 분석기 으로 사용할 것이다.이와 함께,<표

II-1>에서는 건강가정 구성요소를 해당 역에 따라서 나 고,하 구성

요소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의 의미와 내용의 를 구체 으로 제시하

다.조희 외 6인은 건강가정의 구성요소에 하여 기본 토 의 역,

가족 계의 역,가정 역할의 역,사회와의 계 역,가정 문화

역의 5 역으로 나 고 각각의 하 구성요소를 정리하 다.구성요

소별 내용의 개념과 이에 해당하는 부분별 해당 시에 하여 2010년에

조사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2010)에서 주제별 조사항목의

내용과 가정건강성 평가지표(정 외,2010)를 참고로 하여 작성해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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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구 요소 개  미  

본  

  토

가      

 경  안

-가계  안 도, 가계 재  상태  안  등에  

 내용.                                     

• 가  소득ㆍ 지출ㆍ자산 등에  사항.

안 인   

 식주 생

-가족  복, 식생 , 주택에  인 

생  안 에  내용. 

가족  

  계

     

민주 이고 

양 평등

가족 계

-가사노동, 돌  노동 그리고 직업생  등에 있

어  여  평등  역 분담  양상 등에  

내용, 평등함  지향 는 역  태도, 부부 간  

함께 는 사결  식.

• 우리 가족  구도 희생 지 않고 평등 다. 

• 우리 가  여자나 주부가 없어도 집안일이 잘 

이루어진다.

• 우리 가족  각자  차이  개  알고 존

다.

열린 

-가족원 간 또는 부모자 계 간 사소통에 

 내용.

• 우리 가족   말이 잘 통 다. 

• 우리 가족   편 게 이야 를   있다. 

• 가족 간에 가 생겼   솔직 게 말   

있다. 

• 우리 가족  힘들   도 달라고 말 다.  

• 우리 가족   일상생 과 고민  알고 있

다.

식과     

  여가 공

-가족이 함께 는 취미생 이나 여가시간에 

 내용, 

• 우리 가족이 함께 는 취미생 이나 여가시간

이 당 다고 생각 다.

• 일이나 업  아 리 도 가족과 함께  

시간  만든다. 

 자     -가계 경  면에  자  양 과  부

<표 Ⅱ-1>건강가정 구성요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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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

   장 달  

   지원
담에  내용, 자  부모 간  상  작용.

합리 인   

   자원 리

-가  보 집  용, 재 리 등에 

 내용.

• 우리 가족  장  요  일  계획 고 

다.

• 우리 가족  미래에 큰돈이 들어갈 일에 해 

가 어 있다. 

• 가족  질병이나 지 못  일  생에 

여 다. 

• 우리는 가 생 에 요  보를 다양 게 

집 고 용 다.

가족 역   

     공

-가족계획 립, 가사  아, 돌  부담에 

 가족 역  공  등.

• 우리 가족  함께 계획  우고 생 다. 

• 우리가족  공 는 규범이나 규 이 있다.

• 우리 가족  함께 상 해  를 해결 다.

사회  

    

  계

일과       

 가  조

-일, 가  균 에  내용.

• 우리 가족  각자  일과 가족공동  일  똑같

이 요 게 여 다. 

• 직장일이나 집안일이  많아도 잘 조 다. 

• 우리 가족  일, 가 , 여가  균  잡고 산다.

건강      

  시민 식 

-이웃과   , 공동체 식이나 다양

 용 등에  내용.

• 외국인  차별 거나 편견  가지면 안 다고 

자 나 이웃에게 이야 고, 이를 실천 다. 

• 우리 가족  사회 ( 경, 폭  등)에 심  

갖고 잘 알고 있다.

자원 사   

   동    

  지역사회   

  동 참여

-이웃과 함께 는 사 동 등.               

• 우리 가족  이웃  꺼이 도 다.          

• 우리 가족  도움  부탁 고   있는 

 이웃이 있다.

가   

  

건강      

  가 생    

-가  에  양식과 태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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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창조

• 우리 가족  힘들   고 격 해 

다.                                          

• 명   가족과 함께 는 동.

본 연구에서 분석 기 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가정 구성요소는 조희

외 6인(2014)이 그동안 여러 학자들을 통하여 논의되어 온 건강가정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그러나 건강 가정에

한 개념은 나라별로,학자별로 다양한 의미의 개념들이 제시되어 유사

하기도 하지만,차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로,스티넷

(Stinnett)과 사우어(Sauer,1971)는 본 연구의 분석 기 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소로서 애정과 감사에 한 표 능력,가족에 몰입하는 정

도ㆍ책임감, 정 의사소통 능력,종교 태도,문제나 기에 처하

는 능력(김희성 외,2009)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 했으며,유 주는 가족

원에 한 존 ,가족원 간의 유 의식(우리의식),감사와 애정·정서

안식처,가치 목표 공유,가족원의 역할 충실,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요소들을 제시하 다(조희 외 2014).이와 같은 요소들이 보여주고 있

듯이 건강가정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기 으로 사용된 건강가정 구성

요소는 문제 해결력 등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차이 이 있으며,

한국의 학자들이 설정하고 있는 건강가정 은 서구의 경우와 서로 차

이가 있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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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정과교육과 건강가정

가정과 교과서 분석은,2000년 이후로부터 활발하게 개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은주의 주장(2013)에 의하면,건강가정 에서 2007개정 교

육과정 교과서와 2009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족 역을 비교하고 분

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정이라는 주제에

하여 윤리 으로,철학 으로,그리고 사회 으로 사유할 수 있는 주된

기회는 가정과 교과서를 사용한 수업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런 측

면에서,가정과 교과서를 통해 소개되는 가정에 한 포 인 이해는

청소년들의 가치 형성에 지 한 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으며,이

러한 가정을 건강가정이라는 에서 망하는 것은 재의 청소년들이

속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 건강하도록 돕기 함이며, 한 청소년을

미래의 가정을 만들고 살아갈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볼 때에 미래의

가정을 건강하게 형성하기 한 비 차원에서도 매우 요하다.가정

은 국가를 이루는 최소한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가정에 한

건강한 이해와 균형 잡힌 시각 형성은 매우 요한 국가 문제이다(이

은주,2013).이연숙(2003)은 가정과 교과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

는 가정생활의 격한 변화에 하여 처하기 한 목 을 가지는 교과

라고 언 하면서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서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고 사회에 하여는 사회

의 유지와 발 을 가능하게 하는 유능한 인 자원의 제공 역할을 한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이인희와 이옥임(1988)이 제시하는 가정과교육의 목표를 살펴보

면,심신의 욕구와 집단ㆍ개인 욕구를 포함하는 가족의 욕구를 정하

게 충족시켜 일상생활을 릴 수 있고 원만한 가족 계를 유지할 수 있

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고 언 하고 있는데(이연숙,2003),이것은 건강

가정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의 용어정리에 나와 있는 건강가정에 한

정의에 가까운 가정과교육 목표의 서술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기술ㆍ가정 과목의 가정



-13-

생활 역의 목표를 살펴보면,"가정생활 실천을 통한 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본 인 지식과 기능을 익 건강한 개인 가

정생활을 하고, 재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기 리능력,

실천 문제해결능력,창의력,진로개발능력, 인 계능력,의사소통능력

과 같은 핵심역량과 이에 한 실천 태도를 기른다"(교육과학기술부,

2011,p.27)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역별 성취기 에 수록된 가정생

활 역의 두 번째 성취기 으로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가 사회에 기여

하는 상호 계를 이해하여,건강한 가족 문화,지속가능한 소비생활문화,

타인과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는 의식주 생활 문화를 가족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여,가족이 주도하는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를 사회에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p.28)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이를 통해 건강가정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가

정 과학의 목표의 성격으로 "가정 과학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출발한 건

강가정과 웰빙,가정생활복지,....( 략).....,그리고 양성평등하며 세 간

조화를 이루는 가족문화,다문화 사회의 가속화에 따른 인권 차별 철폐

교육,인성교육 등 다양한 국가ㆍ사회 요구를 반 하고 있다."(교육과

학기술부,2011,p.52)라고 기술하고 있으며,"가정 과학의 학습을 통하

여 가정생활에 한 올바른 철학을 바탕으로 한 가정생활의 리더십을 길

러 미래의 건강한 개인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주도하는 역량

있는 생활인으로 성장하도록 하 다."(교육과학기술부,2011,p.53)라고

서술하고 있다.그리고 고등학교 가정 과학 과목의 목표 (1)의 (나)항을

살펴보면,"개인과 가정생활의 복지 증진을 해 필요한 다양한 생활의

역량을 길러 행복하고 건강한 개인 가족의 생활을 이루며,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교육과학기술

부,2011,p.54)라고 제시되어 있어 건강가정의 개념을 충실히 반 하도

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교수ㆍ학습방법에 한 부분의 (타)의 (1)항

에서는 "결혼과 가족생활 역에서는 사진....( 략)....웹 자료,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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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고....( 략).... 의 결혼과 가정생

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해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교육과학기

술부,2011,p.59)는 내용이 고시되어 가정 과학 교과내용을 통해 건강

가정 개념을 충실하게 따르는 교수ㆍ학습 지침이 이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가정과교육과 건강가정의 련성을 찾아본다면,

가정교육학자 라운(Brown)은 "가정과교육은 가정생활을 연구 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가족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다시 말해 가족이 가정생활에서 인간의 행동체계를 스스로 이루고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이러한 행동체계는 개인의 자아를 성숙시키

고 나아가서 사회 목표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형성하는데 동

인 참여를 하게 한다"고 정의하는 부분을 통해 그 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Brown,1980;장지연,2005재인용)1).

채정 외 2인이 기술한『미국 가정과교육의 역사』부분을 보면,미국

의 가정과교육의 재 모습에 하여 "가정과교육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서의 가족,도덕성이 있는 가족,건강한 생활을 리할 수 있는 가족 그

리고 가정과 지역사회,국가,세계와의 계에 심을 갖고 참여하는 민

주 가정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채정 외,2011,p.19)라고 진

술하고 있는데,이 내용을 통해 미국의 가정과교육의 방향성은 앞에서

언 한 조희 외 6인의 건강가정의 구성요소(조희 외,2014)에 제시

되어 있는 요소들과도 상응하고 있는 부분을 담고 있음을 악할 수 있

다.

한편,김 숙(2007)은 미국의 오 곤 주와 오하이오 주를 상으로 실

천 문제 심의 가정과 교육과정을 연구하 는데,오하이오 주의 가정

과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오하이오 주는 사회가 건강한 가족에 달려있다

고 보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은 개인을 성장시키고 교육하며,가치 을

형성시키고 행동의 기 을 습득하여 사회의 노동인력 자원을 제공한다고

1)장지연(2005)의 高等學生의 家政科 敎科에서 健康家庭에 한 敎育

要求度 家族 健康性.본문(p.10)의 Brown(1980)의 연구를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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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건강가정 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설명하 다.이러한 입장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의 가족 계에 해당하는 핵심코스 역에서도

"건강한 가족 계를 만드는 것에 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 문제 항목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김 숙,2007,p.61),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의 모듈(Modul) 하나로서 건강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고하 다(김 숙,2007,p.58).

2008년의 미국 가정과 교육과정 국가 기 의 내용 역은 16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그 역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채

정 외,2011),그 에서도 가족 분야 역에서 건강가정을 구 하기

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해당 역에 음 처리를 하여 보았

다:

① 가정,일,지역사회에서 주어진 다양한 역할의 통합

② 인간,경제,환경자원과 련된 일의 경 평가

③ 소비생활과 련된 일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실천의 통합

④ 유아,교육,서비스에 련된 일에 요구되는 기술,실천의 통합

⑤ 설비 리 유지와 련된 일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실천의 통

합

⑥ 개인과 사회의 복지와 련된 일에 가족과 가족의 향력 평가

⑦ 가족과 지역사회 서비스와 련된 일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실천

의 통합

⑧ 식품 생산과 서비스와 련된 일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실천의

통합

⑨ 식품 과학,식품 기술,식이요법, 양과 련된 일에 요구되는 지

식,기술,실천의 통합

⑩ 객, ,여가와 련된 일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실천의 통합

⑪ 주거,실내디자인,가구와 련된 일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실천

의 통합

⑫ 인간 성장과 발달에 향을 주는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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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가족,직장,지역사회에서 존 하고 배려하는 계 형성

⑭ 개인과 가족 복지를 강화하는 양과 건강

⑮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는 부모됨과 책무의 향 평가

⑯ 직물 의류와 련된 일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실천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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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과교육에서의 국제비교

가정과 교육 역 안에서 국제비교를 시도한 연구에는 교육과정을

심으로 학교 가정과 교육의 국제비교 연구(윤인경,1988,1990,1991)와

고등학교 가정과교육의 국제비교 연구한 사례가 있으며(윤인경,1989),

가정과 교육 방향의 재조명을 한 가정학의 철학 정립의 성을 강조

하여 교육과정의 국제 비교를 시도한 연구(유태명,1989)가 있었고,한

ㆍ미국 가정과 교과서 지도안을 통한 남녀 학생의 의생활 역 학습내

용과 학습방법 개발을 한 연구(이수희 외 1997)와 한국과 미국,캐나다

의 고등학교의 가정과 교육과정을 비교한 연구(최규옥,1990)와 한국과

미국의 가정과 교육과정과 성취기 을 비교 분석한 연구(권유진 외

2013),실천 문제 심으로 한ㆍ미 교육과정을 비교한 연구(김 숙 외

2007),한ㆍ미 학의 가정교육과 교과목을 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

(임일 외 1998),미국의 가정과 국가 기 과 4개 주의 교육과정을 비교

한 연구(김샛별,2011)가 있었으며,한ㆍ미 가정과 교과서를 심으로 청

소년의 임 워먼트 형성에 을 둔 '청소년의 자기이해'단원의 교육

내용 선정 구성을 연구한 학 논문 연구(서민지,2014)등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국과의 가정과 교육에 한 비교 연구에 있어서

는,한국과 국,일본의 등가정과 교육과정을 비교한 연구(홍문자,

1981),한국과 일본의 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한 비교연구(정옥림

외 1986)가 있으며,철학 ,사회 배경과 역사 인 변천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실과 가정과교육의 교육과정을 비교한 연구(박순자,2000)와

한국과 일본의 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녹색생활 교육

에 한 연구(장상옥 외 2011)등이 있다.그런데 이러한 국제 비교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육과정을 심으로 비교하고 분석하 다는 유사

을 찾을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에서도 고등학생을 교육 상

으로 실질 인 교육과정에서 교육매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 미

국의 가정과 교과서의 교과내용 자체에 을 맞추어 보다 충실하게 내

용을 살펴보고,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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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과 미국 가정과교과 교육과정의 운 과 편제의 특징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과정 가정과 교과서를 선정하

여 비교,분석하여 내용 차이를 검하고자 한다.그런데 이 내용 차

이는 편제와 운 의 차이로 소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가정과교육과정은 편제와 운 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간단하게 언 하고자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우리나라 가정과교육은 고등학교의

경우는 선택 심 교육과정으로 보통교과(기술ㆍ가정 교과군)와 문교

과(가사ㆍ실업)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다.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의 경우

102시간을 학습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과

목으로는 가정 과학이라는 심화교과서가 있다.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으로 기술ㆍ가정이 제 2외국어,한문,교양과

목들과 함께 생활ㆍ교양 군에 포함되어,4개의 교과 역을 16단 이수

하도록 편제되었고,수업시간을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집 배정하여 가

르치도록 하는 집 이수제를 확 하여 자율 인 학습활동을 학교별로

개하도록 하고 있다.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가정 과학 교과는 고

등학교 2,3학년에서 선택 으로 심화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채정 외,201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가정학의 학문 역인 의ㆍ식ㆍ주ㆍ아동ㆍ가

족ㆍ소비 등의 단원을 학생들의 생활을 심으로 통합 구성"하 고(채

정 외,2011,p.98),2009년 개정 교육과정 문서 체제는 2007년 개정보

다 그 체제가 더 상세화 되었다고 한다.

채정 외 4인은 미국의 교육과정에 하여 설명하 는데,미국은 주

단 로 교육에 한 결정이 이루어지고,주 교육성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안내서와 지침서 등을 보 하여 교사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이

러한 이유에서,실질 으로 미국 학교에서는 각 학교마다 교과목이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고,동종의 과목이라도 각각의 교사가 개설된 과목의

교육과정을 재량으로 개발하는 것이 보편 인 일이어서 이수 과목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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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운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 하고 있다.이

러한 교육 상황 가운데 미국은 1990년 에 와서 ‘목표 2000:미국교육개

법(Goals2000:EducateAmericaAct)’을 제정하 고,그 이후로는 국

가 수 의 교과별 교육과정 기 을 개발하기 시작하 는데,가정과 교과

의 경우 NASAFCS(NationalAssociationofStateAdministratorsof

Family& ConsumerSciences)에 의하여 1998년 처음으로 국가기 이

개발되었고,2008년에 와서는 제2차 국가기 이 개발되었다고 한다(채정

외,2011). 한 학교,일반계 고등학교,직업학교,종합학교가 각

주마다 다양하게 운 되고 있어 국가기 교육과정은 이 모든 교육체제

에서 융통성 있게 선별 으로 각 주나 교육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김 숙,2007).

2008년도에 제시한 가정과교육의 기 은 다양한 국제 사회에서 생

애에 걸쳐 삶과 일에 한 도 을 리해야 하는 개인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학생들에게 가족생활,직업생활,가정 련 직업을 비시

키는 국가(주,지역)수 의 로그램을 제공하는 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채정 외,2011).

한국과 미국의 교육과정의 구조 인 측면에 하여 권유진(2013)은 그

차이 을 설명하 는데,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목표와 교과의 핵심역량

을 제시하 고,미국의 경우는 목표 실 을 한 방법론으로서 실천

추론 과정과 과정 질문을 제시하고 언 하고 있는데,미국의 성취기 에

서 나타난 과정 질문은 사고(thinking),의사소통(communication),리더

십(leadership), 리(management)로 분류하고 내용 역별로 제시한 것

을 살펴 볼 수 있으며,각각의 과정 질문은 16개의 내용 역마다 개발

되고 내용기 에 따른 역량과 이와 련된 과정 질문도 개발하여 사용하

고 있음을 소개하 다.이러한 차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교과

서를 비교할 때에 가정과 교과서라는 분석 상 자체에만 을 두기로

하고 기술된 내용과 구성을 심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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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과 미국 교과서 발행 제도의 특징2)

교과서 발행 제도의 종류는 국제 으로 국정제,검정제,인정제,자유

발행제가 있다(<표Ⅱ-2>참조).김만곤(2003)이 분류하고 정의한 내용에

따르면,"국정제는 교과서 제작에 국가가 직 여하는 방식으로,교과

서를 국가 기 이 직 편찬하거나 특정 기 에 탁하여 편찬하는 제도

"로서, 한민국은 "국정의 도서를 특정 기 에 탁하여 연구ㆍ개발

형으로 편찬하고 있으며,일부 도서는 탁 기 을 공모하고 있다."한

편,검정제에 한 김만곤(2003)의 진술에 의지해 보면,"검정제는 교과

서 제작에 국가가 간 으로 여하는 방식으로,민간이 작한 교과서

를 국가 기 이 합한지에 한 여부를 검정한 후 합격된 도서라 하더

라도 부 합한 부분에 해서는 작자로 하여 수정하게 하는 제도이

다."

인정제에 해서 김만곤(2003)의 설명에 따르면,"교과서의 사용에 국

가가 여하는 방식이기는 하나,민간 작 도서에 해서 국가 기 이

사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제도이다."그런데 김만곤(2003)은 보고하기

를 한민국의 경우에,"방송통신고등학교 등 극히 일부의 도서만 교육

인 자원부에서 여하여 심사하고 부분의 도서에 해서는 인정권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탁하고 있으며,한 시ㆍ도에서 인정받은 도서는 다

른 시ㆍ도의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김만곤(2003)은 자유발행제에 해서 정의하고 평가하기를,

"자유 발행제는 국가가 교과서의 작이나 사용에 하여 여하지 않는

방식이나,국가 는 지방 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 기 에 따라 교과서

가 집필된다는 에서 제약이 없다는 의미의 자유 발행제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은 교과서 발행에 있어서 국정ㆍ검정ㆍ인정제도를 병행하고 있으

며,미국은 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김만곤(2003)에 의하면,"우리나라

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정제와 검ㆍ인정제를 병행하면서 국

2)김만곤(2003,p.11-p.19)의 교과서 제도의 황과 발 방향의 연구를 기 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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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 당 국 가

국정제 핀라드,필리핀

검정제 독일,오스트리아,노르웨이,이스라엘

인정제 미국,호주,벨기에,이탈리아,캐나다

자유 발행제 국,스웨덴,덴마크

검정ㆍ인정제 스페인,러시아

국정ㆍ검정제 국, 만,싱가포르,말 이시아

국정ㆍ자유 발행제 병행 뉴질랜드,스 스

국정ㆍ인정제 병행 라과이,인도네시아

인정ㆍ자유 발행제 병행 랑스

국정ㆍ검정ㆍ인정제 병행 한국,일본,멕시코

정도서를 이고 검ㆍ인정 도서를 확 하여 왔다"고 하고,"우리나라가

국정ㆍ검정ㆍ인정의 세 가지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

를 반 하는 다양한 교과서를 편찬하기 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상으로 사용된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들의 경우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술ㆍ가정 교과서 9종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가정 과학 교과서 2종으로서,모두 인정

도서에 해당한다. 한,본 연구의 분석 상으로 선정된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 5종도 모두 인정 도서에 해당하는데,김만곤(2003)에 의하면,미

국의 교과서 제도는 주 단 인정제로서,"주 단 로 일정한 차를 거

쳐 작성된 인정 교과서 목록을 보고 각 교구나 개별 학교에서 선정(채

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교과서의 양이 방 하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김만곤,2003).

<표 Ⅱ-2> 세계 각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

출처:김만곤(2003,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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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석 상 선정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 입수

② 분석내용 선정

-해당 역의 단원 선정

③ 분석기 과 분석틀 선정

-이론 배경을 통한 '분석기 '선정과 '분석틀'마련

④ 교육내용 구성 분석 비교

-서술된 내용의 분석 비교

④ 교육내용의 표 방식 분석 비교

-그림,삽화,활동과제 분석 비교

⑤ 내용 결과 분석을 한 분석 기 설정

-신뢰도 측정과 수정,보완

⑥ 분석결과 해석

-질 내용분석

⑦ 결론 정리와 교육 개선 제시

-공통 ,차이 ,시사 에 한 정리와 교육 ' 용의 틀'제안

Ⅲ.연구 방법

Holsti(1969)는 내용분석의 정의에 하여 구체 으로 기술된 메시지의

특징들을 객 이고도 체계 으로 분석함으로써 추론을 내리는 데 사용

하는 방법이라고 언 하고 있다(배 석,2001).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한

국의 교과서를 비교함에 있어서 분석틀을 기 으로 해당 내용의 질 인

내용 분석방법을 실시하 다.그리고 실질 인 교과 내용과 달 방법들

의 두드러진 차이 과 공통 을 구체 으로 진술하여 보고 이론

을 사용하여 해석해 보는 질 인 방법을 사용하 다.연구의 흐름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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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 상

1)분석 교과서

분석 상 교과서로 한국의 가정교과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

하여 집필된 선택 교과과정의 일반 교과인 고등학교 기술ㆍ가정 교과서

와 선택 교과과정의 심화 교과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가정 과학 교과서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고 한국검인정교과서 회를 통하여서 수집이 가능한

종의 고등학교 기술ㆍ가정(고1)9종과 종의 고등학교 가정 과학(고2,

3)교과서 2종을 입수하여 해당 역을 검토하 다.

미국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수시로 바 지 않고,큰 규

제를 받지 않고 출 되고 있는 실정이며,모든 종류의 교과서를 집하

기 어려운 면이 있다(서민지,2014).이러한 한계 아래,Family &

ConsumerSciences분야 한국과 유사하게 인간발달과 가족의 생활,

식생활,주생활 등 가정학 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

(comprehensive) 에서 10-12학년을 교육 상으로 선정한 최신 가정과

교과서 5종을 교과목 명칭 검색과 함께 입수가 가능한 가정과 교과서들

을 임의로 선정하 다.미국과 미국의 가정교과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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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번
과 명 출판사 자 연도

미

국

1
Applying 

Life Skills
AL

Glencoe/

McGraw-Hill

Eubanks& 

Kelly-Plat
2010

2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SL
Goodheart-

Willcox Co

Frances 

Baynor Parnell
2012

3

Preparing    

   for  Life     

  and Career 

PL
Goodheart-

Willcox Co

Louise A, 

Gentzler
2013

4
Managing 

Life Skills
ML

Glencoe/

McGraw-Hill

McGraw-Hill 

Education
2011

5

Life Skills   

   for the      

  21Century

LS
Pearson

Suzanne 

Weixel
2010

국

1
고등      

     ㆍ가
KH (주) 사 외  5인 2013

2
고등      

     ㆍ가
KS (주) 출판사 조강 외 11인 2013

3
고등      

     ㆍ가
DA 동아출판 철 외 15인 2013

4
고등      

     ㆍ가
MR (주)미래엔 이상 외  7인 2013

5
고등      

     ㆍ가
SY (주)삼양미 어 미 외  7인 2013

6
고등      

     ㆍ가
EO (주)이 북스 귀 외  5인 2013

7
고등      

     ㆍ가
JH (주)지 사 식외  7인 2013

8
고등      

     ㆍ가
CJT (주)천재 과 외  8인 2013

9
고등      

     ㆍ가
CJ1 (주)천재 이춘식외  9인 2013

1 가 과 CJ2 (주)천재 자외  4인 2015

2 가 과 SM 상 연구사 심 외  4인 2014

<표 Ⅲ-2>교과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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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교과서 명 분석 단원

한

국

고등학교
기술·가정

Ⅰ. 출산ㆍ고령사회와 가족

1.사랑과 결혼

2.부모됨과 자녀 돌

3.자립 인 노후생활

Ⅱ.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

1.건강 가정과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① 건강한 가족생활 문화

2.배려와 나눔의 의식주 생활

가정과학

Ⅰ.결혼과 가족생활

1.생애주기와 가족발달

① 생애주기와 발달과업

2)분석 단원

한국의 가정ㆍ기술 교과서에서는, 출산ㆍ고령 사회와 가족 장(章)에

서 사랑과 결혼,그리고 부모됨과 자녀 돌 단원과,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 장(章)에서 건강 가정과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단원의

건강한 가족생활 문화 부분을 분석할 것이고,가정 과학 교과서에서는

결혼과 가족생활 장(章)에서 생애주기와 가족발달,단원의 가족 발달 과

업과 가족 발달 지원 로그램 부분을,배우자 선택과 결혼 생활,가족

돌보기와 가족 복지 단원을 선정하여 분석하 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Family& ConsumerSciences분야

주로 10~12학년을 상으로 한 최신 교과서 5종에서 가족과 련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는 단원에서 가정의 기 (FamilyBasics)를 심으로 논

의 되고 있는 사회 안에서 가정들의 역할 검,가정에 향을 주는 요

인 분석,문화와 통의 역할 재고,가정의 형태 악,결혼에 한 사유,

부모됨에 한 사유,가정의 문제 해결 그리고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역을 심으로 비교 검토해 보았다.

<표 Ⅲ-3> 교과서 분석단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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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 발달 과업과

가족 발달 지원 로그램

2.배우자 선택과 결혼 생활

①성과 사랑

②배우자 선택과 결혼생활의 응

3.가족 돌보기와 가족 복지

① 다양한 가족공동체 돌보기

②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4.결혼과 가족생활 련 직업과 진로

미

국

Applying

LifeSkills

Ⅱ.ExploringCareers

5.EnteringtheWorldofWork

② YourNew Job

� BalanceWorkand

YourPersonalLife

-BalanceWorkandFamily

Ⅲ.BuildingRelationshipSkills

8.YouandYourPeers

② EnjoyingFriendships

� HangingOutWithFriends

-Dating

Ⅳ.RelatingtoFamilyandChildren

9.BuildingStrongFamilies

10.FamilyChallenges

12.UnderstandingParenting

Succeedingin

LifeandCareer

Ⅲ.Relationships

6.UnderstandingFamilies

7.StrengtheningFamilies

8.PersonalRelationships

② DevelopingFriendship

� Dating

� WhatisLove?

� ResponsibleRelationship

③ TheMarriageRelationship

Ⅳ.Parenting,ChildCare,andGuidance

9.ParentingRolesandResponsibilities

① Parenting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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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ingfor

LifeandCareer

Ι.YourDevelopmentandRelationships

2.YourFamily

3.YourFriends

③ Dating

Ⅲ.ManagingYourCareer

8.LearningAboutWork

② BalancingFamilyandWork

Ⅳ.UnderstandingChildrenandParenting

14.Parenting

Managing

LifeSkills

Ⅴ.PathwaystoCareerPaths

17.WorkandLifeBalance

② BalancingMultipleRoles

� ManagingMultipleRoles

� DevelopSupportSystem

-AtHome

Ⅵ.Relationships

19.YourFamily

21.DatingandMarriage

Ⅶ.ParentingandCaregivingSkills

25.ResponsibilitiesofParenthood

LifeSkillsfor

the21Century

Ι.SelfDiscovery

5.HealthyRelationships

② RelatingtoFamily

④ Dating

Ⅱ.HumanDevelopment

7.FamilyBasics

Ⅳ.CareerManagement

18.CareerSatisfaction

⑤ BalancingWork,Family,andFriends



-28-

2.분석 방법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의 교육내용과 달방법을 건강가정 으로 바

라보고 분석하 다.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필자는 건강가정의 구성요소

를 분석기 (조희 외,2014)로 하여 가족 련의 내용 단원에 해당하는

역을 질 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그 특징을 구체 으로 악해 보았

다.특히 청소년의 높이에서의 건강가정 만들기 교육 로젝트라는

을 염두에 두고,교과서의 내용구성과 내용요소,서술내용,사진과 삽

화,그리고 실천 인 활동과제 등에서 나타난 총체 인 특징의 분석결과

를 통해 한국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련 역 에 내용구성의 측면에

서 발견된 문제 을 악한 뒤,이에 한 개선 을 살펴보고 향후 발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분석결과에 하여 가정과 교육

박사학 과정 학생이며, 직가정교사인 문가 1인과 가족학 박사학

소지자이며, 직 교수인 문가 1인에게 논문의 내용을 검증 받았다.

1)교육내용 분석방법 설정

한ㆍ미 가정교과서를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건강가정의 의 시각에

서 바라 볼 때,각 국의 문화의 차이에 따라 그 차이 과 공통 이 어떠

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본 연구에서 사용할 교육내용 분석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먼 한ㆍ미 가정교과서의 내용구성을 악해 본 뒤,내용 요소들을

살펴보기 한 분석 방법으로 공통의 키워드와 색인을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가정과 교육 내용에서 가족에

련된 내용의 키워드와 색인을 심으로 가정과 교육의 내용요소를 모

두 추출한 후 공통 으로 빈출하는 내용요소를 하나로 취합하 다.이때

키워드는 단원을 구성하는 요한 소재나 재료를 의미하며 색인은 교과

서 마지막 장에 ㄱㄴㄷ(ABC)순서로 표기되어 있다(<표Ⅳ-7>참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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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작업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의 가정과 교과에서의 가족 련 내용이

어떠한 내용 요소들을 심으로 구성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구체 으로

알아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건강가정의 구성요소를 분석기 (조희 외,2014)으로 사

용하여 교과서에서 기술된 내용에 하여 구체 인 특징을 진술해 보고

각 국의 가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에 해 공통 과 차이 을 분석하

는 질 인 분석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 다.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가족 련 역의 내용이 보다

건강가정의 의 시각으로 보완되어지도록 분석결과를 통해 개선 을

모색하여 보았다.

2) 사진ㆍ삽화,활동과제에 한 분석방법 설정3)

한ㆍ미 가정교과서는 건강가정의 에서 교과의 내용을 청소년들에

게 어떻게 효과 인 방식으로 달하고 있는지에 해 분석해 보았다.

특히,이 부분의 비교 분석에서는 각 교과서에서의 내용 서술에 따른 삽

화와 사진 등의 보충자료와 학습 활동 과제를 비교 분석하 고,비교를

통해 발견된 특이 과 강조 사항에 한 진술 방식 등도 고찰해 보았다.

교육내용을 달함에 있어 표 방식에 한 분석은,건강가정 구성요소

(조희 외,2014)를 분석기 으로 사용하고,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한

ㆍ미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련 내용에서 본문과 련된 사진 삽화,

활동과제 만을 포함시켰다.이들을 분석함에 있어서는,질 분석의 방법

을 사용하 다.

최종 으로,한ㆍ미 가정과 교과서의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드러난

차이 에서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가 보다 발 인 방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표 방식이 있는지를 건강가정 에서 검해 보고,

이에 합한 개선 을 제시해 보았다.

3) 작권 문제로 실제 사진ㆍ삽화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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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논의

1.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련 교육

내용 분석

1)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련 교육 내용

구성

한국 가정과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가정생

활의 제(諸)분야에 따른 역과 단원별 주제의 분류를 공통 으로 제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하 단원 주제에 한 분류는 교과서

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등학교 기술ㆍ가정 교과서와 가정 과

학 교과서의 가정생활 분야의 내용 역과 기 은 공통된 내용 체계 안

에서 집필 되었다.본 연구에는 가정생활 역 ,가족 련의 내용을

심으로 분석하 다(부록1:표-1,2참조).

한국의 기술ㆍ가정 교과서의 가족 련의 내용에는 특징 인 내용으로

서,생물학 성(sex)에 한 내용,임신 의 생활에 한 숙지사항,출

산과 산후 조리에 한 숙지사항,신생아ㆍ 아 돌 에 한 숙지사항,

유아ㆍ아동 돌 에 한 숙지사항이 있고,건강한 가족의 의미와 특징과

양성평등하고 세 간의 조화를 이루는 가족 문화의 한 내용이 구성되

어 있고,심화과목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가정 과학 교과서의 가족 련

의 내용에는 가족 발달 과업과 가족 발달지원 로그램,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에 한 소개와,건강 가족 실천 방안,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 문제,가정 폭력,이혼에 련된 가족 복지에 하여 알아보는 내용

들이 기술ㆍ가정 교과서보다 비교 잘 다루어져 있다.

한편,10~12학년을 상으로 한 미국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는

NASAFCS(NationalAssociationofStateAdministratorsof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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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ciences)에 의해 국가 기 이 개발되어 있으나(채정 외,

2011)교과서 내용체제의 구성은 출 사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에서도 가족 련 내용 역을 포함하고 있는 단원은 가정의 기

(Family Basics)를 심으로 하는 가족들에 한 이해(Understanding

Families),가족 강화하기(StrengtheningFamilies),부모됨의 역할과 책

임감(ParentingRolesandResponsibilities),일과 가정의 조화(Balancing

WorkandFamily)에 해당하는 내용주제의 역들로 구성되어 있다.(부

록1:표-3참조).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내용 역은 주로 한국의 가정 과학 교과서

와 미국 가정과 교과서 모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가정 과학 교과

서에서는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소단원의 역할 갈등 해결 방안이라는 별

도의 소단원에서 소개하고 있고,기술ㆍ가정 교과서의 가정생활 역에

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한 문장 정도로 언 되거나 아주 드물게

건강한 가족생활 문화라는 소단원 안에서 그 내용을 선택 으로 다루고

있다.반면,미국의 가정교과서에서는 이 주제에 해 기술함에 있어서

몇 문장의 열거 수 으로 그치지 않고,가족 역 안에 별도의 소단원으

로 다루거나,직업에 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는 타 역 안에서도 가

족과 련한 별도의 소주제 단원을 설정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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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강가정 에서의 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먼 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련 단원에 해당하는

역에서 핵심용어와 색인을 심으로 양국(兩國)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으로 다루고 있는 교육내용 요소와 서술내용을 살펴본 뒤,건강가정

에서 양국의 가정과 교과에는 어떠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비교 분석을 해 조희 외 6인(2014)이 정리하여 제시한 건강

가정 구성요소의 다섯 가지 역을 분석기 으로 한ㆍ미 고등학교 가정

과 교과내용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비교ㆍ분석하 다.

① 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 내용요소 비교분석

한ㆍ미 가정교과서의 반 인 내용 요소를 살펴보기 한 분석 방법

으로서 한ㆍ미 가정과 교과서에서 키워드와 색인을 검출하여 공통 내용

요소를 악해 보는 방법을 사용하 다.이를 해 한국과 미국의 가정

과 교육 내용에서 가족 련 내용에 제시되고 있는 키워드와 색인으로부

터 가정과 교육의 내용요소들을 모두 추출한 후,공통 으로 빈출하는

내용요소들을 하나로 취합하여 교육주제별로 분류해 보았다.그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한ㆍ미 가정교과서에서 해당 단원에 제시된 키워드와 색인 심의 주

요 빈출 단어들은 한국과 미국 양국가의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요소들을 집약해 주고 있다.한국 가정과 교과서의 경우,아래

의 표에 속하지 못한 내용 요소들은 다른 표 의 방식들로 나타나거나

특별한 사례나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들로서 작은(개선된)결혼식,친 ,

폐백,남귀여가혼,이질혼,동질혼,무자녀 가족 등과 같았다.출 사 별

로 다양하게 제시된 사례들이 내용 요소를 이루고 있었으나 <표Ⅳ-1>에

제시된 빈출 내용 요소들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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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주제

역
공통 내용요소

한

국

사랑과

성,

배우자

선택,

결혼

성,성 자기 결정권 는 가치 ,양성평등,배우자 선택,이

성 교제,사랑,결혼,성숙한 사랑,이성 교제의 기능,사랑의 삼각

이론,결혼 비 교육,역할 분담 공유.

가족
건강가정,양성평등,세 간 조화,가족,가족 발달(생활)주기,

가정(가족)생활문화,생식 가족,다문화 가족,역할 분담 공유.

부모됨,

자녀

양육

부모 됨 는 부모됨의 의의,부모 교육,부모 역할,수정,임

신,풍진,임신 독증,루 ,태교,후산기,산후 우울증,이슬,

양수,개구기,태반,탯 ,산후 조리,오로, 유,신생아기,신생

아 황달, 아기,이유식,옹알이,유아기,아동기,애착,물활론

사고,가족계획,월경 주기,사정,착상,입덧,배란,태아의 성장(발

달)과정,피임 방법,콘돔,난 수술,정 수술,먹는(경구)피임약,

출산,출산(분만) 정일,출산 과정,양막,만출기,모유,산욕열,산

욕기,모로 반사,바빈스키 반사,빨기 반사,분리(격리)불안,자기

심 사고,보존개념,가역성 개념,상징 사고,사회 돌 (자녀),

돌 ,역할 분담 공유.

미

국

사랑과

성,

배우자

선택,

결혼

responsibility(책임감: individual, sexual), marriage(결혼),

maturity(성숙:emotional;정서 ), relationship( 계)(attitude;태도,

dating;데이트), dating(데이트), love(사랑), infatuation(반함),

sexuallytransmittedinfections(STIs;성병),abstinence( 제),teen

pregnancy(십 임신), decision making(의사결정about getting

married;결혼,sexualdecisions;성 자기결정력).

가족

family(가족),familybonds(가족 결속),single-parentfamily(한

부모 가족), foster family( 탁 가정), stepfamily(복합 가족),

stepparents(계부모),extendedfamily(확 가족), functionalfamily

(기능 가족),functionsoffamily(가족의 기능),nuclearfamily(핵

가족),adoptivefamily(입양 가족),dysfunctionalfamily(역기능

가족),blended family(혼합 가족),relationship( 계)(attitude;태도,

family;가족),sibling(형제자매:new familymembers,relationship),

siblingrivaly(형제자매 간 경쟁),familylifecycle(가족생활주기),

grief(슬픔),emptynest(빈둥지 시기),substanceabuse(약물남용),

cyclesofabuse(학 의 주기),abuse(학 ),physicalabuse(신체

<표Ⅳ-1> 가족 련 단원의 한ㆍ미 내용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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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drugabuse(마약 독),emotionalabuse(정서학 ),crisis(

기: health;건강, accidents;사고, skills for coping;처능력),

addiction( 독)(drug:약물),domesticviolence(가정폭력),support(지

원:from family,offriends,sourcesofgroups;가족,친구,단체로

부터의,emotional;정서 ),physicalneeds(신체 욕구),family

challenges(가족문제;coping with;처,death;사망,divorce;이혼,

financial crises;재정난, relocation;이주, remarriage;재혼,

unemployment;실직, violence;폭력), family types(가족의 종류),

alcoholism(알콜 독), alcoholic(알콜 독자), crime(범죄), family

assisting program(가족보조 로그램), unemployment(실직),

disasters(natural)(자연재해), tradition( 통: in strong families,

cultural;문화),values(가치:instilledbyfamilies;가족가치),culture

(문화: family;가족문화), discipline(훈련: crisis;어려움 family

problem;가족문제), family structure(가족구조: new family

members;새로운 가족 구성원 separation;별거),sharing(공유)(your

curture;문화,job;일).

부모됨,

자녀

양육

teenpregnancy(십 임신),socialization(사회화),support(지원:

from family,offriends,sourcesofgroups;가족,친구,단체로부터

의, emotional;정서 ), child neglect(아동유기; causes;요인,

emotional;정서 ,physical;신체 ),physicalneeds(신체 욕구),

nurture(양육),parenting(육아)(impactonlife;삶의 향 roles;역할,

readines;( 비),role modeling(역할모델:parents as;부모로서의),

prematurebabies(미숙아),decision making(의사결정abouthaving

children;가족계획),socialskills(사회 기능:learnedinfamily).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

balancingworkandfamily(challenges)(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priorities(우선순 :inmanaging multipleroles;다양한 역할에서),

sharing(공유;job;일).

*주 1:한국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요소들은 교과서 11종 4종 이상에서 빈출하는 내용요

소들을 제시하 고,그 에서 6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빈출하고 있는 공통 내용요소들은

진하게 처리하여 표시함.

  주 2: 미  가정과 과 에 는 과  전 5종  3종 이상에  빈출하는 공통 내 들로만  

     제시함.  



-35-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의 가족 련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요소에는

가족과 이성교제,결혼,사랑과 부모 됨의 의미,건강가정,가족생활주기,

부모의 역할,역할 분담 공유,다문화 가족,돌 ,결혼 비 교육 등

실질 인 가족생활에 있어서 나타나는 상과 유형들,필요한 정보 소개

등에 한 내용요소들이 심을 이루고 있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가정과 교과서에서 공통 으로 빈출되는 특징 인 내

용 요소에는 양성평등이라는 내용요소가 있었다.이것은 우리나라의 가

정 문화가 남성 심의 가부장 문화 속에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가운

데,한국의 가정 안에서 여성주의 시각에 입각한 실천이 실히 요청

되는 시 이기 때문에 보다 으로 부각되어지는 내용 요소라고 평

가 할 수 있다.이 내용요소 외에도 권 주의 유형(태도),민주 유형

(태도),슈퍼우먼 증후군(콤 스)과 같은 내용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었

는데,미국 가정과 교과에서는 이러한 내용 요소들을 부각시켜 다루지

않고 있었다.이것은 미국의 가정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양성평등 이

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 일 수 있다.이와 같은 내용 요소들은 건강가

정 구성요소 에 가족 계의 역에 속하는 민주 이고 양성평등한 가

족 계에 한 내용을 달하기 해 해당하는 내용요소이다.

한편,한국의 가정과 교과 내용에서는 세 간 조화라는 내용요소를

제시하여 부모와 자식,손자로 이어지는 세 안에서 가족의 통이나

생활 방식,가치 들을 공유하고 이해하자는 에 을 둔 독특한 내

용요소가 있으며,이 내용요소는 부부 심의 핵가족의 계를 넘어서서

친척과의 공동체 계를 시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가정문화를

반 한 한 내용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이 개념은 건강가정 구성요

소의 가정문화 역에서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가정문화 개념의 요소에 해당된다.

특별히 2009년 교육과정의 가정생활 역의 목표를 분석하여 발표한

채정 외(2011)에 따르면,한국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는 건강가정

에 의하여 으로 기술되었는데,그 직 인 교육 단원으로서

건강한 가족 문화에 한 내용 부분에서 건강가정의 개념이 거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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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으며,건강가정의 요소,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해당하는 내용요소들도 교과서마다 다양하게 선택 으로 수록되고 있었

다.건강가정의 개념은 건강가정 구성 요소의 가정 문화 역 에서 건

강한 가정생활문화의 유지 창조 부분에 가장 하게 해당하는 내용

요소이다.

이 외에도 가족의 형태에 해당하는 내용요소로서는 다문화 가족과 같

은 내용요소도 제시되어 있는데,이와 같은 내용요소는 기술ㆍ가정 교과

서보다 가정 과학 교과서에서 한부모 가족,복합(재혼)가족과 같이 다양

한 가족의 형태를 소개하는 다른 내용요소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다

양한 가족의 형태에 한 내용요소의 제시는 다양성의 수용에 한 내용

에 해당하므로 건강가정 구성요소에서 사회와의 계 역에서 건강한

시민의식의 의미 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주제에 해당하는

역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한 신체 변화와 증상을 서술한 생물학

역에 속한 내용요소들과 태아기에서부터 아동기까지의 발달 과정상의 특

징과 돌보기 방법에 속한 내용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이러한 내용요

소들은 한국 가정과 교과서가 미국 가정과 교과서와는 달리 부모됨과 자

녀양육의 내용주제 안에서 독특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요소들이기도 하

다.이 부분의 내용요소들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가정 역할 역 에

서 가정의 정보 수집 활용 차원의 합리 인 자원 리와 가정역할

역 에서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부분에 해당한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의 결혼과 가족 역 안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신체 변화와 증상과 태아의 발달과정에 하여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

며,신생아기에서부터 아동기에 이르는 발달 과정상의 특징과 돌보기 방

법에 하여서는 아동학의 역을 따로 구분하여 아동 돌보기라는 독자

인 내용으로서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반면,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임신에 한 언 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주로 성 계시에 우려되는 성

염병의 종류(sexuallytransmittedinfections;STIs)에 한 내용요소

를 으로 다루고 있으며,십 임신(teenpregnancy)이라는 내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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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시하여 그에 따르는 문제 상황들을 설명하고 기술하고 있는 특징

을 보여주고 있다.이와 같은 내용요소들은 가정 역할 역에서의 가정

의 정보 수집 활용 차원에서 합리 인 자원 리의 요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며,가정역할 역에서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부분에 한 방

인 차원의 내용과 연동될 수 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의 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요소들에는 가족,가

족생활주기,데이 (이성교제),사랑,반함 등의 의미들에 한 내용요소

의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한국 가정과 교과의 내용에서보다 좀 더

자세하게 가족의 유형(종류)이나 특별한 종류의 가족 구성원의 명칭에

한 내용요소들을 소개하고 다루고 있다, 를 들자면, 탁 가정(foster

family),계부모(stepparents),입양 가족(adoptivefamily)등이 이에 해당

하는데,이 내용요소들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한 제시를 통해 다양

성의 수용의 주제를 다루는 개념들이므로 건강가정 구성요소에서의 사회

와의 계 역에서 건강한 시민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며,한국 가정과

교과 내용에서 제시된 수 보다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1970년 미국사회는 높은 이혼율과 청소년 범죄,알코올

독이나 마약 독 등 각종 독의 문제와 가정 폭력과 같은 가족문제들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하면서 건강가족에 한 연구가

국가 인 과제로서 부상되었는데(윤경자 외,2009),이처럼 미국 사회가

보여 건강가족에 한 심과 연구의 노력이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 안

에서도 상당부분 반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미국의 가정과 교과

서에는 가정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역기능 가족(dysfunctional

family),약물남용(substanceabuse),학 의 주기(cyclesofabuse),학

(abuse),신체 학 (physicalabuse),마약 독(drugabuse),정서 학

(emotional abuse), 독(addiction; drug:약물),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폭력(violence),알콜 독(alcoholism),알콜 독자(alcoholic),

범죄(crime)와 같은 내용요소들을 요하게 다루고 있다.이와 같은 가

정 문제에 한 내용요소들의 다양한 제시와 그 해결책을 궁구해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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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교육 내용은,이러한 가정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가족 구성

원의 처 능력을 신장시켜 수 있다.이것은 가정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요소들은 건강가정 구성요소 안에서 가족 계 역 의 열린 화

의 필요성을 제기하며,가정 문화 역에 속한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의 과제를 실 하기 한 가정의 구체 인 처 능력을 함

양하는데 필요한 내용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한편,사망(death),이혼

(divorce),재정난(financialcrises),이주(relocation),재혼(remarriage),

실직(unemployment)등과 같은 가정의 기에 한 내용요소들도 한국

가정과 교과의 내용에서 보다 미국 가정과 교과 내용에서 더 깊이 있고

풍부하게 서술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이러한 내용요소들은 건강가

정 구성요소에 있어서 기본 토 역 의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에 한 구성요소의 요성과 함께 가족 계 역에

속한 열린 화,가정 역할 역 에 합리 인 자원 리,가정역할 역

에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부분,그리고 가정 문화 역 에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에 해당 하는 내용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parenting(육아)[impacton life(삶의 향);roles(역할);

readines( 비)], role modeling(역할모델)[parents as(부모로서의)],

nurture(양육)에 한 내용요소는 건강가정 구성요소 ,기본 토 의

역에서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생활의 구성요소,가정 역

할의 역에서 자녀의 성장 발달 지원,합리 인 자원 리,가족 역할 공

유에 해당하는 교육을 한 내용요소이며,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balancingworkandfamily)의 개념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에서 사회와의

계 역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미국 가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교육 내용요소들을 잘 살펴보면,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상황에 놓인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

나 환경 세계와 면하 을 때에 원활한 계를 맺고 소통해 갈 수 있도

록 구체 인 방법과 지식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모든

입장과 상황에 있어서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기본 토 의 역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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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문

제들,즉 가정 경제의 문제들을 더 심각하고 인 주제로 설정하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할과 문제들을 재고해 보도록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를 살펴보면,미국 가정과 교과서가 특징 으로

다루고 있는 가정 문제와 가정의 기에 해당하는 내용요소들이 가정 과

학 교과서에서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매우 빈약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을 발견할 수 있다.가정 문제의 내용요소들 학 는 가정폭력과

련된 가정 문제에 한 내용요소들과 이혼,실직,재정난과 같은 가정

기에 련된 내용요소들은 가정의 복지 실 차원에서 요한 내용요

소들이라 할 수 있으므로,한국 사회에서 빈번히 출 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 상황들을 토 로 이를 구체 으로 반 한 내용요소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가정과 교과에서 풍부하게 다루어 으로써 가정의 건강성 회복

을 도모하고,나아가 가정 문제를 미연에 방하는 효과를 창출해 필

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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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사랑과 성에 한 표 인 서술의 교과서(쪽)

한

국

사랑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

는 인간 정서 하나로,배우자를 선택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요소이다.

CJT(17),SM(32),

SY(13),JH(9),

KS(15),KH(12).

일반 으로 사랑에는 [그림Ⅰ-5: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

형]과 같이 친 감,열정,헌신의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CJT(17),SM(34),

SY(13),EO(16),

JH(9),KH(12).

성은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이성 간의 사랑을 발 시

키고,부부간의 유 감을 유지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며,

자녀 출산의 기능이라는 정 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CJ1(21),MR(17),

SY(15),SM(29),

DA(13),JH(10).

무 제한 혼 성 행 의 결과 성병이나 원하지 않는 임

신,미혼모 문제,낙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CJ1(21),KS(15),

JH(11),KH(12),

CJ2(26).

성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신 하게 단하고 행동하

며,상 방의 의사를 존 해 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CJ1(21),KS(15),

JH(11),DA(14),

CJ2(29),MR(17).

미 Infatuationisanintense,short-lived,andsometimes SL(187),PL(71),

② 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 서술내용 비교분석

한국과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가족 련 역의 교육 내용이 어떠

한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는지 그 경향성을 살펴보고,건강가정 을

용하여 비교분석하 다.서술 내용의 범 는 교과서의 본문 내용과 보

충자료에 실린 내용,사진,삽화에 한 참고 설명 등 교과서 내에서 해

당 주제를 해 기술된 모든 설명들을 체 인 범 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서술 내용 문장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생애 주기에서의 발

달 과업과 태아기,신생아기, 유아기,아동기의 신체 발달,돌보기 방법

등을 서술한 부분,노년기에 해당하는 단원은 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별도의 단원으로 다루므로 이를 제외하 다.그리고 임신의 성립 과정,

태아의 발달과 출산 과정 등의 주제를 다루는 역도 미국 가정과 교과

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역이 아니므로 제외하 다.본 연구에서 부모됨

과 자녀 양육 역은 주로 가족계획 시 고려 사항,부모됨의 의의,부모

역할 등의 내용이 서술된 부분에 하여 을 두고 분석하 다.

<표Ⅳ-2> 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서술의 표 인

(‘사랑과 성’주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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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irrationalpassion. ML(418).

Infatuatedpeoplearedrawnbyphysicalattractionand

othersurfacequalitiestheymayfindappealing,andthey

ignore characteristics or behaviors that might cause

problems.

SL(187),PL(71),

ML(418).

Realloveispatientandunselfish.
PL(71),LS(150),

SL(191).

Itisnormaltoexperiencesexualdesires,butitis

importanttothinkthroughhow youfeelabouthavinga

sexualrelationship.

SL(416),PL(71),

ML(189).

Havingababymaybesomethingtolookforwardto

asanadult,butithasthepotentialtodisruptateen's

life.Teensmayhavetodelayorabandonlifegoalsif

theymustassumeresponsibilityforababy.

SL(416),PL(71),

ML(415).

Someteenslosetherespectoftheirfriends,andmay

havetofaceparentaldisappointment.

PL(72),ML(415),

AL(282).

Becauseraising children issocostly,itisdoubtful

thatateenisfinanciallyreadytobecomeaparent.Most

teenswhoworkhavepart-timejobs.

AL(282),PL(72),

ML(506).

Withoutahighschooldiploma,teenmayonlybeable

toworkatlow-payingjobs.

AL(282),PL(72),

ML(506).

Babiesofyoungermothersaremoreoftenbornwith

low birth weightsorbirth defects.Teen mothersalso

have more miscarriages and stillbirths,meaning their

babieshavediedbeforebirth.

PL(72),ML(506),

AL(282).

A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STI)isa disease

spreadthroughsexualcontact.

SL(415),LS(97),

ML(188),

SomeSTIsarelifethreatening.
SL(415),PL(72),

ML(188).

Figure 21.1 lists and describes common STIs

(Chlamydia,Genitalherpes,Genitalwarts,Gonorrhea,

HepatitisB,Syphilis,HIV/AIDS)

SL(416),PL(73),

ML(189).

Sexualabstinence is a choice to refrain from the

sexualintercourseuntilmarriage.

SL(416),PL(74),

ML(188).

Thechoicenottoengageinsexualactivityiseasier

when you talk to your dating partner about your

decision.

SL(189),PL(74),

ML(417).

Refusalskillsstartwithafirm senseofwhoyouare

and whatisimportanttoyou,and thisgiveyou the

confidence and assertiveness to communicate your

wishes.

SL(189),PL(74),

ML(417).

Donotspendtimealonetogetherin eitherofyour

homeswhennoonelseisthere.

SL(189),PL(74),

ML(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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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Ⅳ-2>는 사랑과 성에 한 내용 역의 표 인 서술 내

용을 정리한 것이다.먼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서술되고 있는 사랑

과 성에 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사랑의 의미에 한 설명과 함께

사랑의 세 가지 요소(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는 친 감,열정,헌신으

로 이루어짐을 이야기 하고 사랑의 특성에 하여 삼각형 모형과 함께

설명을 개하고 있는 것이 공통 인 교과내용 서술의 특징이다.성에

하여서는 그 의미와 기능, 는 역할에 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무

제한 혼 성 행 의 결과로서 미혼모 문제,낙태,성폭력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책임 있는 성 자기 결정권을 가

지고 성숙하게 행동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사랑의 의미를 서술하기에 앞서 반함의

의미와 속성이 사랑의 의미와 속성에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

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인내하고

이기 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 성 인 욕망이 일어나는 경험은 매우 일반 인 것이나,실질 인

성 계를 갖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신의 경험은 두 이성 모두의 미래를 변경시킬 수

있고,실제로 성 계를 갖는 것은 생물학 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이처럼,성 계로 인하여

우려되는 십 임신의 문제 상황들을 심각한 주제로 부각시켜 교육내용

을 개하고 있다.십 임신으로 인하여 청소년은 육아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그들은 삶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할 것

이고,친구와 부모님의 실망에 직면해야 하며,자녀 양육의 책임으로 인

해 남겨진 미래가 당 잡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고 다른 청소년들처

럼 일반 인 활동들을 할 수 없음에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여,그

심각성을 요한 문제로 다루고 기술하는 공통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 무엇보다도 십 임신의 당사자들은 부분 낮은 보수를 받는 일

외에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교육 정도의 미흡으로 인해 경제 인 어

려움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십 임신으로 인하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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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산모는 미성숙 하거나 결함이 있는 태아와 사산아를 출산할 가능성

이 있으며,유산의 험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 인 서술

의 내용은 성병(sexuallytransmittedinfections;STIs)에 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성병(STIs)은 성 계로 인하여 심각하게 염되는 질병으로

서 어떤 종류의 성병(STIs)들은 생명을 하는 수 에 이르기까지 매

우 치명 이라고 강조하고 그 자세한 병명과 증상,치료와 처리 방법에

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담은 도표의 제시와 함께 그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

와 같은 문제들을 언 하면서 결혼 까지 성 인 제(Sexual

abstinence)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조 하기 힘든 상황을 피하

고,아무도 없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말며,이성의 상 에게 성

인 행동에 연 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화할 수 있는 거부의 기술

(Refusalskills)에 해서도 구체 인 방법을 제시하고 헤어짐(breaking

up)에 한 내용도 서술하고 있는데,이와 같은 내용들은 실천 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교육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한국과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 모두는 공

통 으로 사랑과 성이라는 내용주제에 하여 그 의미와 속성에 하여

서술하고,성 계시 우려되는 결과에 하여 언 하면서 책임 있는 성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함을 공통 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성 계시 우려되는 문제 상황의 결과에 한 부분

과 책임성 있는 성 자기 결정권에 한 서술에 있어서 그 요함을 언

하고 있으나 구체 인 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좀 더 실 인 문제

의식과 용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 비

하여 아쉬운 부분이다.이에 반해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의 교육내용

의 서술은 좀 더 구체 으로 청소년들과 직 으로 연 되어 사회문제

와 가정문제로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십 임신에 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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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배우자의 선택에 한 표 인 서술의 교과서(쪽)

한

국

이성교제는 자신에게 알맞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다.

CJT(16),SM(38),

SY(19),EO(17),

MR(19),CJ1(30).

요즘은 본인의 배우자 선택 의사가 더욱 요하다고

여겨지면서 이성 교제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 으로 여겨지고 있다.

SM(36),SY(19),

EO(20),CJT(16),

MR(19),CJ1(30).

이성 교제는 상 방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서로의 인격 성숙에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생각하여 건

CJT(16),SM(36),

MR(19),CJ1(30),

십 임신에 한 미국의 가정과 교육내용 주제는 사랑과 성에 해당하

는 역이나,동시에 부모됨과 자녀 양육 역 내에서 선택 으로 다루

고 있는 교육내용이기도 하다.이러한 내용들은 건강가정 에서 볼

때에 십 임신의 결과로 인하여 우려되는 경제 인 문제들을 언 함으

로써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기본토 역인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에 해당하는 요소에 하여 그 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십 임신으로 인하여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험을 자세히 서술

함으로써 건강가정 구성요소 내의 가정 역할의 역에서 자녀의 성장 발

달 지원의 요소로서 경고와 방 차원의 정보를 제공해 다.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십 임신과 같은 내용의 처럼,한국 가정

과 교과서에서도 사랑과 성의 역이나 부모됨과 자녀 양육과 같은 역

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실제 인 문제 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

정하고,이에 한 서술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병(STIs)에 한 자세한 설명과 경고는 정보제공의 형태로 청소년들

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내용으로서 다소 생소한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잘못된 성 계로 인하여 청소년의 건강문제와 련해 심각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이와 같은 내용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가

정 역할 역에서 가정의 정보 수집 활용의 차원으로서 합리 인 자

원 리의 구성요소의 부분에 해당된다.

<표Ⅳ-3> 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서술의 표 인

(‘배우자의 선택’주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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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KH(15),KS(17).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건강한 가족 형성과 행복한

결혼 생활의 출발 이 되므로 신 하게 결정해야 한다.

CJT(15),SM(35),

EO(20),CJ1(30),

DA(15),KH(15).

배우자 선택에 한 충분한 사 지식을 가지고 신

하고 성숙한 태도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요하다.

SM(35),CJT(15),

CJ1(30),KH(13).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사랑,건강,외모,경제 능

력,가치 ,부모와 가족의 연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

하여 신 하게 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SY(19),SM(37),

CJ1(30),EO(21),

CJT(18),KH(15).

다양한 기 들의 여과망을 통해 배우자의 상이 좁

지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

[그림Ⅰ-7: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DA(16),SY(19),

JH(16),CJ2(31),

CJ1(30).

미

국

Throughdating,peoplelearnhow togiveandtake

inpersonalrelationships.

SL(185),LS(94),

ML(413),

Groupdating makesiteasiertofeelcomfortable

withpeopleyoumayeventuallywanttodate.

SL(185),PL(69),

ML(413).

Casualdating,also called random dating,allows

peopletodatemorethanonepersonatatime.

SL(185),LS(95),

SL(185)

<표 Ⅳ-3>는 배우자의 선택에 한 내용 역의 표 인 서술의

이다.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서술되고 있는 배우자의 선택에 한 교

육 내용을 보면,먼 이성교제에 한 정의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성교

제는 자신에게 알맞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며,

요즘은 본인의 배우자 선택 의사가 더욱 요하다고 여겨지면서 이성 교

제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 으로 여

겨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 이성교제는 상 방과의 만남을 통하

여 서로 알아가고,서로의 인격 성숙에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생각하며

건 한 교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 하고 있다.

배우자 선택에 하여서는 건강한 가족 형성과 행복한 결혼 생활의 출

발 이 되므로 충분한 사 지식을 가지고 신 하게 결정해야 하며,배

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사랑,건강,외모,경제 능력,가치 ,부모와 가

족의 연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신 하게 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고 서술하고,다양한 기 들의 여과망을 통해 배우자의 상이 좁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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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는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에 하

여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는 데이 을 통하여 사람은 인간 계의 주고

받음에 한 방법을 익히고 서로에 하여 알아간다고 서술하면서,데이

의 유형으로는 그룹 데이 (groupdating)과 즉석 데이 ( 는 격식

없는,편안한,임의의;casualdating)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

한ㆍ미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모두 공통 으로 이성교제에 하여

는 데이 에 하여 상 방과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고,서로의

인격 성숙에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써 건 한 교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 언 하고 있다.

배우자 선택에 하여서도 모두 건강한 가족 형성과 행복한 결혼 생

활의 출발 이 되므로 충분한 사 지식을 가지고 신 하게 결정해야 하

며,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사랑,건강,외모,경제 능력,가치 ,부모

와 가족의 연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신 하게 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공통 인 서술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배우자 선택에 한 내용은 체 으로 유

사하고 공통된 시와 함께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출 사별로 데이 에 한 가족의 규칙,혼인에

한 법이나 결혼에 한 종교 인 ,십 결혼에 한 내용을 선택

으로 서술하고 있고,다수의 교과서가 데이 의 유형에 하여 열거하면

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약혼이라는 결혼의 비 기간을 주제로

하여 배우자 선택의 문제에 해 신 해야 할 것임을 선택 으로 서술하

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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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결혼에 한 표 인 서술의 교과서(쪽)

한

국

부분의 사람에게 결혼은 일생을 통하여 경험하는 가

장 요한 사건 하나이며 진정한 성인으로 출발하는

인생의 요한 환 이다.

CJT(15),EO(20),

SM(35),CJ1(16),

CJT(21).

결혼이란,두 사람의 남녀가 경제 ,사회 ,성 으로

서로 결합하는 것이며,새로운 가정을 형성하여 법 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KH(17),KS(19),

SM(37),SY(21),

DA(18),CJT(20).

결혼은 가족 구성원에게 정서 인 안정과 행복을 제공

하고,사회 으로는 노동력의 재생산,문화 계승,성 질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요한 의의를 가진다.

KH(17),JH(17),

KS(19),CJ1(16),

DA(18),CJT(21).

결혼을 하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가장 요한

것은 자신과 결혼할 상 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고,배

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미래 생활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을

소 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KS(19),DA(19),

CJ1(17),SY(22),

KH(18),CJT(21).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가기 해서는 결혼에

한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신체 ,사

회 ,경제 ,정신 ,정서 비가 필요하다.

KS(19),DA(19),

CJ1(23),JH(18),

CJT(23).EO(25).

결혼은 결혼식을 통해 사회 으로 인정받은 후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완성된다.

JH(20),DA(18),

CJ1(23),KS(20),

SY(21),CJT(22).

지나친 낭비나 허례허식을 삼가고,두 사람의 능력과

여건에 맞추어 하게 비하며,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결혼식을 하도록 한다.

CJ1(23),JH(20),

KS(20),SY(24),

CJT(28).EO(26).

결혼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부부가 결혼으

로 생기는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력하여 잘 수행해

나갈 때 비로소 행복을 이룰 수 있다.

DA(19),KS(19),

SY(22),KH(17),

CJT(24),EO(24).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결합하

는 것이므로,서로에 한 이해와 응이 필요하다.

KH(20),JH(22),

KS(24),CJ2(34),

SM(38),SY(26).

부부사이의 갈등을 방하고,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한 가장 민주 이고 효과 인 해결 방식은 의사소통이다.

CJT(25),CJ1(27),

JH(22),KS(25),

SY(27),KH(20).

오늘날 인권 의식과 여성 교육 수 이 향상되고 여성

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양성평등한 가치 이 확산되

고 있다.

DA(22),CJ1(28),

KH(20).

부부가 양성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요구되 DA(22),CJ1(28),

<표Ⅳ-4> 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서술의 표 인

(‘결혼’주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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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수행할 때 더욱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CJT(26),EO(26).

미

국

Marriage doesn't work if both people aren't

emotionally mature enough to putaside their own

individualwantsforthegoodoftherelationshipand

thegoodoftheotherperson.

LS(149),ML(425),

SL(194).

Whenaconflictarisesinamarriage,anemotionally

maturecoupledealswithit.
SL(194),LS(149).

Anymarriagewillhavegoodtimesandbadtimes. SL(198),ML(423).

Evenformatureadults,marriagepresentsenormous

challenges.Forteens,theproblemscanbeevenmore

difficult.

ML(424),SL(195).

One of the keys to a strong marriage is

communication.

Partnerswhoexpresstheirfeelings,discussissues,

and make decisions together willhave a happier

relationship.

ML(423),SL(198).

Aboveall,thecouplemustbecommittedtomaking

themarriagework.

ML(424),SL(198),

LS(149).

<표 Ⅳ-4>은 결혼에 한 내용 역의 표 인 서술의 를 정리한

것이다.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결혼에 하여,일생을 통하여 경험

하는 가장 요한 사건 하나이며 진정한 성인으로 출발하는 인생의

요한 환 이라고 서술하고 결혼의 의미에 하여서는 두 사람의 남

녀가 경제 ,사회 ,성 으로 서로 결합하는 것이며,새로운 가정을 형

성하여 법 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정의한다.결혼은 가족 구성원에게 정

서 인 안정과 행복을 제공하고,사회 으로는 노동력의 재생산,문화 계

승,성 질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서술하고 있

다. 한 결혼의 동기로서 가장 요한 것은 자신과 결혼할 상 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어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미래 생활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을 소 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결혼은 결혼식을 통해 사회 으로 인정받은 후 혼인 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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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완성되고,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가기 해서는 여러 가

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신체 ,사회 ,경제 ,정신 ,정서

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결혼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부부가 결혼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력하여 잘 수행해 나갈 때 비로소 행복을 이

룰 수 있다고 언 하고 있고,부부사이의 갈등을 방하고,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한 가장 민주 이고 효과 인 해결 방식은 의사소통임을 주

장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와 다르게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독특하게 표 되는 내용이 있는데,지나친 낭비나 허례허식의 결혼식을

삼가고,두 사람의 능력과 여건에 맞추어 하게 비해야 한다고 서

술하고 있는 내용이 출 사별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결

혼식 문화에 아직까지도 형식과 사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례들

을 흔히 목격할 수 있음에 기인하여,가족 문화 형성을 유도하고 계몽하

여 바람직한 결혼식 문화를 실천하기 한 의도에서 이와 같은 서술의

내용을 언 하고 있다.이것은 건강가정 구성요소 에서 가정 역할

역에 속한 합리 인 자원 리에 한 요소와 가정 문화 역에서 가정의

례와 문화에 련된 양식과 형태에 한 내용으로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

의 유지 창조의 요소에 부합된 내용에 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결혼에 련한 독특한 서술인데,“부부가 서로 양

성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요구되는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함

으로써 더욱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서술이 이에

해당된다.이와 같은 서술은 건강가정 구성요소 에서 가족 계 역에

속한 민주 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계의 요소를 강조한 사례의 가 된

다고 하겠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의 결혼에 한 서술 표 은 체 으로 다

음과 같았다.모든 결혼 생활에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함께 있을 것이

며(Anymarriagewillhavegoodtimesandbadtimes),성숙한 성인이

라 할지라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큰 난제들이 있고,십 들에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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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더욱 어려울 수가 있다(Even formatureadults,marriage

presentsenormouschallenges.Forteens,theproblemscanbeeven

moredifficult)고 견한다.그리고 건강한 결혼 생활의 열쇠는 화이

며,부부는 서로 자기의 느낌을 표 하고,문제를 함께 토론해 가며 함께

의논할 때에 비로소 더 행복한 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이 외에도 출 사 별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단속 인 사랑

(intermittencyoflove;간헐 인,일시 으로 멈추는)의 감정이 있을 수

있으며,결혼 생활의 실패에 한 상황이나 독신 생활과 같은 내용을 선

택 으로 담고 있어 결혼이라는 주제에 하여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한ㆍ미 가정과 교과서에서 공통 으로 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은

건강가정 에서 볼 때에 가족 계 역에서의 열린 화에 한 요소

와 가정 역할 역에서의 가족 역할 공유의 요소 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에 한 주제 역의 분석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

는 특이사항은,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의외로 결혼에 한 의미나

의의에 하여 한국 교과서가 보여주는 수 과 같이 풍부한 서술의 분량

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었다.거의 모든 교과서들의 내용은 결

혼의 의미에 하여 간단한 한 문장으로 서술을 시작하거나,결혼의 법

인 요건과 결혼의 성립 요건,건강한 결혼 생활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내용을 개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이것은 결

혼이라는 주제 자체가 그 의미에 한 단순한 이해라는 목 을 넘어서서

결혼 생활의 유지라는 문제에 집 하고 있으며,결혼생활의 유지에 실제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의 요성을 더 크게 여기고 있다는

이 표출된 것이다.

조희 외 6인(2014)이 이해한 스티넷(Stinnett)과 사우어(Sauer,1971)

에 따르면,건강한 가정의 구성요소는 "애정과 감사에 한 표 능력,

가족원들이 함께 시간 보내기,가족에 몰입하는 정도ㆍ책임감, 정 의

사소통 능력,종교 태도,문제나 기에 처하는 능력"(조희 외,

2014,p.33)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결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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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가족에 한 표 인 서술의 교과서(쪽)

한

국

가족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큰 향을 미치는 1차

집단이자,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기본 인 공동체이다.

KS(13),MR(13),

EO(13),KH(11),

CJT(13).

건강한 가족 형성을 통해 사회의 건강과 발 을 기

할 수 있다.

DA(79),KS(13),

MR(13),CJ1(15),

CJT(14),KH(81).

가족문화란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 규범이나 의식,생활

태도,가치 등이 독특한 의식이나 행동을 통해 나타나

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SY(91),CJT(84),

DA(79),JH(81),

KS(87),CJ1(87).

효와 조상 숭배를 요하게 여기는 가족 심의 문화

SY(92),JH(81),

DA(81),MR(92),

CJ1(87).EO(89).

가족 간의 유 를 시했던 통과 의례

SY(92),JH(81),

DA(81),MR(93),

CJ1(87),EO(90).

농사력에 따른 가족 심의 명 과 세시 풍속 SY(92),JH(81),

내용 역에는 본 연구의 분석기 (조희 외,2014)을 벗어나는 애정과

감사에 한 표 능력,책임감,문제나 기에 처하는 능력을 요한

으로 설정하고 서술하고 있는 내용 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정과 교과서는 결혼에 한 의미나 의의에 한 서술 분량

이 풍부하다는 장 을 갖고 있다.하지만 결혼의 본래 인 의미와 의의

를 유지할 수 있는 가치 의 형성을 돕기 한 문제나 기에 처하는

능력을 요한 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동시에 결혼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경제 ,정서 ,신체 ,사회 ,법 요소의 나열만이

아니라,이에 한 상황 시를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부연 설명을 첨가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이와 함께 건강한 결혼 생활 만들기를 해 필

요한 다양한 결혼 생활의 문제들에 한 소개와 더불어 구체 으로 도움

을 수 있는 문제나 기에 처하는 방안 등에 한 보충 설명의 제

시가 필요하다.

<표Ⅳ-5> 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서술의 표 인

(‘가족’주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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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81),MR(93),

CJ1(87),EO(90).

오늘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가족의 의

미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넓은 의미로 확 되고,가족의

기능,형태 등도 변화하고 있다.

EO(90),CJT(84),

JH(82),SY(93),

CJT(87).

양성평등한 가족이란,남녀의 성 구분 없이 가족 구성

원들이 평등하고 합리 인 역할분담으로 민주 인 계를

이루는 가족을 말한다.

KH(84),CJ1(88),

DA(82),SY(106),

MR(93),KS(88).

세 간의 조화는 건강한 가정의 유지뿐만 아니라,건

강한 사회를 만드는 요한 요인이 된다.

CJT(87),KH(85),

CJ1(88),SY(99).

건강 가정은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나와 가

족이 의식 으로[그림Ⅱ-3]과 같은 건강 가정의 요소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다.

CJ1(85),JH(86),

MR(95),KH(82),

SY(103),MR(93).

한 부모 가족,재혼 가족,입양 가족,무자녀 가족,조

손 가족,노인 가족,분거 가족,다문화 가족,1인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MR(91),JH(82),

CJ1(90),SY(93),

CJ2(38~40),

SM(41~45).

미

국

Everycountryintheworldcontainsfamilyunitsof

someform.Whatmakesupafamilyunit,howevercan

vary.

PL(31),SL(133),

LS(144).

A family'sethnicity(thatisculturalandracialback

ground)and nationalorigin (country theirancestors

livedin)candeterminesomeofitstraditions.

LS(143),SL(139),

PL(33).

Familiesprovidethephysical,emotional,socialand

moralsupporttheirmembersneedtogrow anddevelop

intoindependent,well-adjustedadults.

AL(205),

ML(373),

LS(138).

A physicalneedissomethingthatyourbodymust

havetofunction,orwork,properly.

AL(205),PL(32),

ML(373).

Families purchase the food,clothing,and shelter

neededforsurvival.

AL(205),PL(32),

ML(373).

Familymembersprovideeachotherwithloveand

affection.

AL(205),PL(32),

LS(139).

Familiesoften bestprovidetheemotionalsupport

neededforitsmembers.

AL(205),PL(32),

SL(135).

Socializationmeansthatfamiliesteachtheirchildren

aboutthecultureofthesocietyinwhichtheylive.

AL(205),PL(32),

SL(135).

They learn which oftheiractionsareacceptable,

which actions are notacceptable,and discover the

AL(205),PL(32),

LS(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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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ies they have to the world around

themselves.

Theybelieveinoneanother,supportingeachother's

goalandcelebratingachievements.

AL(205),PL(32),

ML(378).

Familiesalsohelpeachotherthroughdifficulttimes.
AL(205),PL(32),

ML(378).

As society changes,differentfamily types often

form.(Thenuclearfamily,thesingle-parentfamily,the

stepfamily,theextendedfamily,theadoptedfamily,

thefosterfamily,thechildlessfamily).

PL(33),SL(138),

ML(373).

Eachmemberofafamilyhasspecialrolestoplay.
SL(133),PL(35),

AL(212).

Youareexpectedtofulfillcertainresponsibilitiesas

aresultofaassignedroles.

SL(134),PL(35),

AL(212).

Inafunctionalfamily,eachmembercontributesto

the family unitby fulfilling his or h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SL(151),PL(36),

AL(212).

Whilefamilystructuresvary,itsstructureincludes

basic stages ofgrowth and developmentcalled the

familylifecycle.

SL(143),PL(41),

ML(375),AL(209).

Divorcecreatesmanychangesformanypeople.

theyhavetogothroughthelegalprocessofending

their marriage. They have to set up separate

households.This means changing their budgetand

usuallyleadingsimpler,lesscostlylifestyles.

SL(145),ML(385),

PL(47).

Children may feeltorn between parents who are

goingthroughaseparationordivorce.

AL(234),PL(46),

ML(385).

Buildingfamilystrengths:

• Haveapositiveattitudeaboutlifeandfamily

• Arrangetospendtimetogether

• Show appreciationandloveforoneanother

• Sharebeliefs,values,andgoals

• Staycommittedtooneanother

• Show considerationandrespectforoneanother

• Betolerantandforgiving

• Sharetraditionsandfamilyhistory

• Taketimeforlaughterandplay

AL(218),SL(152),

ML(377).

Changes in circumstances- (moving, financial AL(227),PL(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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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unemployment, health problems, natural

disasters,homelessness)
SL(164).

A family'sfinancialsituationcanchangesuddenlyif

amainproviderbecomesunemployed.

AL(230),PL(45),

SL(167).

Familieswhobandtogetherandsupportoneanother

canusuallyfindwaystoworkthroughthecrisis.

AL(230),SL(167),

ML(387).

Manyfamiliesfacefinancialdifficultiesfrom timeto

time.Therewillbelessfearandtensionifeveryone

workstogethertosolvethecrisis.

PL(45),AL(228),

ML(385).

Whenonefamilymemberisphysicallyormentally

unwell,thewholefamilyexperiencesworryandstress.

Allofthisfinancialandemotionalstresscancause

feelingsofangerandresentmentinfamilymembers.

AL(230),SL(171),

ML(385),PL(48)

Communicationandcooperationcanhelpfamilies

dealwithhealthproblems.

AL(230),SL(171),

ML(385),PL(48).

Familiesallovertheworld havebeen victimsof

naturaldisasters.

SL(164),AL(231),

ML(386).

Changesin family structure(new family members-

new siblings,grandparents,stepparents,extendedstays,

teenagepregnancy),(separation and divorce),(death-

suicide)

AL(232),PL(48),

SL(145).

Abuseandaddictioninthefamily

addiction-(alcoholism,drugaddiction,crime)

violence in the home- (emotionalabuse,physical

abuse,cyclesofabuse)

AL(238),PL(50),

ML(386).

Typesofemotionalabuse:treats,rejection,isolation,

corruption

SL(168),AL(242),

ML(386).

Typesofphysicalabuse:physicalinjuries,sexual

abuse,

SL(168),PL(51),

AL(242),ML(386)

Sourcesofhelp:sometimesfamiliesneedhelpfrom

othersourcestocopewithacrisis.

• Extendedfamily

• Trustedadultsoutsidethefamily

• Friends

• Supportgroups

• Communityorganizationsandagencies

• Law enforcementagencies

ML(387), PL(52),

AL(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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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은 가족에 한 내용 역에서의 표 인 서술의 를 정

리한 것이다.가족에 한 역에서는 한ㆍ미 가정과 교과서는 모두 풍

부하고 다양한 소재의 내용들을 주제로 하여 그 내용을 개하고 있었

다.

먼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가족에 하여 정의하고 있는데,가

족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큰 향을 미치는 일차 집단이자,사회를 유

지시켜 주는 기본 인 공동체라고 언 하고 건강한 가족 형성을 통해 사

회의 건강과 발 을 기 할 수 있다고 하며 본문을 시작한다.그리고 가

족문화에 하여 서술하는데,가족문화란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 규범이

나 의식,생활 태도,가치 등이 독특한 의식이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출 사 별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차

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 통을 표본으로 하여,우리나라의

가족 문화는 효와 조상 숭배를 요하게 여기는 가족 심의 문화이며,

가족 간의 유 를 시했던 통과 의례가 있으며,농사력에 따른 가족

심의 명 과 세시 풍속과 같은 고유한 가족 문화 통이 있음을 소개하

고 있다.이는 건강가정 구성요소 에서 가정문화 역에서 가정의례와

문화의 양식과 형태에 한 내용에 해당되는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

지 창조의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다른 서술로는,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가족의 의미

한 다양성을 반 하여 더 넓은 의미로 확 ㆍ해석되고 있으며,가족의

기능,형태 등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한부모 가족,재혼 가족,입

양 가족,무자녀 가족,조손 가족,노인 가족,분거 가족,다문화 가족,1

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그러

나 이러한 가족들의 형태에 한 자세한 설명은 모든 출 사의 교과서에

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며,주로 선택 교육과정의 심화과목인 가정 과

학 교과서에서 비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표 Ⅳ-5>에서 우리나라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역을 잘 살펴보면,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 비하여 독특한 서술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 부

분을 세 가지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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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양성평등한 가족이란,남녀의 성 구분 없이 가족 구성원들이 평

등하고 합리 인 역할분담으로 민주 인 계를 이루는 가족을 말한다”

고 서술하는 내용이다.이는 앞서 나온 ‘부부가 서로 양성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요구되는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함으로써 더욱 행복

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서술과 함께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가족 계 역에서 민주 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계의 요소를 강조한 증

례가 된다고 하겠다.

둘째,“세 간의 조화는 건강한 가정의 유지뿐만 아니라,건강한 사회

를 만드는 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다.이 서술은 ‘가족의 공

동체성’을 요시 여기는 한국의 독특한 가족 문화를 잘 나타내주는 것

으로서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가정문화 역에서 가정의례와 문화에 련

된 양식과 형태에 한 내용에 해당되는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의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셋째,“건강가정은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나와 가족이 의식

으로 [그림Ⅱ-3]과 같은 건강가정의 요소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다([그림Ⅱ-3]:건강가정의 요소-사랑

과 애정,민주 이고 양성평등한 계,일과 가정의 조화,합리 인 자원

리,열린 화,가족 공동의 여가,안정 인 의식주 생활과 경제 안

정,건 한 시민 의식).이와 같은 건강 가정의 요소에 한 서술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과/기술·가정과 성취기 성취수 개발 연

구(한국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한 교육 목표를 충실히 반 한 내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을 제시하고 가족이 행복한 삶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가족 지원 로그램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 내용을 소개하

여 가족의 필요를 채워 주고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지원 정

보에 하여 소개하고 있다.그리고,특별히 가정 과학 교과서에서 자세

히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서,다양한 가족 공동체(한부모 가족,재혼 가

족,입양 가족,무자녀 가족,조손 가족,노인 가족,분거 가족,다문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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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1인 가구 등),이혼,가정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한 다양한 기 의 서비스에 한 정보가 서술되어 있다.이러한 내용

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 재 으로 필요한 가족 돌보기와 가족복지에 해

당하는 내용들로서 선택 교육과정의 심화 과목인 가정 과학 교과서에서

뿐만이 아니라 선택 교육과정의 일반 과목에 해당하는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과 교육 내용으로서 풍부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 안에서의 가족 역에 해당하는 서술

의 특징을 살펴보겠다.미국의 가족에 한 내용 주제에 한 서술 내용

들은 실천 인 측면에서,그리고 문제 해결 인 측면에서 풍부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그 분량도 많은 교과 내용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세계 각국의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

단 (familyunits)는 몇 가지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

며,가족의 민족성(ethnicity;thatisculturalandracialbackground;문

화 인종 배경)과 그들의 출신국(nationalorigin;country their

ancestorslivedin)은 그 통에 의해 결정된다고 서술하며 가족의 유형

과 문화에 한 다양성의 차원을 상정하고 그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는,가족은 육체 ,정서 ,사회 ,도덕 지원과 가족 구성

원이 독립한 한 사람의 잘 응된 성인으로 성장,발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의 기능에 하여 항목별로 자세한 서술과 함께 가족은 서

로 믿고,축하하고,도와주는 애정과 헌신,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 하고 있고 가족생활주기에 하여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가족의 다양한 유형(핵가족:thenuclearfamily,한부모

가족:thesingle-parentfamily,복합 가족:thestepfamily, 탁 가정:

fosterfamily,확 가족:theextendedfamily,입양 가족:theadopted

family,thechildlessfamily:무자녀 가정)과 구조(새 가족 구성원:new

familymembers-새 형제자매들:new siblings,조부모:grandparents,

계부모:stepparents,공동 거주:extended stays,십 임신:teenage

pregnancy),(별거:separationand이혼:divorce),(죽음:death-자살:



-58-

suicide))에 하여 항목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 비하여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와 설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한편,건강한 가족을 만들려면,삶과 가족에 하여 정 인 자세를

가지고 함께 보낼 시간을 만들고,감사와 애정으로 서로 하며,서로의

믿음과 가치,목표를 공유하면서 헌신해야 하고,서로를 고려하고 존 하

며,참고 용서하고, 통과 가족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며,웃고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이러한 내용들은 본 연구의

분석기 이 되는 건강가정의 구성요소(조희 외,2014)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는 감사와 애정,존 ,용서,헌신과 같은 가족 계에 있어서 정

신 인 측면의 요소들이 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족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들(changes in

circumstances)은 가족에게 문제의 상황들을 야기 시킬 수 있는데,

를 들면,이사,재정 어려움,실직,건강 문제,자연재해,노숙자(무주

택)의 문제들이 그러한 것들이라고 소개한다.이에 하여 미국의 가정

과 교과서는 가족이 함께 이러한 난제들을 력하고 도와서 극복해 나가

야 한다고 서술하면서 그림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이와

같은 문제 상황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앞에

서 언 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들(changesincircumstances)로 인한

가족의 문제의 상황들은 한국 사회의 가족에게도 재 으로도 계속 일

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므로 새롭게 추가하여 보강해 필요가 있

다.이 부분에 한 내용의 서술은 건강가정 의 기본 토 역에서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에 한 구성요소의 요성

과 함께 가족 계 역에서 열린 화,가정 역할 역에 속한 합리

인 자원 리,가정 문화의 역에 속한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에 한 구체 인 실천 방안으로서 한국 가정과 교과서 내용에도 별

도의 내용 첨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가족 내의 문제 상황에 한 서술이다.그것은 학

(abuse) 는 남용,범죄, 독(addiction)에 한 것들인데,미국의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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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부모됨과 자녀양육에 한 표 인 서술의 교과서(쪽)

한

국

부모됨이란 부모 되기를 계획하고 비하는 과정에서부

터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의 부모 구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MR(30),SY(31),

EO(29),CJT(31),

DA(27),KH(25).

부모됨은 인생에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자녀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자녀에 한 무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EO(29),MR(30),

CJT(31),DA(27),

KH(25),KS(31).

교과서는 이에 한 서술을 가장 다양하고 심도 있게 드러내며 출 사

별로 다양한 서술을 개하고 있다.그 로는, 독(-알콜 독,약물

독,범죄:alcoholism,drugaddiction,crime),범죄(감정 ,육체 학

와 학 의 주기:emotionalabuse,physicalabuse,cyclesofabuse),감

정 학 (거 ,고립 등:rejection,isolation),육체 학 (신체 구타,

성 학 등:physicalinjuries,sexualabuse)와 같은 것들이 있음을 설

명하고,이러한 문제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확 가족(extendedfamily)

과 여러 가지 인간 계, 처기 들(trustedadultsoutsidethefamily:

가족 외의 신뢰하는 어른들,friends:친구들,supportgroups:지원 모임,

community organizations and agencies: 사회 조직과 기 , law

enforcementagencies:법률 기 )에게 도움을 청하고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 부분에 한 내용의 서술들은 주로 한국의 가정 과학

교과서에서 서술되는 내용들이나 내용의 분량과 다양함은 이 문제의 심

각성에 비해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 보다 내용 서술이 빈약한 편이다.

건강가정 의 가족 계 역 에 열린 화,가정 역할 역에 속

한 합리 인 자원 리,자녀의 성장 발달 지원,사회와의 계의 건강한

시민의식과 가정 문화의 역에 속한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의 요소들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가족 만들기를 한 실천 방안의 주

제로서 한국 가정과 교과 내용에 더욱 풍부하게 보완과 첨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Ⅳ-6> 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서술의 표 인

(‘부모됨’과 ‘자녀양육’주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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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출산 문제를 해결하

여 사회 유지와 발 을 돕는다.

EO(29),MR(30),

CJT(31),DA(27),

KH(25),JH(25).

여성의 취업의 증가,자녀 양육비용의 증가 등은 부모

됨을 선택하는 데 많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SY(31),MR(30),

EO(29),KH(25),

JH(25),KS(31).

부모는 자녀가 정서 안정감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하

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며 심리 ,경제 ,사회 지원

과 도움을 주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SY(32),EO(31),

MR(34),CJT(34),

DA(29),KH(26).

사회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구분 짓기보다 부부의

가용 시간과 능력에 따라 공동으로 자녀 양육에 책임과 참

여를 요구하고 있다.

EO(31),MR(31),

CJT(32),DA(28).

KH(27),KS(52).

부부의 양성평등한 성 역할의 실천과 평등한 부부 계

는 자녀에게 바람직한 성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EO(31),MR(31),

부모가 어떤 방식과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행동은 물론 성격에 많은 향을 미친다.

EO(32),MR(32),

CJT(35),KH(28),

KS(52),CJ1(37).

부모의 양육 태도는 표Ⅰ-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민주 ,권 ,과잉보호 ,거부 양육 태도)

KH(28),CJ1(35),

MR(32),E0(32),

CJT(35),DA(28).

부모 교육은 부모들이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효과

이고 충분하게 수행하여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구체 방법을 제공한다.

SY(37),EO(32),

MR(36),CJT(34),

JH(26),KS(52).

부부 모두 임신을 원하고,신체 ,경제 ,심리 으로

비가 되었을 때 가족계획을 통한 임신을 하여 축복받는

자녀의 탄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H(30),DA(31),

E0(34),CJT(36),

SY(38),CJ1(38).

한 피임 방법을 선택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모체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 나가야

한다.

CJ1(38),DA(31),

E0(34),CJT(37),

KH(30),SY(38).

임신을 하기 에는 부부는 액 검사를 비롯하여 간

염,풍진,암,성병 검사 등의 건강 검을 하여 기형아 발

생이나 태아의 발육 지연,유산 등을 막아야 한다.

CJT(34),KH(30),

CJ1(36),DA(31),

SY(38),KS(34).

임신 계획을 세운 후에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

도록 부부가 함께 몸가짐을 조심하고 유해한 환경을 피하

여야 한다.특히,흡연과 음주는 태아에게 해로우며,기형

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KH(30),JH(29),

E0(41),DA(34),

SY(38),KS(34).

피임의 방법과 특징(기 체온법,월경 주기법,콘돔/페

미돔,먹는 피임약,질 좌제,루 , 구 피임법,질외 사정

등).

KH(31),E0(35),

CJT(36),DA(33),

SY(39),JH(27).

임신의 성립,태아의 발달과 모체의 변화,임신 의 생 KH(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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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출산 비,출산 과정,출산 방법,산후 조리 방법

MR(36~),

EO(36~),DA(35~)

SY(40),JH(30).

임신의 자각 증상은 임신 기부터 임신부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나므로,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

체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JH(30),KH(32),

MR(40),EO(37),

CJT(39),CJ1(41).

임신 기간 에는 임신부의 신체 ,정신 환경이 태

아에게 향을 미치므로 항상 건강 리에 유의하여 생활

하고,태교를 통해 태아가 정서 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

다.

SY(44),CJ1(42),

MR(41),EO(41),

CJT(40),KS(38).

태교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해 임신부가 마음가

짐을 바로하고 임신 후 출산까지의 모든 일에 해 말,행

동 등을 조심하여 태아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

는 노력을 의미한다.

SY(44),CJ1(42),

MR(41),EO(41),

CJT(40),JH(34).

임신 의 건강 리(정기 검진, 양 섭취,입덧 리,

체 조 , 당한 운동,충분한 휴식)

MR(41),JH(33),

EO(40),CJT(40),

SY(45),KS(38).

임신부와 가족은 임신부가 안 하고 건강하게 출산하

고,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산에 비

해야 한다.

CJ1(44),CJT(41),

SY(46),JH(36),

KS(39).

임산부는 출산일이 다가오면 아기의 건강 여부와 출산

의 진통에 한 걱정 등으로 불안 하고 민해지기 쉽다.

SY(46),CJ1(44),

EO(44),KH(37),

JH(36),KS(39).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은 새 생명과 만나는 기쁨에 해

축복해 주고 임신부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격려함으로써

심리 안정감과 정 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

SY(46),CJ1(44),

EO(46),KH(37),

JH(36),KS(39).

비 부모나 가족들은 2~3개월 에 필요한 용품들을

비하고 집안을 정리하며,출산할 방법,산후 조리를 맡아

사람이나 기 등을 미리 알아보아 자신의 상황을 고려

하여 출산에 비하도록 한다.

SY(46),CJ1(44),

EO(44),CJT(41),

DA(36),KH(37).

출산 후 산모의 몸이 임신 의 상태로 회복되는 6~8주

정도의 기간을 산욕기라고 한다.

KH(40),JH(39),

MR(45),EO(46),

CJT(43),DA(38).

산후 조리를 통해 출산 후 허약해진 산모의 몸과 마음

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H(40),JH(39),

EO(46),DA(38),

SY(48),CJ1(45).

출산 직후에는 호르몬의 격한 변화와 늘어난 가사일,

아기 돌보기에 한 두려움 등 정신 인 불안감 때문에 산

후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SY(49),CJT(43),

MR(41),EO(46),

DA(38),KH(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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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에는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의 배려와 역할이

요하며,출산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산모를 로하고 산모

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KH(40),JH(39),

CJT(43),SY(49),

EO(46),DA(38).

신생아기, 아기,유아기,아동기 발달의 특징

KH(41~),DA(41~)

MR(46~),KS(42~)

EO(48~),CJ1(46~).

신생아기, 아기,유아기,아동기 돌보기 방법

KH(43~),

MR(48~),KS(43~)

EO(50~),DA(42~)

CJ1(47~),KS(43~)

미

국

Perhapsthemostimportantreasontohaveachildis

thattopeopleinaloving,committedrelationshipwant

tosharetheirloveandtimewithachild.

PL(314),AL(279),

ML(497).

Theyneedtoanalyzetheirparentingreadiness.

Theycanstartbyrecognizingthatparenthoodisa

seriousdecisionthatrequiresseriouseffort.Thenthey

needtohonestlyanalyzetheiremotional,financial,and

personalreadiness.

ML(499),PL(315),

LS(153).

Changesthatcomewithchildren

• Lifestylechanges

• Financialchanges

• Careerchanges

SL(213),LS(153),

ML(500),AL(282),

PL(318)

Parentsmustmeetthephysical,emotional,

intellectual,social,andmoralneedsoftheirchildren.

ML(498),

PL(318),SL(212)

Becoming a role model is also a parenting

responsibility.Parentsneedtothinkabouttheiractions

and words when around children.Children are very

likelytoimitatebothnegativeandpositiveaspectsof

theirparent'sspeechandactions.

PL(318),ML(498),

AL(286).

Teenpregnancycancausehealthrisksforthebaby

andthemother.Italsocancauseeducationchallenges,

financialissues,andemotionalandsocialstressforboth

parents,theirfamilies,andsociety.

AL(282),ML(505)

SL(213).

A poordietandcertainotherbehaviorscancausea

numberofpreventablehealthconditionsforchildrenof

teenmoms.

• Low birthweight

• Neuraltubedefects(NTDs)

SL(213),AL(282),

ML(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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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talalcoholsyndrome(FAS)

Adoptionisalegalprocessbywhichpeopleacquire

therightsandresponsibilitiesofparenthoodforchildren

whoarenotbiologicallytheirown.

ML(508),LS(103).

<표 Ⅳ-6>은 부모됨과 자녀양육에 한 내용 역의 표 인 서술

의 들을 보여주고 있다.먼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부모됨의

의미에 하여 서술을 살펴보면,부모됨이란 부모 되기를 계획하고 비

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의 부모 구실을 하는 것

을 말하며,부모됨은 인생에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자녀

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자녀에 한 무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서술하고,사회 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유지와 발 을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오늘날 여성 취업의 증가와 자녀 양육비용의 증가 등은 부모됨을

선택하는 데 많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부모는 자녀가 정서 안

정감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고 심리 ,경제

,사회 지원과 도움을 주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서술하

고 있다.

한편,부모가 어떤 방식과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행동은 물론 성격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와 함께 부

모의 양육 태도(민주 ,권 ,과잉보호 ,거부 양육 태도)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으며,부모 교육은 부모들이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효

과 이고 충분하게 수행하여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구체 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임신의 정의,임신에 합한 요

건,피임의 방법과 특징,임신 의 생활 수칙,임신의 성립,태아의 발달

과 모체의 변화,임신 의 생활,출산 비,출산 과정,출산 방법,산후

조리 방법,임신의 자각 증상,태교,신생아기, 아기,유아기,아동기 발

달의 특징,신생아기, 아기,유아기,아동기 돌보기 방법,사회 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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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성 역할의 실천에 한 서술을 개하고 있는데,이들은 미

국 가정과 교과서와 다르게 한국 가정과 교과서 안에서 독특하게 발견할

수 있는 서술 내용들이다.

임신에 합한 요건에 해서는 부부 모두가 임신을 원하고 신체 ,

경제 ,심리 으로 비가 되었을 때 가족계획을 통한 임신을 하여 축

복받는 자녀의 탄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피임에

하여서는 한 피임 방법을 선택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미리 방지

함으로써 모체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하고,이와

함께 피임의 방법과 특징(기 체온법,월경 주기법,콘돔/페미돔,먹는

피임약,질 좌제,루 , 구 피임법,질외 사정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는 정보제공의 서술방식으로 개되어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가정 역할

역 합리 인 자원 리 요소에 부합하는 서술 부분이다.

한,임신을 하기 에는 부부는 액 검사를 비롯하여 간염,풍진,

암,성병 검사 등의 건강 검을 하여 기형아 발생이나 태아의 발육 지

연,유산 등을 막아야 하고,임신 계획을 세운 후에는 건강한 아기를 출

산할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몸가짐을 조심하고 유해한 환경을 피하여야

하며,특히 흡연과 음주는 태아에게 해롭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임신에 한 주제에 있어서 십 임신과

성병(STIs)에 한 내용이 정보제공의 형태로 자세한 설명과 경고성의

서술 표 으로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달해 주고 있는 독특한 서술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한국에서는 피임의 방법과 특징에

한 정보 제공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임신의 성립,태아의 발달과 모체의 변화,임신 의 생활,출산

비,출산 과정,출산 방법,산후 조리 방법,임신의 자각 증상,태교와

같은 주제는 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부분 다루고 있지 않으며,자녀

양육의 역에 해당하는 신생아기, 아기,유아기,아동기 발달의 특징,

신생아기, 아기,유아기,아동기 돌보기 방법 등은 따로 분리된 아동의

역과 생애주기와 발달에 한 역에서 이를 주제로 하여 내용을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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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다루고 있다.이 부분도 정보제공의 서술로써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가정 역할 역 합리 인 자원 리,자녀의 성장 발달 지원,가족 역

할 공유,기본 토 의 역에서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그리고 가족 계 역의 열린 화의 요소들에 부합하는 서술

개를 보이고 있다.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서술 내용에서는 자녀를 갖는 가장 요한 이유

는 부모의 사랑을 자녀와 함께 나 고,함께 시간을 보냄을 통해 헌신하

는 계를 가지기 함이라고 서술하면서,부모는 그들의 자녀 양육에

한 비에 하여 반드시 검해야 된다고 언 하고 있다.부모는 부

모가 된다는 것이 매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한 결정 사항임을

아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부모는 그들의 감정 ,경제 ,개인

비 정도를 정직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그 이유는 아이가 태

어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식과 재정 상태와 직업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내용들은 지식에 한 보충이

아니라 실 인 상황의 주제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부분의 서술 내용은 정보제공의 서술로써 건

강가정 구성요소의 가정 역할 역 합리 인 자원 리,자녀의 성장

발달 지원,가족 역할 공유,기본 토 의 역에서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생활,가족 계 역에 속한 열린 화의 요소들에 부

합하는 서술 개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의 육체 ,감정 ,지 ,사회 ,도덕

필요에 부응해야 하며,자녀에게 사랑과 심을 으로써 자녀에게 안정

감을 주어야 하고,부모는 아이들과 함께할 때에 자신의 행동과 말에 주

의하여 역할 모델(rolemodel)이 되어야할 책임이 있는데,아이들은 자신

의 부모의 말과 행동에 부정 인 면이든 정 면이든 매우 유사하게

모방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특별히 십 임신은 아기와 산모에게 건강의 을 수 있고,더불

어 교육의 어려움과 재정 문제,부모와 사회로부터 받는 사회 인 스

트 스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부족한 양 상태와 어떤 종



-66-

국

가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표 인 서술의 교과서(쪽)

한

국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통 사회의 성 역할 고정

념이 남아 있어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

로 인한 과 한 역할 부담과 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CJ2(42),SM(47),

SY(99),C12(88),

DA(23).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한 가정에서의 노력과 제도 ·사

회 지원이 필요하다.

CJ2(42),SM(47).

EO(94).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기 해서는

먼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집안일에 참여하고 서로 배려하

며, 련 제도와 사회 지원에 해 알고 활용할 수 있어

야 한다.

SM(48),CJ2(43),

EO(94).

국가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근로 기 법」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

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J2(43),SM(48),

EO(94).

미 Oneofthebiggestchallengestheyfacetodayis SL(107),PL(191),

류의 행 들은 십 산모의 아이들에게 사 에 충분히 방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체 아나 소외 열 질환(NTDs),

태아알코올증후군(FAS)등이 그 에 해당한다고 한다.이러한 서술내

용은 십 임신의 결과에 한 문제의식을 심어주고,부모됨의 의미에

하여 재고하도록 기술하고 있다.이 부분의 내용은 정보제공의 서술로

써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가정 역할 역 합리 인 자원 리,자녀의

성장 발달 지원 요소 부분에 해당하며,기본 토 역에서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의 요소에 한 요성을 문제 상황을

심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자녀 양육 역에서 독특하게 발견할

수 있는 서술은 입양에 한 이야기이다.입양은 생물학 으로 자신의

친자가 아닌 자녀에 해 부모됨에 한 책임과 권리를 법 차로써

획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출 사별의 선택 서술내용을 찾을 수

있다.

<표Ⅳ-7> 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서술의 표 인

(‘일과 가정의 조화’주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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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balancingtherolesandresponsibilitiesoffamilylifeand

work.
AL(124).

Some companies help employees deal with the

challengesofworkandfamilybyallowingflexiblework

schedules,orflextime.

AL(124),PL(195),

SL(157).

Flextime lets workers adjust their daily work

schedulestomeetfamilyneedsaslongastheworkers

putintherequirednumberofhoursonthejob.

AL(124),SL(162),

PL(195).

A benefit,orrewardforemploymentbesidessalary,

mayincludehealthinsurance,personalfinancialsaving

plansorretirementplans,andpaidvacations.

AL(125),SL(162),

PL(195).

An increasing number ofemployees telecommute,

whichiswhenpeopleworkathomeandcommunicate

with customers and coworkers by phone,fax,and

computer.

AL(124),SL(161),

PL(196).

Insomeworksituations,jobsharingisallowed.In

whichtwopart-timeworkersshareonefull-timejob,

splittingthehoursandthepay.

AL(124),SL(161),

PL(196).

Severalstrategiesdecreasethestressofbalancing

workandfamily.

• Setandprioritizeactivities

• Budgettime

• Avoidoverload

• Supportsystems

AL(125),ML(339)

PL(197),SL(159).

Good communication helps family members

understandoneanother'sroles.Ifyouwantyourfamily

tosupportyou,beopenaboutany roleconflictsyou

have.Helpthem understandthedemandsyoufacein

balancingyourlife.

ML(340),PL(197),

SL(160).

<표 Ⅳ-7>은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내용 역에서 표 인 서술

의 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주로 가정 과학 교과서에서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과 교과

내용보다 더 충실한 내용들을 개하고 있다."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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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사회의 성 역할 고정 념이 남아 있어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자

녀 양육과 가사로 인한 과 한 역할 부담과 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가 많다"라고 하면서, 의 한국 가족의 상황에 하여 언 하고 있

는데 이를 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한 가정에서의 노력과 제도 ·사

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

행하기 해서는 먼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집안일에 참여하고 서로 배려

하며, 련 제도와 사회 지원에 해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서술하고 있다.구체 인 로,국가에서는「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근로기 법」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을 돕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도 오늘날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난

제 의 한 가지는 바로 일과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책임과 역할의 조화

는 균형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어떤 기업들은 일과 가정의 조화의

문제를 요시 여기고 유연 근무제(flexiblework schedules,orflex

time)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으며,고용인들에게 일정하게 주는 외

에도 건강 보험,개인 축 계획과 은퇴 연 ,유 휴가 등과 같은 수당

(benefit)을 수혜하고 있고,이 외에도 자기의 집에서 소비자들과 직장

동료들과 함께 화,팩스,컴퓨터로 연락하며 일할 수 있는 재택 근무자

(telecommuter)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어떤 업

무의 상황에서는 일제의 업무를 나 어서 두 사람이 업무 분담을 하고

보수를 나 어 갖는 업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들어 서술하고 있

다.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스트 스를 이기 해서 몇 가지의 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략으로는 일의 우선순 정하기(set and

prioritizeactivities),시간 배분하기(budgettime),과 한 업무 자제하기

(avoidoverload),지원 체계 마련(supportsystems)등이 있으며,가족

간의 충실한 화는 서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가족

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을 때에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역할 갈등에

하여 열린 화를 한다면 가족구성원 모두는 생활의 조화가 필요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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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한·미 가정과 교과서에서 서술된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내용들은

모두 각 나라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례들과 설명으로 개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건강 가정 구성요소를 통해 살펴 볼 때에 가족

계 역에 속한 열린 화,가정 역할 역에 속한 가족 역할 공유 요

소의 실천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실 하게 하며,가정 역할 역에

속한 가정의 정보 수집 활용의 내용에 부합하는 합리 인 자원 리의

구성 요소를 만족시켜 주는 합한 정보에 한 풍부한 서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일과 가정의 조화는 궁극 으로 건강 가정 구성요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술 주제이다.일과 가정

의 조화를 통해 가족은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과 함께 자

녀의 성장 발달 지원을 할 수 있고,민주 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 계

속에서 휴식과 여가 공유를 리고,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

조를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이러한 이유와 함께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주제는 한국의 가족이 직면한 시 인 상황과 실의 요구에 부합하

는 서술 주제이므로,가정 과학 교과서에서만이 아니라 기술·가정 교과

서의 가정과 교과 내용 안에서도 최소한 소단원 정도만이라도 할애하여

풍부한 시와 함께 충실한 서술을 필요로 하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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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련 교육

내용의 보충자료 분석4)

1)건강가정 에서의 가족 련 단원의 사진,삽화 내용

한ㆍ미 가정교과서에서 나타난 가족 련 단원의 사진,삽화의 내용들

을 살펴보았다.각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표 으로 나타나는 사진,삽화

의 모습들을 통해서 특징 으로 부각되는 내용들을 건강가정 에서

질 인 분석 방법으로 비교해 보았다.

한 장면의 사진과 삽화는 복합 이고 추상 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구체 인 사진과 삽화의 주제는 수록된 단원에서의 소주제, 는 소

개 타이틀로 사용되고 있다.사진 삽화의 배열은 가정과 교육 내용의

가족 련 내용에서 사랑과 성,배우자의 선택,결혼,가족,부모됨과 자

녀 양육,일과 가정의 조화에 해당하는 내용 주제로 단원을 분류하고,각

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언 되고 있는 서술내용과 함께 표 으로 제

시되고 있는 사진,삽화들의 특징을 질 으로 분석하 다.그 결과를

역별로 살펴보았다.

① ‘사랑과 성’주제 역의 사진 삽화 분석

교과서 JH에 제시된 삽화(p.9)는 6종 이상의 모든 한국 가정과 교과서

에서 공통 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림으로서,그림의 제목은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이다.이 그림은 로버트 스턴버그가 제안한 표 인 사랑

의 유형 7가지를 제시하며 사랑의 삼각형의 친 감,열정,헌신의 세 요

소가 많을수록 삼각형은 더 커지고 사랑도 더 크고 깊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와 같은 그림은 청소년으로 하여 사랑의 속성에 하여 그 진

4) 작권 문제로 사진ㆍ삽화를 본문에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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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검해 볼 수 있도록 거의 모든 가정과 교과서에

공통 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한편,교과서 ML에 나오는 사진(p.415)은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사랑

과 성의 내용 단원 안에 책임성 있는 계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십

임신의 결과로 인하여 래될 수 있는 십 부모됨에 한 사진이다.십

임신이나 십 부모됨에 한 내용과 사진들은 사랑과 성의 내용주제

역이나 부모됨과 자녀양육의 역에서 그 서술과 함께 병행하여 제시

되고 있는 사진들을 찾아볼 수 있다.십 부모됨으로 인한 십 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요한 것이라고 하면

서 그림의 내용 주제에 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이와 같은 십 임

신에 한 주제에 한 사진은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거의 수록되지

않고 있는 사진에 해당한다.성, 는 이성교제에 한 주제가 청소년과

련하여 그 책임성의 문제가 매우 요하고,십 임신로 인해 우려되

는 결과에 해 언 하고자 할 때,이에 해당하는 사진을 함께 병행하여

서술한다면 이것은 청소년으로 하여 그 문제에 하여 비 을 두고 깊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사

진의 제시는 건강가정 구성요소에서 기본토 역의 가정의 경제 안

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에 련된 문제의 요성을 십 임신의 주제

와 련하여 부각시켜 수 있는 효과 인 그림이다.

② ‘배우자 선택’주제 역의 사진 삽화 분석

교과서 DA에 나오는 그림(p.16)은 한국 가정과 교과서 5종 이상에 빈

번하게 제시되고 있는 그림으로서,제목은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이다.

다른 유사한 그림의 이름은 배우자 선택의 과정이라는 그림이다.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는 배우자 선택의 과정은 배우자 선택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기 이 향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배우자로서 선

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이 그림은 청소년으로 하여

배우자 선택은 매우 요한 과정이므로 이에 하여 다양한 기 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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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함을 주지시키고자 한 에 볼 수 있는 과정의 흐름 형태로 제시

되어 있다.

교과서 PL에 제시된 사진(p.69)은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사랑과 성의

내용 단원 안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이성 간의 데이 의 한 장면이

다.이와 더불어 그룹 데이 을 하는 사진,서로 호감을 보이고 있는 남

녀의 모습에 한 사진들은 사랑과 반함에 한 차이를 서술하거나 사랑

의 책임성에 한 서술을 개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사진들이다.한국

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이성끼리 데이 을 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담

은 사진은 찾아보기 힘들고,배우자 선택의 내용 주제 안에서 서로 호감

을 보이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제시된 사진들은 자주 찾아볼 수 있다.

③ ‘결혼’주제 역의 사진 삽화 분석

교과서 CJ의 사진(p.28)은 한국 가정과 교과서의 결혼의 주제 역에

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주제인 양성평등한 부부에 한 사진이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부부는 남녀 모두가 가사 도구들을 가지고 함께 노

동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양성평등한 부부에 한 내용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에서 가족 계의 역에 속하는 민주 이고 양성평등

한 가족 계에 한 내용을 달하기 해 해당하는 내용요소이다.이와

같은 그림 주제에 한 설명은 양성평등한 역할 분담이라고 제시되어 한

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특징 으로 강조되고 있다.

교과서 LS의 사진(p.148)은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결혼의 역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다양한 결혼 부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다.결혼의

주제 내용 안에서 제시되는 결혼의 모습들은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서 매

우 다양함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나타나

는 흔한 결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종종

세계의 결혼 풍습이라는 주제로 인종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결혼

문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고,다

른 나라가 아닌 한국 사회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 다양한 결혼 커 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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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들은 가정과 교과서 심부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의 사진이 아님

을 발견할 수 있다.다문화 상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재 인

흐름에서,한국 청소년들과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에게 이

주제와 련된 사진의 제시가 어떠한 교육 향을 수 있을지에

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다양성의 인정에 한 부분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에서 사회와의 계 역에 속하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무하는

것과 연 되어 요한 내용이다.

④ ‘가족’주제 역의 사진 삽화 분석

교과서 SM의 사진(p.40)은 우리나라 가정과 교과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족의 모습이다.조부모에서부터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웃으면서 단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진은 건강한 가족 문화 단원에서

자주 언 되고 있는 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형 인 가족의 모습이

다.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도 조부모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

고 있는 모습이나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단체 사진들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이러한 그림에 한 설명으로 조화에 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가족의 문화와 통에 한 설명을 보충하거나 가족의 단원으로

들어가는 첫 부분에 제시되는 경우,확 가족에 한 설명의 경우에서

이와 같은 사진을 찾을 수 있다.이와 같은 세 간의 단란한 모습은 건

강가정 구성요소에서 가정 문화 역의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의 부분을 설명할 때 이를 보충해 주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그러나 본문 주제에 따라서 세 간의 단란한 모습의 사진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고,가족 역할 공유의 모습을 보여 수도

있고,휴식과 여가 공유,열린 화,민주 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 계,

일과 가정의 조화,그리고 자원 사 활동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같은

모습들로 나타나 다양한 내용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서술 개를 보충

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 CJ에 제시된 사진(p.87)은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독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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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는 한국의 통 가족 문화를 설명해 주는 사진이다.이 사

진들에서는 효와 조상 숭배를 요하게 여기는 가족 심의 문화,장남

심의 가부장제 문화,남녀유별의 생활 문화,가족 간의 유 를 시했

던 통과 의례,농사력에 따른 가족 심의 세시 풍속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진들의 모습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가정 문화 역에서 건강한 가

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의 부분을 설명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교과서 LS에 등장하는 사진(p.144)은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이다. 의 사진에서는 여러 가지 가족

의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사진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1인 가구,부모

와 자녀들로 구성된 핵가족,조부모부터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확 가족,엄마와 아기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들이다. 이 사진들에서

는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가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비록 와

같은 형태로 가족 유형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진들이 미국의 가정과 교

과서에서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미국의 가정과 교과서

에서는 늘 여러 가지 유형의 모습을 띄고 있는 가족의 사진들이 다양한

인종의 모습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교과 내용의 사진 구성을 통하여 볼 때,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다양성을 먼 인정하면서 내용을 개 하려고 하

는 교육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다양한 가족

의 유형을 보여주는 보충 자료로서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사회와의 계

역에서 다양성의 수용에 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건강한 시

민의식의 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한국의 기술ㆍ가정과 교과서의

가정과 교육 내용 역에서나 가정 과학 교과서에서도 한부모 가족,무

자녀 가족,다문화 가족의 사진들이 간혹 등장하기도 하는데, 부분의

경우 사진 제시가 없이 해당 내용을 서술하고 있거나 교과서의 앙에서

큰 사이즈로 제시되어 있는 사진들이 아니었다.이것은 직 으로 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어떠한 가족의 유형에 하여서는 드러내

어 언 하는 것을 꺼리거나 사양하고 있는 분 기를 만들 수 있다.한국

의 청소년들이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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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한 자연스러운 을 가질 수 있도록 재의 수 보다 가

족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진 제시의 빈도수를 더욱 늘리고 가족에 한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효과 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사진 수록에 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과서 KH에서 볼 수 있는 두 사진들(p.19)은 다문화 가족을 설명할

때 한국 가정과 교과서 내에서의 표 으로 발견할 수 있는 다문화 가

족의 모습들이다.앞서 교과서 LS(p.144)의 사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언 되었지만,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가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진

의 제시는 빈번한 것이 아니며,세계의 결혼 풍습,세계의 가족 풍경과

같은 사진들이 간헐 으로 제시되고는 있으나,한국 사회 안에서 나타나

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모습을 교과서 앙 부분에 큰 사이즈로 자연스

럽게 보여 주는 것에는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가족 간의 계에 해당하는 사진에 한 분석이다.한국의 가

정과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SY의 사진(p.105)처럼 조부모와의 계에

한 사진에 세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의미의 구 을 함께 제시하여 보

여주는 사진들이 많다.조부모나 손자녀 둘이 등장하거나 가족 체 구

성원들이 모두 함께 웃으며 교제하고 있는 사진들은 모두 가족의 공동체

인 의미에서 친척 계의 요성과 함께 조부모를 할 때,효의 마음

과 자세가 요하다는 한국의 가족 통이 은근히 표 되고 있는데,윗

세 와 아랫세 의 계에 있어서 가족의 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해야한다

는 한국의 특징 인 가족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한편,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계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계를 보통 개인 인 계처럼 표 하고 있다.“조부모는 특별한 사람

들이다.당신은 당신의 감정과 문제를 당신의 조부모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Grandparentsarespecialpeople.You

mayfinditeasiertotalkaboutyourfeelingsorproblemswithyour

grandparents)라는 서술이나 같이 거주하는 조부모의 사생활에 해 보

장해 주어야 한다고 서술과 함께 사진(AL,p.234)이 제시되고 있다.

한,형제자매 계(siblingrelationships)와 형제자매 간 경쟁(si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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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aly)의 주제에 한 이야기도 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사진(AL,

p.218)과 병행하여 그 내용이 공통 으로 수록되어 있다.형제자매 계

에 한 주제는 종종 새로 구성된 탁 가정(fosterfamily),의붓 가족

(stepfamily),입양 가족(adoptivefamily)의 형성에 있어서도 자녀의 입

장에서 응이 필요한 요한 문제이므로 이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체 으로 제시된 사진들의 모습에서는 우애가 좋은 형제자매 계의 모

습이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가족 계 안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계는

가족 개인과 개인이 교류하면서 이루어지는 애정과 헌신,감사의 측면에

한 이야기를 다루거나 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계 등

을 언 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계를 다루는 내용을 보충하는 사진의 제시는 건강

가정 구성요소에서의 가정문화 역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 의 요소를 부각시켜 주는 좋은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가족 구

성원 간의 계를 나타내주는 사진들은 가족 계 역 에서 열린

화,휴식과 여가 공유,그리고 가정 역할 역 에서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가족 역할 공유와 같은 요소에 하여 요성을 실어주는 효과

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에 제시된 사진들 외에도 아버지와 청소년

기 딸과의 계,시어머니와 며느리 계,다문화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계,재혼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계 등과 같은 독창 인 교육 내

용의 서술 방식 개발과 함께 병행하여 제시할 수 있는 소재의 풍부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교과서 KH에서 제시된 건강한 가정의 사진(KH,p.82)과 삽화는 우리

나라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과 교과 내용에서 건강가정의 내용을 소개

하는 건강한 가족생활 문화 단원 안에서 건강가정에 한 설명과 함께

수록되는 표 인 가족사진들에 속한다.사진의 주제는 보통 건강가족

의 특징,건강가족 형성의 요성이며, 가족의 구성원들 밖으로는 건강

가정 구성요소의 개념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사진

속의 가족들은 주로 조부모부터 손자녀에 이르기까지의 가족 유형을

보이고 있고,주제의 내용에 맞게 바람직하고 행복한 얼굴의 표정들을



-77-

하고 있다.건강한 가정의 사진은 건강 가정의 모든 구성요소들과 함께

온 하고 이상 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우려되는 은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들과 청소년들의 실제 가정의 상

황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모든 부분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

들이 많이 존재할 것인데,건강가정 구성요소의 많은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수 에 있는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사진이 오히려 소외감을 유발시킬 수 있고,가족의 문제 상황을 부끄럽

게 은폐할 수밖에 없는 심리 인 작용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한 가족에 한 사진(DA,p.82)이나 삽화에서는 아버지를 포

함한 가족 구성원 체가 가사 노동을 력하여 분담하고 있는 그림이

나,남편이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는 모습,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주로 실리고 있다.이와 같은 사진의 설명으로는 가족원 모두가 가족에

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긴다는 서술이 동반되어 있

다.양성평등한 가족에 한 사진 제시는 건강가정 구성요소에 있어서

기본 토 역인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에 한

구성요소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충족시키기 하여 요하며,가족 계

역 에서 열린 화,가정역할 역 에서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과

가족 역할 공유 부분,그리고 가정 문화의 역 에서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에 한 구체 인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충하

는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의 변화 는

가족의 기에 한 사진들에 한 분석이다.이와 같은 사진들은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와는 다르게 미국 가정과 교과서에는 다양하고 자세한

서술과 함께 가족의 기나 변화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제시되는

사진들이다.이러한 종류의 사진들은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풍부하

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실직(PL,p.44)과 이혼(AL,

p.235),재난(SL,p.164)과 사망(PL,p.50),이사(ML,p.381)과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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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통해서 가족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앞에서 설명한

건강한 가정의 사진과 양성평등한 가족의 주제에 해당하는 사진들과 함

께 기와 변화의 상황에 놓인 가족에 한 사진들을 한국의 가정과 교

과서에도 충분히 수록해 다면 청소년들이 가족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

을 공감하며,실질 인 문제 해결에 한 정보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를 수 있다고 본다.특별히 실직이나 이혼과 같은 문제,가

장의 사망에 따르는 가족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와 같은 사진들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에서의 기본 토

역인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에 한 구성요소와 가

족 계 역인 열린 화,가정역할 역에서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과

합리 인 자원 리,가족 역할 공유 부분,그리고 사회와의 계 역인

일과 가정의 조화,자원 사 활동 지역사회 활동 참여,건강한 시민의

식,가정 문화 역인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에 이르기까

지 구체 인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충할 수 있는 필수 인 자료라

고 본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가족 문제에 한 내용들을 보충하는 사

진들이 제시되고 있다.이들은 가족의 변화 는 기의 상황과 아울러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그러나 드러내어 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가

능성이 큰 내용의 주제들을 사진과 병행하여 제시하고 있는데,이것은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도 가족의 바람직한 모습,기뻐하는 모습,애정

을 쏟는 모습과 같은 사진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가

족 구성원들이 학 (AL.p.240)나 독(AL.p.239)와 같은 가정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는 모습,걱정하는 모습,슬 모습,울고 있는 모습들도

교과서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이러한

사진들도 앞서 설명한 가족의 변화 는 가족의 기에 한 사진들과

함께 청소년이 실질 으로 겪고 있거나 고민하는 문제에 하여 은폐하

지 않고 열린 화를 유도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 데에 효과 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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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진들이다.다른 교과들보다 더 실천 인 교과의 성격을 가

지는 가정과 교과의 내용은 그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가족의 안 에

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해서 동떨어지지 않는 공감을 주며,혼자 해

결할 수 없는 청소년 자신과 가족과 련된 문제에 있어서 해결의 실마

리를 제공하는 바른 정보와 도움을 수 있어야 한다. 의 사진들도

건강가정 구성요소에서의 가족 계 역의 열린 화,가정역할 역에

서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과 합리 인 자원 리,가족 역할 공유 부분,그

리고 사회와의 계 역에 해당하는 건강한 시민의식,가정 문화 역

의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에 해당하는 구체 인 실 을

돕는 가정과 교과서의 역할에 있어서 매우 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

을 것이다.

⑤ ‘부모됨과 자녀양육’주제 역의 사진 삽화 분석

교과서 MR에 제시된 사진(MR,p.35)은 거의 모든 한국 기술ㆍ가정

교과서의 가정과 교육 내용에 수록된 공통 인 자료로서,피임방법과 특

징에 한구체 인 종류와 설명을 담은 사진이다.이 사진에는 임신을

원하지 않고 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한 피임법을 알고 활용해

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러한 사진들의 제시는 가정 역할의 역에

서 가정의 정보 수집 활용 차원에서 합리 인 자원 리의 요소에 해

당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이 사진은 미국 가정과 교과서 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가정과 교과서만의 특징 인 자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교과서 JH에 등장하는 사진(JH,p.82)은 한국의 가정과 교과

서에서 부모됨과 자녀양육의 주제와 련하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양성평등한 자녀 양육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다.앞서 나

온 양성평등한 가족 계,양성평등한 부부 계와 아울러 남성이 여성과

동등하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하고 공동으로 가정에 한 일을 돌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형 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가부장 문화의

폐해를 지양하고 양성평등 입장의 시각을 반 하는 표 인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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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와 같은 사진들은 건강가정 구성요소 에 가족 계의 역에 속

하는 민주 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계와 가정역할 역에서 자녀의 성장

발달 지원,가족 역할 공유에 해당하는 교육을 해 요구되는 내용을

달하기 해 필요한 보충 자료가 된다.

한편,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와는 다르게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임

신의 과정(KH,p.32),출산의 과정(DA,p.37)에 한 삽화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우리나라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임신의 주제와 련하여 생물학

인 신체 변화의 과정에 한 삽화와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성과 사랑의 역이나 부모됨과 자녀양육의

역 안에서는 임신의 주제와 련되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십

산모의 태아에 련된 질병에 한 사진(ML,p.505)이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사진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되지 않은 십 임신으

로 인해 태아와 련된 건강의 문제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

고,부모됨의 비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에 빠질 수 있다는 무거운 경고의 내용을 시각 으로 먼 인지할 수 있

을 것이다.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보여주는 임신과 련된 신체의 발

달과 변화의 과정들에 한 사진들은 청소년들에게 임신에 한 정보와

지식을 수 있지만,이러한 정보와 지식들은 부모됨의 비가 이루어

진 상태의 부모들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임신에

한 주제를 다룰 때에는 이것이 실질 인 삶의 변화와 하게 연 되

어 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해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임신의 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십 청소년들에게는 경제 ,심리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교육과정 기간을 온 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청소년

의 문제로서,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문제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를

사진 제시를 통해 효과 으로 달할 필요가 있다.이와 련된 사진의

제시는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기본토 역에서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 부분에 련하여 요성을 부각시켜 수 있고,

가정 역할 역의 합리 인 자원 리 차원에서 정보를 달해 주며,자

녀의 성장발달 지원 부분에 한 방 인 차원에서 책임성 있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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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을 돕기 한 서술을 보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수 자

료가 된다고 본다.

기술ㆍ가정 교과서의 가정과 교육내용에서 공통 으로 소개가 되고 있

는 사진에는 사회 돌 에 한 사진(EO,p.62)이 있다.오늘날 우리 사

회의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 부부인 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에 한 문

제는 지속 으로 부딪히고 있는 난제가 아닐 수 없다. 한 양육의 문제

를 사회 인 사의 의미로 설정하여 다양한 상황에 놓인 가정의 자녀들

을 돌보는 돌 의 방식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권장되는 바람직한 형태이

다.이에 한 사진들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에서의 가정 역할 역에서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부분에 하여 합리 인 자원 리 차원에서 정보

를 달해 주며,사회와의 계 역에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무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술을 보충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한편,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는 입양(adoption)(ML,p.508)과 재혼으

로 인한 복합 가족(stepfamily)에 한 사진(PL,p.47)이 선택 으로 제

시되고 있다.이러한 사진들은 가족에 한 의미를 보충하는 사례로서

출 사의 선택에 따라서 입양이나 재혼으로 인한 복합 가족의 서술 내용

에서 함께 수록되어 있는 사진들이다.이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설명

해 주는 다른 좋은 사례의 자료들로서 건강가정 구성요소에서의 가정

역할 역 에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부분과 다양성의 수용 면에 있어

서 사회와의 계 역의 건강한 시민의식의 요소와 련하여 좋은 보충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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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일과 가정의 조화’주제 역의 사진 삽화 분석

일과 가정의 조화와 련된 사진과 삽화로서,먼 한국의 가정과 교

과서에서는 ‘어느 워킹맘의 갈등’이란 주제의 만화(CJ,p.42)와 ‘직장보다

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육아휴직 아빠가 늘고 있다는 사례를 보충하는

사진(SM,p.48)을 찾을 수 있었다.그러나 이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진이

나 삽화는 다른 내용의 주제들과 비교하여 제시된 자료들이 많지 않았

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도 일과 가정의 조화를 설명하기 하여 제

시된 사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재

택 근무자(telecommuter)들의 사진(SL,p.159)이었다.이 외에도 매우 높

이 산 되어 있는 서류더미 뒤에 얼굴이 가려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집에 돌아와 문 앞에서 아이를 안아주고 있는 아빠의 모습 등도 사진으

로 찾아볼 수 있었다.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주제는 사회의 가족이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이는 건강가정 구성

요소에서 사회와의 계 역 에 일과 가정의 조화의 요소에 정확히

일치되는 부분이다.이 주제에 해서는 가족 간의 열린 화,역할 공

유,휴식과 여가의 공유,자녀의 성장발달 지원에 한 이야기들이 연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생활과 련하여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는 일과 가

정의 조화에 한 사례들을 사진과 삽화로 제시해 다면 매우 효과 인

해결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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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성

한

국

• ‘청소년의 성 의식’에 한 자료

(그림:청소년의 유해 매체 이용 경험률,통계청,2012)

1.성 충동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생기는가?

2.성 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그 이유를 서술해 보자.

3.성 충동을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방법과 책임 있는 성 행동이란 무엇인지 토

의해 보자.

• 사랑의 삼각형 검사(EO,p.18,19)(SY,p.16)

• 일상생활에서 성폭력의 를 찾아보자.(CJ2,p.28)

• 혼 성경험에 한 인식에 한 설문조사(사랑이라는 조건이 제된다면 가

능 56.2%,결혼이 제된다면 가능 21.1%,특별한 제 조건 없이 가능 12.2%,

2)건강가정 에서의 가족 련 단원의 활동과제 분석

교육내용 달에 있어서 활동과제 내용 분석에 한 분석은 건강가정

의 구성요소(조희 외,2014)를 분석기 으로서 사용하고,분석에 포함

되는 활동과제의 내용은 건강가정 에서,가족 련의 내용에 제시된

활동과제만을 포함시키도록 하 다.활동과제의 문항 추출의 과정에서

개인의 생애 주기에서의 발달 과업 즉,아동기,태아기의 신체 발달을 서

술한 부분,노년기에 해당하는 단원은 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별도의

분리된 단원으로 다루므로 이를 제외하 다.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과정

에서 신체 변화 과정과 피임 방법 등의 주제를 다루는 역도 미국 가

정과 교과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역이 아니므로 제외하 다.본 연구에

서는 주로 가족 계획시 고려 사항,부모됨의 의의,부모 역할 등의 내용

이 서술된 부분에 하여 을 두고 분석하 다. 한 단원과 단

원을 끝내면서 개념의 정리와 확인 차원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스

스로 정리하기’,‘단원 마무리’와 같은 부분들은 제외하 다.

① ‘사랑과 성’주제 단원의 표 인 활동과제

<표Ⅳ-8>



-84-

불가능 10.5%)

1.설문 조사에 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2.무 제하고 무책임한 혼 성 경험이 개인과 가족,사회에 미치는 문제 을

생각해 보자.

3.책임 있는 성 행동을 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CJ2,p.21)(SY,p.15)

• 십 임신과 출산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것인지 생각하여 써

보자.(SY,p.17)

• 다음 만화에 표 된 주인공들의 생각은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가?만일 그

지 않다면 그들의 생각을 바람직한 생각으로 바꾸어 보자.(DA,p.12)

미

국

• How canfriendsoftheoppositegendershow respectforeachother?

(AL,p.191)

• Whataredifficultiesofteenparenthood?(ML,p.415)

• Whatarethepotentialemotionalandsocialeffectsonacommitmentto

abstinence?(ML,p.417)

• Imaginethatyouareabreakingupwithsomeonebecauseyouareno

longerhavingfunintherelationship.Whatwordsmightyouusethatwouldbe

honestandalsokind?(ML,p.417)

• Useyourwordsandactionstocommunicateasenseofcommitmenttothe

relationship.Forinstance,acommittedrelationshippartnerisagoodlistener

whentimesaredifficult;demonstratestrustbykeepingconfidencesandbeing

honest;actresponsiblyandwithrespect;anduseskindandcaringwords.

(ML,p.422)

• Mostlikelyyouhaveexperiencedfeelingsofinfatuation,oryouknow

someonewhohashadthisexperience.Basedonwhatyouknow andearnthe

materialin thischapter,writean essay stating whatyou understandabout

infatuationandifitdiffersfrom reallove.(ML,429)

<표 Ⅳ-8>는 한국과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사랑과 성 해당 단원

의 표 인 활동 문제들을 제시하 다.표에 제시된 각국의 학습 활동

들을 살펴보고 체 인 경향성을 살펴보겠다.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

서는 책임성 있는 성 행동은 무엇인지에 하여 토의해 보는 문제,사랑

의 삼각형 검사를 통해 사랑의 유형을 살펴보는 문제,일상생활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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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선택

한

국

• 내가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배우자의 선택 기 과 이유를 쓰고 다는 사람

과 비교해 보자.(MR,p.18)(CJT,p.15)(SM,p.36)(KH,p16)(KH,p.23)(DA,p.17)

• 나는 이상 인 배우자인지 생각해 보고,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여 스스로

노력할 을 생각해 보자.(MR,p.18)(JH,p.15)(KH,p16)(KH,p.23)(DA,p.20)

• 다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알 벳과 연 지어 제시한 것

이다.아래의 물음에 답해 보자.( :Age:나이,Beauty:아름다움,Character:성

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 찾아보기,혼 성경험에 한 인식을

이야기하고 무책임한 혼 성경험이 개인과 가족,사회에 미치는 문제

을 생각해 보는 문제,십 임신과 출산이 청소년들에게 수 있는 변화,

성숙한 의미에서의 사랑에 하여 이야기하기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요한 개념을 심으로 그 의미에 하여 이

야기해 보는 문제들과 성에 한 책임성을 갖는 것이 요한 것임을 인

지하도록 청소년들의 사고를 유도하는 문제,부정 인 성 행동을 경계하

는 방 차원의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도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와 같이 십

임신으로 인한 십 부모됨의 문제가 어떤 어려움을 것인지에 하여

생각하는 문제,반함과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차이 구분하는 문

제, 제를 한 노력에 한 문제들이 있었다.그러나 한국의 가정과 교

과서와는 다르게 개인 인 계의 측면에서 이성 간의 한 처신을

시로 하여 생각하는 질문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로는 이성 간에 서로 존 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여 것인가,헌신

한다는 의미를 달하기 해 어떠한 행동과 말을 사용할 것인가,더 이

상의 흥미가 사라져서 군가와 헤어지고 싶을 때에 어떤 말들을 사용하

여야 정직하고 친 한 표 이 될 것인가 등과 같은 문제들이었다.

② ‘배우자 선택’주제 단원의 표 인 활동과제

<표Ⅳ-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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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등등)

1.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가장 요하게 고려했을 요소와 그 이유를 어 보자.

(CJ2,p.33)(SM,p.36)(KH,p16)(SY,p.20)(DA,p.15)

2.자신이 배우자 선택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2가지와 덜 요하다

고 생각하는 요소 2가지를 선택하고,그 이유를 어 보자.

(CJ2,p.33)(CJT,p.19)(EO,p.23)(SY,p.20)

미

국

• Datingonabudget

How canyouhavememorabledateswithoutspendinglotsofmoney?

Thinkofsomefun,low-costdatesthatcanonlysavemoney,butalso

helpstrengthenyourrelationship.(hikingorbiking,bakingcookies,playing

boardgames,goingonpicnics,watchingvideos,andmakingpopcorn,etc.)

(SL,p.186)

• Developingabudgetforadatecanhelpyouspendyourmoneywisely......

Firstdecidehow muchyouwantspend.Thendecidethecostsofyour

dateoptions.(ML,p.423)

• Whetheryouaregoingoutonadateorjustplanningtoenjoyamovie

withafriend,youwillneedsomekindoftransportation.Ifpossible,whynot

maketheearth-friendlychoice?Walkorridebicycletoyourdestination.

(ML,p.425)

<표 Ⅳ-9>에서는 배우자 선택에 한 해당 단원의 표 인 활동과

제를 제시하여 보았다.먼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통 인 학습 문제에는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배우자 선택의 기 과

그 이유에 하여 서로 이야기해 보기, 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

는 요소 선택하기와 같은 문제가 가장 많이 있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배우자 선택으로 이어지기 에 이성 간

의 데이 과 련되어서 흥미로운 문제들이 종종 있었는데,데이 에 드

는 산을 생각하여 비용을 계산해 보거나 비용이 게 드는 데이 방

법 생각해 보기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고,데이 을 할 때에 운송수단 이

용에 있어서 자 거를 타거나 걷기와 같이 환경 친화 인 방법을 사용하

도록 권장하는 활동문제를 제시하는 교과서도 있었다.이 외에도 데이

에 필요한 안 사항 작성해 보기,부모님의 입장에서 데이트에 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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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정해보기와 같이 방 차원의 문제들도 있었고,빈번한 데이 을

해온 뒤,결혼 결정을 앞둔 남녀에게 교육 수행에 한 계획이 서로 다

를 경우,이에 한 결정을 두고 어떠한 조언을 해 것인가와 같은 상

황에 한 문제도 있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본 연구의 건강가정

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는 면이 있다고 본다.결혼의 배우자

선정 문제에 있어서 건강가정 의 요소들을 잘 활용하여 청소년들에

게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의 문제들을 더 많

이 개발한다면 가치 형성에도 도움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흥미

로운 수업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

와 같이 배우자 선택의 과정에 해당하는 이성간의 교제 는 데이 상

황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더 개발하여 이성 간의 존 을 표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여 보는 활동문제도 미래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만

이 아니라 재의 학 과 학교 분 기 형성에,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건 한 이성 교제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

특별히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의 나오는 데이 비용에 한 문제는 건

강가정 구성요소의 기본토 역에서 가정의 경제 안정과 가족 계

역의 합리 인 자원 리의 요소에 한 내용을 발 시켜 활용할 수 있

는 부분이며,데이 의 방법에 한 용의 문제는 환경에 한 문제를

연 지어 으로써 건강가정 구성요소 에 사회와의 계 역에 해당

하는 건강한 시민의식의 요소에 한 활동을 가능 하는 좋은 가 될

수 있다. 한 데이 에 필요한 안 사항이나 데이트에 한 규칙을 만

들어 보는 문제들은 방 인 차원에서 본문의 내용과 함께 병행하여 한

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건강가정 에서

가족 계 역 에 열린 화를 실천해 보고,정보 제공의 역할로 가

정 역할 역 에 합리 인 자원 리의 요소를 부합시키면서 자녀의 성

장발달 지원에 한 부분과 함께 가정 문화의 역의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에 한 구체 인 실천 방안의 용을 가능 하는

활동 사례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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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

국

• 다음은 작은 결혼식을 올린 어떤 부부의 특별한 결혼식 순서이다.개성 있

으면서도 합리 인 나만의 의미 있는 결혼식을 계획해 보자.

(작은 결혼식의 제시)

1.어떤 장소에서 결혼할 것인가?

2.나만의 결혼식 순서를 꾸며보자.

3.결혼식 장을 만들어 보고 을 써 보자.

(MR,p.23)(EO,p.27)(KH,p.22)

• 오늘날 미혼 남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꺼리고 있다.다음 기사는 미

혼 남녀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를 조사한 것이다.(조사내용;‘국 결혼 출산

동향 조사’(보건복지부,2012)-남성은 87.8%가 고용 불안정,여성은 86.3%가

결혼 비용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음.)

1.결혼을 꺼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 ·사회 문제 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

2.결혼을 꺼리는 상을 이는 방법을 개인 ·사회 에서 토의해 보

자.(MR,p.14)(DA,p.17)

• ‘남자는 집,여자는 혼수’-결혼 비용 얼마나 쓰나-(여성가족부,2010)

1.미래에 자신이 결혼 비용을 계획할 때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합리 인지

이야기해 보자.(JH,p.21)(KS,p.20)

•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고,결혼하면 좋은 과 불편한 에 한 자신의 생

각을 이야기해 보자.(친구들의 이야기:결혼하면 좋은 과 불편한 )

(CJ1,p.14)(JH,p.19)

• 1.제시된 부부갈등 상황에서의 화를 바람직한 의사소통으로 바꾸어 보

자.(사례1:배우자가 결혼기념일을 잊었을 때

사례2:배우자가 용돈을 정해진 것보다 많이 써버렸을 때)

(CJ1,p.29)(KH,p.21)(SY,p.28)

미

국

• Researchlawsaboutapplyingforamarriagelicenceinyourstate.What

isrequired?Areanymedicaltestsrequired?Whydoyouthinkthisisthe

case?Giveanoralreportonyourfindings.(SL,p.194)

• Encouragefamilymemberswhoareplanningaweddingoranniversary

③ ‘결혼’주제 단원의 표 인 활동과제

<표Ⅳ-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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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 tothink abouttheenvironmentasthey plan.Ask them toconsider

getting around at their destination by renting bikes or taking public

transportation.(SL,p.197)

• N resentsallthetime,herhusband,W,spendsatwork.Shedoesnot

likestayingathomealoneonweekendsandthinkshavingababywould

help.W isgettingquitetiredofhislonghoursatwork.However,hethinks

theyneedtheincometopaytheirbills,especiallyiftheyaregoingtostarta

familysoon.

-What threats marital and parenting success do you see in this

relationship?

-WhatmisconceptionsdoW andNseem tohave?

-Whataresomepossibleoptionsforthem?(SL,p.229)

• Researchhow marriagestookplaceinthepastorhow marriagerituals

deferinothercultures.(SL,p.206)(ML,p.425)

• Whatotherqualitiescanyouthinkofthatwouldcontributetomarital

harmony?(ML,p.424)

주: 문 활동문제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은 알 벳 약자로 표기함.

<표 Ⅳ-10>는 결혼에 한 해당 단원의 표 인 활동과제를 제시하

여 보았다.먼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작은 결혼식 계획하기, 는 결혼 비용 계획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들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에 있어서 기본 토 역의 가정의 경제 안정

과 가정 역할의 역에서의 합리 인 자원 리와 가정 문화 역에서의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의 과제를 실화시키기 한 용

의 사례가 되며,부부 갈등의 상황을 다룬 문제들은 가족 계 역의

열린 화,가정 역할의 역에서 속한 가족 역할 공유와 계되는 부분

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별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이 외에도 남녀 가사노

동에 한 문제를 다룬 활동과제와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결

혼을 꺼리는 상을 이는 방법에 한 토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결혼 면허(marriagelicence)에 한 법

인 정보를 알아보는 활동과제,환경 보호를 목한 결혼식 권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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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한

국

• 다음 을 읽고,건강한 가족 명 문화를 만들기 한 노력에 해 알아보

자.(명 증후군에 한 설명)

1.윗 을 보면 즐거워야 할 명 에 심각한 스트 스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 가족 구성원의 명 에 한 생각은 어떠하며,명 을 어떻

게 보내고 싶은지 알아보자.

2.명 을 즐거운 행사로 만들기 해 우리 가족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CJ1,p.93)(EO,P.15)

• 우리 가족의 건강성을 평가해 보고,우리 가족에게 건강한 문화를 창조하고

키워 갈 역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최고 5 평가지)

-여러 문항 에서 가장 낮은 수로 나타난 문항은 무엇이며,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해 가족과 화를

나 어 보자.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 을 찾아보자.

(CJT,p.86)(JH,p.80)(KH,p.83)(MR,p.96)(KS,p.26)

•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가족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에

해 어 보자.( :한부모 가족,노인 가족,다문화 가족,분거 가족)-가정,친척,

지역사회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CJ2,p.40)(SM,p.45)(EO,P.98)

• 1.우리 가족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은 어떠한지 알아보자.(양성평등 평가

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CJ2,p.89)(EO,P.15)(KH,p.84)(SY,p.106)

문제,결혼 에 세워야 할 자녀 계획의 문제와 경제에 한 문제를 생

각해 보는 사례 활동,과거와 재의 결혼식 문화 알아보기,결혼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요소를 생각해 보기 등과 같이 다양한 학습활동 문제들이

있었다.그러나 본문 내용처럼 활동과제에 있어서도 결혼을 시작하는 의

식인 의례에 한 비용의 문제보다는 결혼 생활 과정 에 있어서 필요

한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는 면이 강했다.

④ ‘가족’주제 단원의 표 인 활동과제

<표 Ⅳ-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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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함께하는 사 활동

1.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일들을 어보자.

2.우리 가족이 이웃 는 지역 사회를 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자.

3.이웃 는 지역 사회를 해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이를 실천해 보자.

(DA,p.84)(CJ1,p.93)(JH,p.87)

• 자료1~4:맞벌이 가족의 가사 노동 실태

1.우리 가족의 역할 분담은 어떠한지 자료의 내용과 비교하여 서술하여 보

자.

2.행복한 가족 문화 형성을 해 가정생활에서의 역할 분담은 어떠해야 하는

지 자신의 주장을 논리 으로 서술해 보자.(SY,p.100)(DA,p.82)

미

국

• Wordevents,suchashighfuelcostscanaffectafamilybudgetto

avoidhighfuelcosts,considerwalkingtonearbydestinationsasafamily.

Thephysicalactivityisgoodforfamilymembersandallowsyoutospend

qualitytimetogether.(SL,p.142)

• Familyprojectsbringfamilymembersclosertogether.Spendtimeasa

familyplantingandcaringforagarden.Flowergardenswilladdbeautyto

yourhome,andvegetablesfrom yourgardenwilladdnutrition tofamily

meals.(SL,p.153)

• Whichstageinthefamilylifecycledoyouthinkwouldbethemost

exitingstagesforparents?Explainyouranswer.(SL,p.148)(ML,p.375)

• Ifyourfirstmarriageendedindivorce,whatwouldyoudotohelp

avoiddivorceinyoursecondmarriage?(SL,p.145)

• Researchthecurrentstatisticsondivorceandremarriage.

(SL,p.148)(AL,p.247)(ML,p.379)

• Listtwoconsequencesadivorcewouldhaveforeachofthefollowing:a

husband,awife,andchildren.(SL,p.148)(LS,p.158)

• Thinkabouttherelationshipyouhavebetweenyouandmembersof

family.Evaluatetheserelationshipsanddescribehow youcouldimprove

them.(PL,p.54)(AL,p.219)(PL,p.38)

• Role-play with aclassmateadisagreementbetween a teen and a

stepparent....Remembertousethecommunicationpoints.(AL,p.207)

• Whatisonechallengeasingleparentmightfacethatamarried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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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not?(ML,p.376)

• Mr.andMrs.Y aresavingmoneytohelppayfortheirson'scollege

expenses.Theyopenedanaccountthatpaysthem 5% annualinterestby

depositing $2,000.00.Afteroneyear,theyearned$100.00ininterest.How

muchmoneywilltheyhavesavedafterthreeyears?(AL,p.208)(AL,p.230)

• A familyvacationcanbeagoodwaytostrengthenfamilyrelationship.

Tocompleteavacationbudget,decidehow manynightsyouwillneedto

payforlodging.Determinehow manytimesyouwilldineout.Decidehow

muchtransportationwillcost.Determinehow muchentertainmentwillcost?

(ML,p.382)

• Whatifyourfamilyweresuddenlyfacedwithafinancialcrises?What

wouldyoudo?Createalistofpossiblestrategiesforhelpingyourfamily

surviveafinancialcrisis?Considerbothpracticalandemotionalsupport.

(ML,p.390)

• Work togetherto listsigns ofalcoholism.Then haveeach group

memberresearch a differentorganization orprogram available to help

alcoholics.(AL,p.238)

• Whatqualitiesmighthelpapersonovercomedrugabuse/oralcoholism?

(AL,p.239)(ML,p.386)

• Whatnaturaldisasterisyourcommunityatriskfor?Together,list

ways that families can prepare for this natural disaster.

(AL,p.246)(ML,p.387)

• Researchroleoverloadendure-careerfamilies.Whataresomestrategies

familiescanusetopreventroleoverload?(SL,p.134)(ML,p.375)(LS,p.158)

• Researchyourethnicbackgroundandculture.theninterview someof

yourrelativestoseewhattheymightknow aboutyourfamilyheritage.See

how youronlineresearch and personalinterview connectwith yourown

experienceinthefamily.Writedownwhatyoulearnasajournalentry.

(ML,p.379)(LS,p.143)

• Whatisyourfavoritefamilytradition?(ML,p.391)(PL,p.55)(LS,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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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에는 가족에 한 다양한 활동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먼 한국 가정과 교과서의 활동과제의 내용은 가족 련법에 하여 알

아보기,통과의례에 하여 조사하고 바람직한 통과 의례 정착에 하여

토의하기,건강한 명 문화 만들기에 한 노력 알아보기와 같은 문제

들이 있었고,가족의 건강성을 평가해 보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한 노력을 생각해 보거나,건강가정의 특징 체크해 보기와 같이 건강

가족의 주제와 련된 문제와 가족의 양성평등 의식을 검하면서 양성

평등한 가족 문화의 형성 방안과 가족의 역할 분담에 하여 의견을 나

어 보는 문제들이 공통 으로 많이 제시 되고 있었다.이와 함께 가족

의 자원 사 활동에 한 실천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 로그램

을 찾고 계획해 보기 등과 같은 문제들도 있었다.그리고 다양한 가족

공동체( :한부모 가족,노인 가족,다문화 가족,분거 가족)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 제시해 보기,다문화 캠페인을 보고 친구들과 이

야기 나 기와 가정 폭력의 문제 과 안에 하여 토의해 보는 문제들

도 있었으나 이처럼 가족의 다양성과 련된 문제나 가족 문제를 다루는

문제들은 주로 두 권의 가정 과학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두드러진 활동과제의 내용들은 주로 가족

문제(가출,알콜 독,약물 복용,재정난)와 가족의 다양성(이혼,재혼,

확 가족 등)에서 나타나는 계의 문제,가족 문화(인종과 문화에 따른

통)의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심으로 부분의 문제

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한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 주로 등장하는 양

성평등한 가족에 한 주제보다는 가족의 역할 공유나 역할 과 에 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주로 건강가족이라는 개념 아래서 바람직하

고 이상 인 상황 속에 있는 가정의 모습을 구 하기 해 활동해 보는

문제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편이었다.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도 역

시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한 방안을 찾아보는 문제들도 있었지만,가

족의 문제와 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보다 을

두고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입장에서 구체 인 사례를 다루어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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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었으며,가족 유형의 변화에 따르는 다양

성에 한 주제들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계의 문제들을 한

국의 가정과 교과서들보다 풍부하게 다루어 주고 있었다.

와 같은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활동과제들은 우리나라 가정과 교과

서의 집필 시에도 고려할 만한 부분이다. 무 바람직한 가족 모습에

하여서만 알아보고자 유도하고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의 활동 문제

들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공감 를 잃어버리게 하고,학습 활동

참여에 자칫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문제의 상황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

하여 가족 문제와 가족의 다양성에 더 풍부한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들을 제시해 다면,가정과 교과가 청소년들에게 더 깊은

공감을 주는 친숙한 교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것이며,가족의 다

양한 상황에 한 정보제공과 함께 학습활동 과제를 출제해 다면 각종

문제와 기의 상황에 하여 청소년의 입장에서 능동 이고 극 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가족 문제의 방 인 차원에서도 효과

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실제 으로 가족 운 을 해 필요

한 가족의 자산과 비용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구체 으로 계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문제들을 볼 수 있고,실직이나 재정난과 같은 기를 가족이

함께 극복하도록 략을 논의해 보는 경제 측면의 활동 문제들을 자주

볼 수 있다.이러한 활동과제들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기본토 역에

서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가족 계 역의 열린

화,가정 역할 역의 합리 인 자원 리와 같은 요소에 하여 요

성을 부각시켜 주는 좋은 활동 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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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됨과 자녀양육

한

국

• ‘마더하세요’-보건 복지부 캠페인: 출산 극복 캠페인

1.육아 환경에 사회와 국가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내가 만약 ‘마더하세요’캠페인의 기획자라면 출산율을 높이기 해 어떤

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JH,p.24)(DA,p.30)(JH,p.29)

• 다음은 우리나라 통 태교에 한 내용이다.태교의 요성을 생각해 보면

서 다음 활동을 해 보자.(‘태교신기’책 인용)

1.우리나라의 통 태교 방법을 조사해 보자.

2.부모님이나 친지,이웃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여 어떻게 태

교를 하 는지 조사해 보자.

3.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태교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

자.(MR,p.42)(JH,p.46)

• 주변에 아기 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인터뷰하여 아버

지와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해 조사해 보자.(일의 내용,아버지 어머니의 역할

수행시간 비교)

1.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 수행이나 책임감 등에 차이가 있는가?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양성평등한 부모 역할을 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어떤 능력과 태도가

필요한가?

3.부부가 양성평등하게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사회 으로 어떤 여

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CJ2,p.35)(DA,p.39)

• 다음의 비 아빠가 해야 할 일을 읽어 보고, 비 아빠가 되기 한 다짐

노트를 작성해 보자.(여학생의 경우는 비 아빠에게 바라는 )

(JH,p.31)(KH,p.53)

• 나를 정하고 스스로를 믿는 힘 ‘자아 존 감’

1.아이가 심부름에 성공 는 실패했을 때 부모는 각각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 토의해 보자.

2.자녀의 자아 존 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합한 양육태도는 무엇일까?

(JH,p.50)(SY,p.61)

⑤ ‘부모됨과 자녀양육’주제 단원의 표 인 활동과제

<표Ⅳ-12>



-96-

• 모둠별로 부모의 양육태도(민주 ,권 ,과잉보호 ,거부 ) 한 가지

를 선택하여 역할극을 해 보고,바람직한 자녀 양육 태도에 해 생각해 보자.

(KH,p.28)(SY,p.36)

• 다음 왼쪽은 감정 코칭 화법을 나타낸 것이다.이를 활용하여,친구와 짝

을 이루어 다음의 상황에서 아이와 어떻게 화할지 역할극을 해 보고,느낀

을 어 보자.(사례:친구가 자신의 장난감을 뺏으려고 해서 화가 난 아이,게임

하고 싶어서 엄마의 스마트폰을 자꾸 달라고 떼쓰는 아이)

(JH,p.52)(KH,p.53)(CJT,p.19)(SY,p.37)

• 내가 사는 지역 사회의 아동 센터,놀이방,어린이집 등의 기 을 찾아가 아

이 돌보기 사 활동을 해 보자.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특징,사회 돌 에 하

여 느낀 등을 정리하여 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KH,p.51)(DA,p.53)

• 모유를 먹이면 아기와 엄마에게 좋은 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JH,p.43)(KH,p.43)

• 임신부의 에 지 필요량과 양소의 권장 섭취량은 보통 성인 여성의 권장

섭취량보다 증가한다.다음 양 섭취 기 을 보고 임신부가 일반 여성보다 양

소를 많이 섭취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DA,p.34)

• 출산 후에 가정생활 리를 한 가족원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

으로 찾아보자.(DA,p.39)(JH,p.40)

미

국

• Interview parentsandgrandparentsabouthow theydealtwithchildcare

whentheywerenew parents.How didtheydeterminewhotheirchildrens'

caregiverswouldbe?Whatarethedifferencesbetweengenerations?How do

theycomparewithchoosingchildcaretoday?Presentyourfindingsinonoral

report.(SL,p.219)(SL,p.215)

• Whatroledothereadinessfactorsmentionedinthischapterplayin

goodparenting?How dotheyrelatetootherconsiderationsandqualitiesthat

areimportanttogoodparenting?(ML,p.502)(PL,p.330)

• Researchtherequirementsforbecomingafosterparentinyourstate.

How dothefostercareparentscomparetoadoptionrequirementsinyour

state?(SL,p.229)(AL,p.210)

• Interview parentsaboutwhattheyconsidertobetobechallengesof

parenthood.Inclass,brainstorm questionsyoumightask.

(SL,p.229),(ML,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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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seayoungcouplethattakesinfosterchildrenistryingtodecide

whetherthey canaffordtosupportanotherchild....,theyspend$....Ifthey

receiveanadditional$...from thegovernment,cantheyaffordtosupportone

morechild?Ifso,byhow much?(AL,p.222)

• T andM justhadababy.Upuntillthispoint,theybothhaveworked

full-tinejob.M makes$35,000ayearandT makes$50,000ayear.They

wouldlikeforoneofthem tostayhomewiththebaby,....,Isitworthit

financiallyforoneofthem tostayhome?Ifso,whichofoneshouldstay

home,andwhy?(LS,p.153)(PL,p.330)(ML,p.513)

• Whataresomewaysthatweassocietycouldhelppeoplewhoarenot

financiallypreparedavoidhavingmorechildren,whilestillmakingsurethat

allchildrenhavethebasicsoflifeneededtogrow intohealthyadults?Brain

storm asaclass,andthen,workingwithapartnerorinasmallgroup.

(LS,p.159)(AL,p.291)(SL,p.228)

• Whataresomeofthehealthproblemsfacingprematurebabies?

(ML,p.505)(PL,p.330)(AL,p.288)

• 'TeenPregnancy'-...HavingababyasateenagerwillpreventM from

achievinghergoals.Doyouagree?(AL,p.282)(AL,p.279)

• Supposethatyouwriteanadvicecolumnforalocalnewspaper.A 17

yearoldhaswrittentoyousayingthatsheisunmarriedandthinkssheis

pregnant.Writearesponsetotheteenadvisingheronstepsshemighttake.

(ML,p.509)(ML,p.511)

• Onemajorproblem teenparentsfaceisalackoffinancialresources.The

federalgovernmentofferssomeprogramsthathelpwomenandchildrenin

need.Conductresearchtocreatealistofgovernment-sponsoredresources,

includingwhatservicestheyprovide.(ML,p.509)(ML,p.511)

• 'ChildCareCost'-........How muchoftheirincometheM canspendon

childcare.(AL,p.281)(AL,p.292)(ML,p.512)

• UsetheInternetorlibraryresourcestoreadtheprocedureforreporting

childabuseandneglectinyourstate.(PL,p.330)(ML,p.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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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의 문제들은 부모됨과 자녀양육에 해당하는 역의 활동

문제들이다.먼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의 활동 문제들에는 출산

상을 극복하기 한 활동,난임의 어려움과 극복을 한 방법 알아보기,

부모교육에 한 내용 문제, 통 태교 알아보기,신생아 돌보기 체험,

부모됨의 의미에 하여 인터뷰하거나 이야기 해보기,임신 의 리에

한 조사,산후 조리에 한 조사,출산 후 가족원의 역할, 비 아빠의

역할 알아보기,양성평등한 부모 역할 알아보기,부모의 양육태도(민주

,권 ,과잉 보호 ,거부 )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역할극을 해보

기,감정 코칭 화법을 활용하여 역할극 해보기,장애 아동을 한 실천

알아보기,지역사회의 사회 돌 체험하기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따로 분리된 아동 역을 제외하고 가족

역 안에서 부모됨과 자녀 양육에 해당하는 부분의 활동 문제들을 살펴

보았는데,이상 이고 책임성 있는 부모됨에 하여 쓰기,부모됨에 따

른 변화 생각해 보기, 탁 가정(fosterfamily)에 한 결정 요인과 조건

조사하기와 비용 문제 생각하기,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조사와 약 구

매 방법 알아보기,자녀 양육비용 계산해 보기,자녀에 한 경제 인 지

원 안내,경제 으로 비되지 않은 부모됨에 한 사회 인 방책 생

각해 보기,십 임신으로 인한 태아의 질병,십 부모됨 방지에 한

활동,아동학 와 아동 유해물 방지에 한 조사,교육과정의 완수가 자

녀 양육에 미치는 향 알아보기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

특별히,이러한 활동과제들 가운데서 좋은 시를 주는 사항으로는,십

임신으로 인한 태아의 문제 조사하기,십 부모됨 방지에 한 문제,

자녀양육의 경제 인 측면의 요성을 부각시킨 비용에 한 문제에

한 부분이다.한국 가정과 교과내용의 활동과제에서도 한국 청소년이라

는 상에 합하고 그들이 노출된 문제를 반 하는 가족 련 내용의

활동과제와 경제 인 측면의 가족생활의 문제를 구체 으로 사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제의 응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와 같은

문제들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기본토 역에서 가정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 생활의 요성을 나타내주고 가정 역할 역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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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조화

한

국

• 1.다음 동원이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잘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동원이 이야기:동원이 가족은 항상 바쁘다.엄마는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바

쁘며,아빠는 잦은 야근으로 평일에는 마주치기 힘들고,동원이도 방과 후 학원에

다녀오면 씻고 자기 바쁘다.동원이는 부모님이 걱정되고,외롭다.)

➀ 동원이 가족은 왜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으며,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원

이 가족에게 어떤 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자.

➁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원이 가족이 건강한 가족생활을 이루기 한 안

을 제시해 보고, 안의 상되는 결과에 해 토론해 보자.

( 안시 고려사항-가사 노동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은 모두의 책임임을

알 것,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가치 ,감정을 이해할 것,편견이나 고정

념,잘못된 믿음에 해 비 으로 생각할 것)

•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 다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 인 안을 찾아

보고,친구들과 의견을 나 어 보자.(사례:어린 두 자녀를 둔 ○○는 자녀의 성

장에 따라 지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 함,그러나 이사 치 선정에서 부부

간의 의견차이 발생,아내는 육아를 도울 친정 집 근처로 남편은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 원함.)(KS,p.25)

미

국

• How dotheadultsinyourfamilymanagethebalancebetweenwork,

leisure,andparticipationinfamilyactivities?(LS,p.158)(AL,p.126)(SL,p.174)

• Sometimeworkingparentsneedhelptosuccessfullybalanceworkand

family,.....,Asaclass,brainstorm waysyoumightbeabletosupportthe

workingparentsofyourschoolcommunity.

(LS,p.358)(AL,p.213)(PL,p.198)(ML,p.342)

• Imagineyouaretheownerofacompany.Writeafamily-friendlypolicy

foryouremployees.Whatmakesyourpolicy afamily-friendly one?How

wouldthepolicybenefitbothyourcompanyandemployees?Shareyourpolicy

withtheclass.(PL,p.201)(SL,p.174)

성장발달 지원 부분에 합한 주제로서 합리 인 자원 리 측면에서

방 인 정보의 활용과 활동을 이끌어 수 있다.

⑥ ‘일과 가정의 조화’주제 단원의 표 인 활동과제

<표Ⅳ-13>



-100-

• Interview someone who telecommutes. Ask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aretotelecommuting.How doestelecommutingaffecthisorher

productivity?How doestelecommutingaffecthisorherfamilylife?Basedon

thisinterview,wouldyouliketobeatelecommuter?(PL,p.201)(SL,p.174)

<표 Ⅳ-13>는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해당되는 단원의 표 인 활동과

제 내용이다.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조

화 에 한 활동 문제들은 모든 교과서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제시되는 문제들은 아니었다.가정의 육아 문제와 직장과의 문제 사이에

서 주택을 구하는 문제,맞벌이 부모님 아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의

를 제시하면서 일과 가정의 조화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문제들이 있었

다.

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가족 친화 기업에서 실시하는 제도 알아보

기,재택 근무자(telecommuter)에 한 인터뷰와 이에 필요한 설비

(equipment)조사,일과 가정의 조화를 한 가족 구성원으로써의 역할

생각해 보기,일과 가정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에 한 다양한 이야

기하기,일과 가정의 조화를 돕기 한 유익한 정보 조사하기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지 한국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야기되는 것으로, 가족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다.이에

한 문제에 하여 더욱 비 을 두고 유익한 문제들을 제시하여 사고

활동을 유도한다면,청소년들의 교육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을 높여주는

간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이에 한 문제 제시는 건강가정 구성

요소의 가정 역할의 역 에서 정보제공을 통한 합리 인 자원 리와

가족 역할 공유의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balancingworkandfamily)의 주제에 부합하는 활동 문제의 제시는 건

강가정 구성요소에서 사회와의 계 역에 속한 일과 가정의 조화의 요

소에 정확히 일치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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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1.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ㆍ미 양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의 결혼과 가족에 한 주

제의 내용에 하여 알아보고,건강가정 에서 비교 분석한 뒤,도출

된 결론을 토 로 하여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도 용과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 다.이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서 2009년 개정된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일반 교과인 기술ㆍ가정 교과서 9종과 선택

교육과정의 심화 교과인 가정 과학 교과서 2종과 함께,미국의 가정과

교과서 에서 10-12학년을 교육 상으로 선정한 최신 가정과 교과서

5종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여,양국 교과서의 내용 구성의 경향성을 알

아보고,주요 내용요소,서술 방식,삽화와 사진,활동 과제를 비교 분석

해 보았다. 체 인 결과와 논의해 볼 사항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첫 번째로,한ㆍ미 양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가족에 련된 체 내

용 구성을 주제를 심으로 나 어 보면,사랑과 성,배우자 선택,결혼,

가족,부모됨과 자녀양육,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 가정과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가

정생활의 분야에 따른 역과 단원별 주제의 분류를 공통 으로 제시하

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은 임신과 출산에 한 지식과 태아부터

아동기까지의 발달과정 돌보기 방법의 소개에 한 내용 구성이 심

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십 임신과

십 부모됨,성병(STIs),가정 문제,가족 변화에 한 내용이 심을 이

루며,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내용을 별도로 구성한 이 특징 이었다.

둘째,한ㆍ미 가정과 교육의 가족 련 내용의 내용요소를 키워드와

색인의 검출방법으로서 악해 보았다.한국 가정과 교과서를 분석한 결

과,가족 련 내용에서 6종 이상 공통 으로 빈출하는 내용요소에는,양

성평등,건강가정,임신,태반,탯 ,태교,산후 조리,피임 방법,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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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황달,이유식,옹알이,물활론 사고 등이 있었으며,미국의 경우는 3

종 이상의 공통 내용요소로서,십 임신,십 부모됨,성병(STIs), 탁

가정,계부모,입양 가족,학 , 독,폭력,사망,실직,이혼, 산,자연

재해,아동 유기,미숙아,일과 가정의 조화와 같은 내용요소들이 검출되

었다.

셋째,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에서 가족과 련된 내용에 있어

서 먼 한국의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과 배

우자 선택의 여과망에 한 설명,바람직한 결혼식 문화의 실천,양성평

등한 부부와 양성평등한 가족,세 간의 조화,건강 가정의 요소에 한

소개,임신과 출산 과정,피임 방법에 한 지식 소개,태아부터 아동기

까지의 발달과 돌보기 방법 소개,사회 돌 에 한 소개를 다루는 서

술이 특징 이었고,미국의 경우는,데이 의 유형 소개와 십 임신의

경제 ,정신 ,사회 어려움에 한 경고와 십 산모의 태아에 한

질병 경고,성병(STIs)의 치명성과 증상,이에 한 치료와 처리 방법에

한 서술이 심을 이루고 있으며,다양한 가족 유형과 가정 문제,가족

변화에 한 개와 처 방법의 소개,입양에 한 설명,일과 가정생활

의 조화 내용에서의 유연 근무제(flexibleworkschedules,orflextime)

와 재택 근무자(telecommuter)에 한 설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의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구성과 내용요소,서술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한국의 가정과 교과서는 특별히 민주 이고 양성평등

한 가족 계,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 창조,합리 인 자원 리,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의 요소를 만족시켜 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는 건강가정 구성요소의 가정의 경제 안정,안정

인 의식주 생활,열린 화,자녀의 성장발달 지원,합리 인 자원 리,

가족 역할 공유,건강한 시민의식,일과 가정의 조화와 같은 요소들이

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가운데 임신과 출산에 한 정보제공에 한 내용

들은 청소년보다는 앞으로 결혼을 앞두거나 부모됨의 비가 되어 있는

비부부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들이 될 수 있다.반면,미국의 가정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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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에는 십 부모됨(TeenParenthood)의 과 같이 청소년을 교육 상

으로 선정하여 설정한 내용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이러한 특징은 가

정과 교과서 집필에 있어 청소년이 처할 수 있는 가족의 상황과 문제에

부합하도록 교육 내용 주제를 선정해야 함에 한 한 내용 시가 된

다.

한,미국의 가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 제시와 함

께 가족 기,가족 문제에 한 풍부한 내용들이 구성되고 있고,이와

같은 내용들은 실제 이고 다양한 가족생활 환경에서 청소년들에게 구체

인 문제 해결과 제안을 제시해 주는 실천 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한편,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내용은 사회의 가족이 개인과 사

회의 계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끊임없는 가족의 운 에 한 차원의

문제로서 별도의 비 을 부여하고 있다.이러한 측면들은 한국 가정과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강한 가족 형성을 해 한국 사회의

가족 상황과 부합되도록 주제를 선정하고 할당하여 청소년의 건강가정

형성을 한 가정과 교육내용 개선의 방향성에 참고할 만한 이라고 본

다.

넷째,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에서 가족 련 내용에 해당하는

역의 사진과 삽화 분석을 통해서 볼 때,한국 가정과 교과서에 공통

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진ㆍ삽화로서,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배우자

선택의 여과망에 한 삽화,양성평등한 부부와 세 간의 단란의 모습

의 사진,한국의 통 가족 문화와 교과서 한 부분에 할당된 작은 다문

화 가족 사진,건강한 가정의 모습과 양성평등한 가족의 모습 사진,피임

방법과 특징에 한 사진,임신의 성립과 태아발달에 한 삽화들이

표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들은 부분 정보제시의 기능을 잘 수행하

고 있었고,양성평등과 역할 분담,세 간의 조화와 같은 계몽 인 분

기를 잘 달하고 있으며,주로 바람직한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들을 나

타내고 있다.그러나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십 부모됨,다양한 결혼 부부들,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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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실직,이혼,재난,사망,각종 가족문제를 고민하는 가족원의 모

습,질병에 걸린 태아의 사진 등이 표 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이들

은 주로 가족이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변화를 보여주고,가족 문

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걱정하는 가족원의 모습들이 담긴 사진,다

양한 가족 유형을 보여주는 사진,십 임신에 한 경고 메세지를 달

하는 사진들도 심을 이루고 있었다.그러나 정보제시의 기능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사진ㆍ삽화들에 비해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에서 가족 련 내용에 해당하

는 활동과제의 분석에 있어서 먼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사랑의 삼

각형 검사,작은 결혼식 계획하기, 는 건강한 명 문화 만들기,가족

의 건강성 평가,양성평등한 가족 문화 형성 방안과 출산 극복하기

한 활동 등이 있었으며,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가족 문제와 가족

변화의 상황에서 합한 처신과 안 모색하기,데이 비용 계산,자녀

양육비용 계산,자녀에 한 경제 인 지원 안내,경제 으로 비되지

않은 부모됨에 한 사회 인 방책 생각하기,십 임신으로 인한 태

아의 질병 조사,십 부모됨 방지에 한 활동,아동학 와 아동 유해물

방지에 한 조사,일과 가정의 조화를 한 역할분담 생각하기 등과 같

은 다양한 활동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양국의 활동과제를 살펴본 결과,한국은 양성평등과 건강가정 문화를

구 하고자 유도하는 문제가 잘 제시되고 있으나,이미 설정해진 바람직

한 답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느낌을 수도 있는 문제들도 많았

다.미국의 경우는,경제 인 측면을 강조하여 실제 가족생활에서 당면하

는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재정난과 같은 가족 기를 극복하는 방안 모

색하기와 같은 활동과제들을 자주 찾아 볼 수 있었고,일과 가정의 조화

와 련된 역할분담의 문제들,가족 계에서의 처신과 역할 생각하기,

비되지 않은 임신과 부모됨을 방하려는 활동과 같이,실용성을 요

시하고 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합한 안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시하는 활동과제들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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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가정과교육 내용을 한 제안

본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와 재에 있어서 건강한 결혼과 가족에

한 가치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역할을 하고자 한국과 미

국의 가정과 교과서의 결혼과 가족에 해당하는 역을 비교 분석하고 개

선 을 제안하 다.이 연구의 분석기 으로 조희 외(2014)가 제시한

건강가정 의 구성요소들을 분석 기 으로 선정하여 체 내용을 해

석하고 비교하 다.

와 같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청소년들에게 건강가정 에서의

가족에 한 가치 의 형성을 돕기 한 가정과 교육 내용에 하여 다

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결혼과 가족이라는 가정과 교육내용의 주제가 한국 청소년들에

게 재 인 생활면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인 지침서 역할을

해야 하고,미래의 가치 형성에 있어서도 요한 향력을 미칠 수 있

는 자료로서 교육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에

서는 이 주제와 련하여 이론이나 원리를 심으로 내용을 이해시키고

학습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었으며,특히 사랑과 성의 역과 부모됨

과 자녀양육 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내용 구성은 청소년들보다는,오

히려 앞으로 결혼을 앞두거나 부모됨의 비가 되어 있는 부부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이 부분에 하여서는 십 임

신 는 십 부모됨과 같은 처럼 청소년이라는 상에 을 맞추

고,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는 문제와 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내용을 구

성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족들은 다양한 유형과 함께 다양한 문제들

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는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1인 가구,장애인 가족 등의 가족의 유형들을 흔히 볼 수

있고, 산이나 실직,재정난,재난,사망 등의 기들은 원하지 않는 상

황들이지만 어느 가족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들이다. 한 가정

이 직면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살고 있을 수 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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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그러므로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보

다 극 인 을 가지고,청소년이 가족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에

하여 궁극 인 해결을 돕고자 하는 견지에서 교과서 집필의 방향성을

철 하게 잡아야 한다.구체 인 방법으로는,가족의 다양성과 문제에 해

당하는 내용의 서술 분량을 재의 수 보다 더 늘려 주고,사례를 활용

하여 자세하게 다루어 주어야 하며,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소개해

주고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 으로 도움을 수 있는 가정과 교육

내용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청소년들은 가족의 유형이나 가족 내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체 ,문화 ,연령 차이 등에서 오는 향에

의해서 특별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를 들자면,각

종 학 나 폭력, 계의 어려움,장애,단 등의 경험을 일시 이거나

지속 으로 는 순환 으로 경험할 수 있다.이러한 가족 내에서 벌어

지는 고민스러운 상황들은 때로는 외부 으로 표출시키기 어려운 여지가

있을 수 있다.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세 간의 조화와 같은 말에서

도 알 수 있듯이,가족 공동체의 질서를 시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가족

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의도가 엿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의도

와는 다르게 자칫하면 개개인의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하여 비교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청소년을 교육 상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의 내용은,청소년을 가

족에 속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가족 내에서 느끼는 다양한

고민들에 하여 깊은 공감 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합한 정

보 제공을 해 열린 화의 창구를 찾고,궁극 으로는 고민하는 문제

의 해결과 극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이러한 이유에

서 한국 가정과 교과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경향성인,바람직하고

이상 인 정답을 미리 제시해 주고 유도하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기 보다

는,사진이나 사례와 같은 보충자료의 효과를 통해서 수업 후에라도 가

족 안에서 겪는 불편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꺼내어 놓고 함께 의논하

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은 보충자료의 표



-107-

방법에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아울러, 사회의 가족은 맞벌이 부부와 같은 경제 활동의 주체들

을 꾸 히 양산해 내고 있으므로,가족원의 역할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

하고 역할 공유를 사고할 수 있도록,한국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 내용에

서도 이에 한 내용을 비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넷째,미국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데이 비용에 한 계획,자녀 양

육비용 등에 한 계산,실직이나 재정난과 같은 기 극복의 략을 논

의하는 경제 측면의 요성을 강조한 활동과제들이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었다.이러한 활동은 건강가정 구성요소에서 기본 토 의 역인 가정

의 경제 안정과 안정 인 의식주생활의 구성요소,가정 역할의 합리

인 자원 리의 요소를 매우 요시 하여 의도 으로 다루는 독특한 활동

에 해당한다.

가정에 속한 구성원인 청소년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가정의 경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가족의

모든 변화와 운 에는 경제 인 부분이 요한 기본 토 이며,많은 경

우 결혼과 가족에 한 계획과 활동에 있어서 경제 인 면의 책임성이

수반됨을 간 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한국의 가정과 교과서의 결

혼과 가족에 한 내용에서도 경제 인 측면의 요성을 부각하여 이와

같이 비용의 문제와 연계된 학습활동과 련된 내용을 더 첨가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의 가족은 맞벌이 부부와 같은 경제 활동의 주체들을

꾸 히 양산해 내고 있는데,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원은 역할 갈등

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 공유가 매우 필요하다.이러한 사회

인 흐름과도 부합되도록 청소년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 내용에서도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내용에서도 이에 한 내용을 비 있게 구성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다섯째,한국의 가정과 교육을 한 교과서에는 선택 교육과정의 일반

교과인 기술ㆍ가정 교과서와 선택 교육과정의 심화 교과인 가정 과학

교과서가 있다.그러나 가족과 련된 교육내용은 청소년이 속한 가정과

련하여 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련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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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이므로,기술ㆍ가정 교과서에서 개되는 가족에 련된 내용

과 가정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가정 문제나 가정 복지와 같은 주제의 내

용들은 일반과정이 되거나 심화과정으로 따로 분리될 만한 성격의 내용

이 아님을 제언한다.수업 시수에 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가정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가정 문제나 가정 복지에 한 내용들은 일반 교

과인 기술ㆍ가정 교과에서도 반드시 다루어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에서 논의한 개선 사항들을 토 로, 재의 가정

과학의 구성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사진과 사례와 같은 보충 자료들이 더

첨가되고,보완되어 수업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이끌고 도움을

수 있는 교육매체로 거듭나도록 과감한 교과서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희 외(2014)의 건강가정 의 구성요소를 활용하

여 교과서 내용분석을 하 다.그러나 학자별로,나라별로 각각의 건강

가정에 한 구성요소의 개념들은 유사하기도 하지만,조 씩 다르고,

한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

석틀이 유일한 기 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다른 분석틀을 사용하 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한 분석 역의 범 에는 의생활

역,식생활 역,주생활 역,아동학 역,소비자 역에 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가정 의 요소를 분석

기 으로 살펴보았을 때,어떠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단언하여 해석할 수

없는 한계 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에 한 한ㆍ미 가정과 교과의 내용을 건

강가정 에서 질 인 분석 방법으로 그 해석과 비교를 수행하 으므

로,이에 한 후속연구로는 분석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된 분석

기 과 분석 역의 분류와 함께 양 인 분석도 요구된다. 한 와 같

은 제안 사항으로 개선하여 만든 수업 모형을 샘 로 개발하고,실질

으로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여 찰함과 동시에 개별 인 학생 면

을 실시하여 학습 효과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수업의 효과를 실질

으로 검증해 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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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과목
가 생  계

· 가

○ 출산·고  사회  가족 

·사랑과 결

·부모 과 자  돌

·자립 인 노후생

○  신과 계

·  신과 명

·창  공  계 

○ 가족이 여는 행복  가 생  

·건강가 과 지속가능  소 생

·  나  식주 생

○ 미래 과 사회

·미래  계

·미래 과 사회

· 합  해결 체험 동

결 과    

  가족생  

생애 주  가족 달
·생애 주  달 과업

·가족 달 과업과 가족 달 지원 그램

우자 택과 결  생
· 과 사랑 

· 우자 택과 결  생  

가족 돌보  가족 복지
·다양  가족 공동체 돌보         

·가족  가족 복지

결 과 가족생   

직업과 진

·결 과 가족생   직업  계 

·결 과 가족생   직업·진  개

소 자   

  가계 재   

    계

가  자원 리
·가  자원 리  요  

·효과 인 가  자원 리

가  경  계
·소 자 신용   에  이해

·가계 재  계획과 리 

소  소 자 주권
·건강  소

·소 자 주권  역

소 생   직업과 진
·소 생   직업  계

·가계 재  계  직업·진  개

식생 과 건강 ·생애 주 에 른 건강

<부록 1>한국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공통 내용

구성 체계

<표-1> 고등학교 기술ㆍ가정 교과서의 가정생활 분야의 공통 내용 체계

출처:2009개정 선택 교육과정의 일반과목인 실과(기술ㆍ가정)교육과정-별책10

(교육과학기술부,2011,p.28)

<표-2> 고등학교 가정 과학 교과서의 역별 공통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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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과    

   식생

·식품  양과 안  

생  습 병  과 리
· 양 취  건강 상태 진단

·생  습 병   식생  지침

통 웰  식 만들
· 통 식  우

· 통 웰  식 만들

식생   직업과 진

·식품, 양, 식품 스업  

  직업  계

·식생   직업·진  개

패 과    

   생

패  이해  스타일링
·패  개 과 동향

·패  자인  요소  원리

패 과 첨단 
·패  소재  상품

·패  상품  소   통 분야

패  자인  실
·패  자인    과

·패  주   복 자인

패   직업과 진
·패   직업  계

·패   직업·진  개

주거     

    경
주거  거주지 택

·주거  미  택

·거주지 택

주거 공간 자인
·실내 공간  구  요소

·주거 공간 자인  실

지속가능  주거 
·지속가능  주거  이해

·지속가능  주생   실천

주거  경  

직업과 진

·주거  경  직업  계

·주거  경  직업·진  개

  역

Unit One: 

Career 

Preparation

 (직업 )

1. Exploring Careers (  직업 조사 )

2. Skills for Career Success (직장에  공 )

3. Working in a Team (공동체 안에  일 )

Unit Two: 
4. Learning to Manage ( 리 는 법 익히 )

출처: 2009 개  택 과  심 과목인 가  과  과 -별책10        

        ( 과 부, 2011, p.54) 

<표-3> 미국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 내용 체계의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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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Management

   (자원 리)

5. Community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지역사회  경에  책임)

Unit Three: 

Relationships

( 계)

6. Understanding Families  (가족들에  이해)

7. Strengthening Families (가족 강 )

8. Personal Relationships (개인 인 계)

Unit Four: 

Parenting,  

Child Care,  and 

Guidance

(부모 ,

아동 돌보 ,

지침)

9. Parent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부모  역 과 책임감)

10.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생애주 에 른 달)

11. Caring for Children (아동 돌보 )

Unit Five: 

Wellness 

and Nutrition

(건강 리      

 양)

12. Health and Fitness (건강과 신체 단 )

13. Nutrition ( 양)

14. Selecting Foods (식품 택)

15. Food Safety (식품 안 )

16. Food Preparation ( 식 )

Unit Six: 

Personal 

Finance

(개인  재 )

17. Managing Personal Finances (개인  재  리)

18. Consumer Decisions (소 자 사결 )

Unit Seven: 

Fashion 

and Apparel

(복식과 복)

19. Choosing and Caring for Your Clothes 

   (당신  복 택과 리)

20. Textiles, Patterns, and Equipment ( , 패 , )

21. Apparel Construction ( 복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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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ight: 

Housing 

and 

Transportion

(주택과 

통 단)

22. Choosing a Place to Live (주거지 택)

23. Maintaining a Home (가  지  리)

24. Transportation ( 통 단)

출처: SucceedinginLifeandCareer,10thEdition(Goodheart-WillcoxCo,2012,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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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과

단원

주제명

책

기호

소단원

주 제 명
단원의 내용 구성

Ⅰ.

출산ㆍ

고령

사회와

가족

1.

사랑과

결혼

DA

1.사랑과

성의 이해

사랑의 본질과 요소,유형,바람직한 가치 ,성의 개념과

기능,올바른 개념과 가치 등을 주제로 함

2.배우자

선택과 결혼

배우자 선택의 요성,선택 과정,선택 기 ,결혼의 의

미와 의의,바람직한 가치 을 알아

3.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비

결혼 생활의 문제,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양성평등 의

식, 력 역할 분담을 설명

KH

1.사랑과

성
가족 형성의 요성,바람직한 사랑과 성에 해 다룸

2.배우자

선택

배우자 선택의 의의와 요성,선택 과정,고려할 을

살펴

3.결 혼
결혼의 의미와 의의,동기,결혼 의 변화,행복한 결혼

생활에 해 알아

KS

1.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가족

가족의 의미와 기능,건강가족 형성의 요성,사랑,성,

배우자 선택,결혼 등에 한 바람직한 가치 을 살핌

2.가족원

모두 평등한

가족 생활

건강 가족 형성을 한 양성평등 , 력 의사 결정 과

정을 살펴

MR

1.가족

형성의 이해
가족 형성의 의미와 요성을 설명함

2.배우자의

선택
배우자 선택의 요성,선택 기 ,선택 과정 설명

3.결혼
결혼의 의의와 요성,시기, 비,합리 인 결혼식에

해 살펴

SY

1.사랑과

성이란

무엇일까?

사랑의 의의와 종류,성과 사랑에 해 알아

2.배우자

선택과 결혼은

어떻게 할까?

의 결혼 ,이성 교제와 배우자 선택,결혼의 의의와

특성,결혼 비 교육과 차 등에 해 살펴

3.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결혼 생활에 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가족 계

형성과 결혼 생활에서의 양성평등한 역할 분담에 한 주제

를 다룸

EO
1.건강한

가족

건강 가족의 이해와 성숙한 사랑,바람직한 이성교제에

해 다룸

<부록 2>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련 내용의 실제 구성

1)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구성 분석

(한국 고등학교 기술ㆍ가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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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혼과

가족

배우자 선택의 의미와 요성,선택 기 ,선택 과정,결

혼의 의의와 가치 ,요건 등을 알아

JH

1.사랑과

성
사랑의 의미와 성의식,성 의사 결정권 등에 해 설명

2.배우자

선택
좋은 배우자의 의미와,선택 기 ,선택 과정을 설명함

3.행복한

결혼
결혼의 의미와 시기,행복한 결혼생활의 의미를 제시

CJ1

1.결혼과

건강한 가족의

형성

건강 가족 형성의 요성,결혼의 의미,결혼에 한 바

람직한 태도에 해 다룸

2.배우자

선택과 결혼

배우자 선택과 비,사랑과 성,결혼의 비와 차에

해 알아

3.서로 돕는

가족생활

부부 계의 이해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에 해

알아

CJT

1.건강한

가족의 형성
가족의 의미와 요성,가족과 사회에 한 주제를 다룸

2.배우자

선택
배우자 선택의 요성과 선택,선택의 과정을 살펴

3.결혼
결혼의 의미와 동기,조건,행복한 결혼의 설계에 해

알아

4.행복한

결혼 생활

부부 계의 특징과 의사소통,역할 분담 공유에 해

다룸

Ⅰ.

출산ㆍ

고령

사회와

가족

2.

부모됨과

자녀 돌

EO

1.부모됨
부모됨의 의의와 비,역할,부모 교육,양육 태도를

살핌

2.건강한

임신ㆍ출산
임신과 출산에 한 숙지 사항

3.자녀

돌 의 실천
자녀 돌 에 한 부모의 역할

4.사회

돌 의 실천
사회 돌 의 의의와 다양한 돌 정책 알아보기

KH

1.부모 됨 부모 됨의 의의와 역할, 비에 한 사항 알아보기

2.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에 한 숙지사항에 해 다룸

3.자녀

돌보기
자녀 돌 에 한 숙지사항과 사회 돌 에 해 다룸

KS

1.부모됨의

의미를 찾아서
부모됨의 의미와 바람직한 부모됨에 한 주제를 다룸

2.새로운

가족의 시작,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에 한 숙지사항과 자녀 돌 에 한 부모

역할 알아보기

3.좋은부모,

함께하는 돌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과 사회 돌 의 필요성 이해하기

DA

1.부모 됨 부모됨의 의의와 역할, 비에 해 알아보기

2.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에 한 숙지사항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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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돌보기

돌 노동의 요성과 자녀 돌보기에 한 숙지사항 살

피기

MR

1.부모됨의

의의와 역할
부모됨의 의의와 역할 알아보기

2.부모됨의

비
부모됨에 한 비와 계획,부모교육에 해 다룸

3.임신과

임신 의

생활

임신 의 생활에 한 숙지사항 알아보기

4.출산과

산후 조리
출산과 산후 조리에 한 숙지사항 알아보기

5.신생아

ㆍ 아 돌보기
신생아ㆍ 아 돌 에 한 숙지사항 살피기

6.유아ㆍ

아동 돌보기
유아ㆍ아동 돌 에 한 숙지사항 살피기

SY

1.부모됨이

란 무엇인가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책임 살펴보기

2.부모됨의

비를

어떻게 할까?

바람직한 양육 태도와 부모 교육에 해 알아보기

3.임신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임신을 한 비와 임신 의 부모 역할 알아보기

4.건강한

출산과 산후

조리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출산과 산후조리 비에 한 가족의 역할 알아보기

5.자녀

돌보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자녀 돌 에 한 부모의 역할 알아보기

JH

1.부모됨의

의미
부모됨의 의미와 비,역할 알아보기

2.건강한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에 한 가족 역할 알아보기

3.자녀

돌보기
자녀 돌 의 부모역할 알기

CJ1

1.부모됨의

이해
부모됨의 의미와 요성,역할, 비 살펴보기.

2.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에 한 가족역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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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돌보기
부모의 자녀돌 의 역할 알기

4.사회

돌
돌 의 의미와 요성,사회 돌 의 실천에 해 알기

CJT

1.부모됨의

의미와 역할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 비에 해 살펴본다.

2.건강한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에 한 부모 역할과 가족 역할을 살핌

3.자녀

돌보기
자녀돌보기의 의미를 알아

Ⅱ.

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

1.

건강가정과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①

건강한

가족생활

문화

KH
1.건강한

가족 문화

건강한 가족의 의미와 특징을 살피고,양성평등하고 세

간의 조화를 이루는 가족 문화의 실천에 해 알아

KS

1.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족 문화

건강한 가족 문화의 의미와 요성을 알아보고,양성평등

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기 한 구체 인 실천 방안

을 살펴본다.

DA
1.건강한

가족 문화

건강한 가족 문화에 해 알아보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

을 살핌

MR
1.건강한

가족 문화

사화 가족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고 건강한 가족 문

화 형성 방안에 해 살펴

SY

1.우리

가족 문화의

모습은

어떠한가

가족과 가족문화의 의미를 알아보고 가족 문화의 변화를

알아

2.우리

가족 문화의

문제 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가족 문화에서 나타나는 가족 문화의 문제들을

이야기 해보고 이에 한 응 방안을 살펴본다.

3.건강한

가족 문화를

실천해 보자

건강 가족의 의미와 건강 가족 문화의 실천 방안을 알아

EO
1.가족생활

문화

우리나라의 가족생활 문화의 특징과 변화를 알아보고 건

강한 가족생활 문화의 실천에 해 살핌

JH
1.건강한

가족 문화

우리나라의 통, 가족 문화의 특징과 세계 여러 나

라의 가족 문화의 특징 살피기,건강한 가족 문화의 의미를

알아

CJ1
1.건강한

가족 문화

가족 문화의 변화,건강한 가족 문화의 의미와 요성,

건강한 가족 문화의 실천을 다룸

CJT
1.건강한

가족생활 문화

가정생활 문화의 형성,건강한 가족생활 문화를 한 실

천 방안을 살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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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제

책

기

호

주제명 단원내용 구성

� Dating

� Whatis

Love?

AL

Ⅲ.8.②

� HangingOut

WithFriends

-Dating

이성교제(데이 ;Dating),

반함(Infatuation),

성숙한 사랑(MatureLove)을

다룸

단원과

단원 주제명

책

기호

소단원

주 제 명
단원의 내용 구성

Ⅰ.결혼과

가족생활

1.

생애주기와

가족발달

CJ2

1-1)(2)

가족생활주기와

발달 과업

1-2)

가족 지원 로그램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알아보고,가족 지원 로그램을 통한 가

족의 기능 향상 서비스들에 하여 살펴

본다.

SM
② 가족 발달 과업과

가족 발달지원 로그램

가족생활 주기와 가족 발달 과업에

하여 알아본다.

Ⅰ.결혼과

가족생활

2.배우자

선택과

결혼 생활

CJ2

① 성과 사랑
성과 사랑에 해 이해하고 바람직

한 성과 사랑의 의사결정에 해 다룸

② 배우자 선택과 결혼

생활의 응

바람직한 배우자 선택 과정 기

을 이해하고,결혼 생활의 응에 해

알아

SM

① 성과 사랑 건강한 성과 사랑에 해 알아

② 배우자 선택과 결혼

배우자 선택의 과정을 살펴보고,바

람직한 배우자가 되기 한 방법에 해

다룸

Ⅰ.결혼과

가족생활

3.가족

돌보기와

가족 복지

CJ2

① 다양한 가족 공동체

돌보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에 한

이해와 건강 가족 실천 방안 살펴보기

② 가족

문제와 가족 복지

일과 가정의 양립,가정 폭력,이혼

에 해 알아보고 이와 련된 가족 복

지 알아보기

SM

① 다양한 가족 공동체

돌보기

다양한 가족 공동체의 장단 을

악하고 요구에 한 돌 의 실천 살펴

보기

② 가족 문제와 가족 복지

사회의 가족 문제를 악하고

이에 한 가족 복지 실천 방안을 알아

2)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구성 분석

(한국 고등학교 가정 과학 교과서)

3)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구성 분석

(미국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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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rriage

Relationship

SL

Ⅲ.8.②

Developing

Friendship

� Dating

� Whatis

Love?

� Responsible

Relationship

③ TheMarriage

Relationship

이성교제(데이 ;Dating),

반함(Infatuation),사랑(Love),

책임성 있는 계

(Responsible-Relationships)

성공 인 결혼의 조건 (Factors

ThatInfluenceMaritalSuccess),

결혼 생활의 응

(MakingMarriageWork)에

하여 알아

PL

Ι.3.Your

Friends

③ Dating

이성교제(데이 ;Dating),

사랑(Love),성 염병(STIs),

십 임신(TeenPregnancy),

책임성 있는 성 태도(Sexual

Responsibility)에 해 다룸

LS

Ι.5.Healthy

Relationships

④ Dating

Ⅱ.Human

Development

7.Family

Basics

⑥ Considering

Marriage

이성교제(데이 ;Dating),

반함(Infatuation),

사랑(Love),성공 인 결혼의 조건

(FactorsThatInfluenceMarital

Success)에 하여 다룸

� Family

Basics

�  Building

Strong

Families

�  Family

Challenges

SL

Ⅲ.Relationships

6.Understanding

Families

7.Strengthening

Families①③

가족의 역할과 기능

(FamilyRolesandFunctionsofa

Family),가족의 유형(Family

Structures),가족생활주기

(TheFamilyLifeCycle).

기능 인 가족 만들기

(BuildingFunctionalFamilies).

가족 기 다루기 (Handling

FamilyCrises).

PL

Ι.Your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

가족의 기능(Functionsofa

Family),가족 변화의 유형

(TypesofFamilyChanges),

가족의 역할과 책임(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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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YourFamily

RolesandResponsibilities),

가족 계(FamilyRelationships).

가족생활주기(TheFamilyLife

Cycle),가족문제 (FamilyChallenges).

ML
Ⅵ.Relationships

19.YourFamily

가족의 기능(Functionsofa

Family),가족생활주기

(TheFamilyLifeCycle),

가족의 경향성 (FamilyTrends),

강한 가족의 상태

(QualitiesofaStrongFamily).

가족 변화의 유형

(TypesofFamilyChanges),

기(Crises),도움이 되는 방안

(StrategiesThatCanHelp).

LS

Ι.Self

Discovery

5.Healthy

Relationships

② Relatingto

Family

Ⅱ.Human

Development

7.Family

Basics

①②③④⑤⑧

가족의 역할(RolesofFamilies),

가정에 향을 주는 요인

(FactorsThatInfluence

Families),

가족 문화와 통의 역할

(RolesofCultureand

Tradition),

가족의 유형(Typesof

Families),가족생활주기

(TheFamilyLifeCycle),

가족 문제의 해결

(ResolvingFamilyProblems).

� Parenting

AL

Ⅳ.Relatingto

Familyand

Children

12.Understanding

Parenting①②

부모됨에 하여

(ConsideringParenthood),

자녀돌보기

(CaringforChildren).

PL

Ⅳ.Understanding

Childrenand

Parenting

14.Parenting

부모이해 (자녀 양육 선택의

이유,책임, 향)

(UnderstandingParents

ReasonstoChooseParenting,

ResponsibilitiesofParenting,

ImpactofParenthood)

부모자녀 계 (자녀 양육의

비,아동학 와 방임)

(TheParent-ChildRelationship

Readinessfor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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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AbuseandNeglect)

ML

Ⅶ.Parentingand

CaregivingSkills

25.Responsibiliti

-esof

Parenthood

부모됨의 비

(PreparingforParenthood),

십 부모됨에 하여

(TeenParenthood).

LS

Ⅱ.Human

Development

7.FamilyBasics

⑦ Considering

Parenthood

가족계획에 한

이야기(자녀갖기);고려할 과

정시기에 하여.(DecidingWhether

toHaveChildren;TheRightTime

toHaveChildren),

입양 (ConsideringAdoption).

� Balancing

Workand

Family

AL

Ⅱ.Exploring

Careers

5.Enteringthe

WorldofWork

② YourNew Job

� BalanceWork

andYourPersonal

Life-Balance

Work andFamily

일과 가정의 조화

(BalancingWorkandFamily).

SL

Ⅲ.Relationships

7.Strengthening

Families

② Balancing

WorkandFamily

일과 가정의 조화

(BalancingWorkandFamily).

ML

Ⅴ.Pathwaysto

CareerPaths

17.Workand

LifeBalance

② Balancing

MultipleRoles

� Managing

MultipleRoles

다양한 역할 리하기

(ManagingMultipleRoles),

일과 가정의 조화

(BalancingWorkandFamily).

LS

Ⅳ.Career

Management

18.Career

Satisfaction

⑤ Balancing

Work,Family,

andFriends

일과 가정의 조화

(BalancingWorkand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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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내용요소(기타)

한

국

이성 교제(3),사랑의 유형(3),약혼,합계 출산율(2),갈등 유형,역할 갈등(2),역할 과

부하,부부간 의사소통,부부간의 응,사실혼,열정(2), 혼(3),성 의사소통 능력,이

성 교제의 기능(3), 배우자 선택 과정,배우자 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2),배우자 선택

시 고려할 (3),배우자 선택의 여과망,결혼의 동기(3),결혼 ,결혼(혼인)의 요건(2),

결혼의 의의(2), 정 인 의사소통(3),소셜 네트워크 데이 ,데이트 폭력(2), 치산자,

근친혼 지,딩크족,통크족,성 역할,성의 개념,섹스(2),젠더(2),섹슈얼리티(2),양성

사회화,양성 성역할(2),결혼의 의무,결혼(혼인)의 법 요건(2),결혼식(2),올바른 성

가치 ,의사결정,법 성숙,산후 우울증,수용 (허용 )태도,작은(개선된)결혼식

(2),결혼식의 차,정서 성숙,정신 성숙,사회 성숙,친 ,평등 결혼식,격려자,

공허한 사랑, 계 사랑,남귀여가혼,낭만 사랑,동질혼,바람직하지 않은 결혼의 동

기,사랑의 동기, 얼빠진 사랑,우애 사랑,이질혼,자아 이상,자존감,좋아함,친 감

(2),쾌락 기능,헌신(2),혼인 신고(2),혼인의 효력,혼인에 따른 법률효과,바람직하지

않은(부정 )결혼 동기(2),슈퍼우먼 증후군(콤 스)(3),비혼,동성동본불혼제,배우자

가족과의 계,법률혼주의(2),가장 콤 스,인성,미숙한 사랑,상견례,신혼여행,폐백,

혼인 령,이혼,임시 조치,문화,건강 가정의 요소,민주 이고 양성평등한 가족(2),출생

가족(3),근원 가족,건강 가정 기본법(2),건강가정지원센터,통과 의례(2),세시풍속(2),

격 교육,의사결정,가족 가치 ,가족의 형태,가족 돌 휴직 태도(2),균분 상속,확

가족,친족법,호주제,가족법,공동체 가족(2),복합(재혼)가족(3),입양 가족,한부모 가족

(3),가족 자원 사(2),가족생활, 혼상제(2),열린 가족,동거 가족,가부장 가족 제도,

계례, 례,닛다,단순 사형,독신 가족,문화 체험형,상례,혼례,효,가족 발달 지원

로그램(2), 응,다양한 가족 공동체(2),가족 문제,가족 복지,가정 형성기(2),노후기

(2),무자녀 가족,분거 가족(2),장애인 가족,기 수명,가정 폭력,부모됨의 동기 유형,

부모됨의 비, 발달 과업(2),동거,권 주의 유형(태도)(4),민주 유형(태도)(2),양

육 태도(2),민주 양육 태도(2),임신계획(2), 출산의 문제 (2),산 검사,고운 맘

카드,장애 아동 양육 수당,공동 육아,바람직한 양육 방법,훈육,거부 태도,난임,지

배 태도,권 (통제 )부모(2),민주 부모,방임 부모,아이 돌보미 서비스,양육

자,학습 조력자, 통 사회의 부모됨 비,부모됨의 보상,자녀 양육 수칙,자녀 계,

방임 태도,보육 교사,사회 태교,정기검진,익애 태도,생산 가능,부모 교육 기

인구,자녀 이기주의,이상 임신,자녀 교육기,자녀 독립기,자녀 양육기,배우자 출산 휴

가제,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미

국

ethnicityand,moneyand,problem,counselors,finances,ofchoice,helpin,choice,

finances and, support, locating, responsibility(3), cultural background of(2),

maturity(2)(emotional),getting along with,importance of,multiple roles,physical

needsof, counselors,finances,ofchoice,helpin),familybonds,makingtimefor

<부록 3>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련 내용의 내용요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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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procreation, economy as family influence, single-parenthood,

parenthood(finances,timing for,problems in),adulthood,media,relatives,religion,

childlessfamily(2),curture(definition),extendedstays(2),functionalfamily(2),functions

offamily(2),adoption(2),closed adoption,open adoption,dysfunctionalfamily(2),

blended family(jealousy, acceptance, enabler, anger, demographics, conflict(2),

codependency,guiltin,new additiontofamily,societaltrendinfamily,cooperation,

parenting(youth),age span(2), beginning stage(2)(launching), middle age stage,

parentingstage,retirementstage,isolation,homelessness(2),supportgroups,respect,

trust,honest,stages,steady(2),rules,communication,breaking up,challenges of,

healthy relationship,in appropriate behavior and,one-sided attraction,physical

attraction,starting to,unhealthy,warning signsof,and depression,stress,sexual

decisions),sexually transmitted(2),sterility,AIDS(2),HepatitisB,HIV(2),sacrifice,

unconditionallove,strenhtening parent-teen bonds,affirm,sudden infant death

syndrome(SIDS),over-the-counter,medications,fatalalcoholsyndrome(FAS)(2),HPV,

guidance,positivediscipline,childabuse, emotional(2),physical(2),sexual,sourceof

help),values,Shaken Baby,Syndrome(SBS)(2),coping family changes,dual-career

family,fringebenefits,telecommuting,children(only,compatibilityfactor,problem with,

safe heaven law),communication(active listening),children in self-care,flextime,

codependency,supportsystem,family-friendlypolicies,jobsharing,effectsonwork,

dysfunctional,emotional functional,functions, relationship(2),roles,priorities(in

managing multiple roles),socialization(2),types,divorce rate,suicide(2),flextime,

flexible work arrangerments,employers,employee benefits,new family members,

separation(2)),familytypes(2),grandparents,meetingchildren's(emotional,intellectual,

physical,social),reward,time and energe,responsibilities(2),readiness(2)),health,

learningskills,social,reasontochoose,relationship,sexualresponsibilities,responsible

action,emotional(needs)(2),intellectualneeds(2),physicalneeds,preparation,role

modeling(parents as)(2),social,pregnancy(2),teen(2),random dating,building in

children,STDs,supportgroups(2),employment(effectchangesin),intergenerational,

intergenerationalhousehols,custody(ofchildren), alcoholic(2),alcoholabuse,crime(2),

crushes(2),jealousy,commitment,engagements(2),engagementperiod,monogamy(2),

annulment(ofmarriages),premature,low birthweight,paternity,acceptanceofyour

emotion,caringgivingfor(children,olderadults(2)),adultswhoreturntoparent's

home,assistedliving facilities,family assisting program,babies,low birthweight,

prematurebabies,,new,budget(fordate,forfamilyvacation),educationandtraining,

human services,wedding planner, child care workers,chidren (and failure of

marriage),Chlmydia,communication(in dating relationship,in strong families,in

strong marriages),conflictresolution(in strong marriages),conversations,costs(of

parenting,couple dates),decision making(about getting married, about having

children)(2), deep breathing, drugs(prescription), emotions(accepting, in dating

relationship),expectations(failureofmarriages),failureofmarriages(money),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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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qualitiesoffamily,typesofchangesforfamilies(2),genitalherpes,genital

warts,givinginrelationship,heritage,homeaids,lawsofmarriage,mutualconsent

marriagelaws,lifespan,familyinfluenceonmoraldevelopment,pickupanddelivery

forolderadults, prenatalcare,balancingpriority,prohibitedmarriage,socialstress

(forteenparents),ages,receivinginrelationship,respectinstrongfamilies,retirement

communities,riskofsexualability,sexualfeelings,handling,sharing(yourcurture,in

strong families,in strong marriages),socialinteraction(learned in family),staying

single(2), step-relatives, tradition(in strong families, trust(in strong families),

society(2),creditor,creditrating,creditcardfinancecharges,closure,fidelity,vaccine,

discipline(2)(crisis,familyproblem),appreciation,circumstances,crime,familyexercise,

family meetings,grandparents,family service,respect,self-worth,taking care of

yourself, help(finding), calculating interest(money), take home pay, rituals,

support(from family,offriends,sourcesofgroups(2),supportsystem,supportgroup,

threats, trusted adults, age(marriage requirements), attitude, christian tradition,

breakingup,civilmarriage,confidenceofonlychildren,cousins,romanceandfriend,

meltingpotsociety,next-of-kinstatus,familyassistanceprogram,SNAP,physical

appearances,foreign-born population,multipleroles,dual-careerfamilies,priorities,

flextime,jobsharing,flexibleworkweeks,FAS,toxi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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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사랑과 성에 한 표 인 서술의 교과서(쪽)

한

국

친 감은 상 를 향한 감정의 따뜻함을,열정은 뜨거움을,헌신은 의무나

책임감을 말하는데,이 세 요소가 같은 크기의 조화를 이룰 때 성숙하고 완

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CJT(17),SM(34),

SY(13),EO(16),

JH(10),KH(12).

사랑은 실생활에 존재한다. SM(33),SY(13).

사랑의 능력은 개인의 문화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다.
SM(33),SY(13),

CJ2(26).

사랑은 여러 단계로 존재한다. SM(33),SY(13)

사랑은 여러 형태가 있다.
SM(33),SY(13),

CJ2(26).

사랑은 많은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다.
SM(33),SY(13),

CJ2(26).

미

국

Likeacrush,infatuationtendstobeidealisticandunrealistic.
SL(187),LS(150),

ML(418).

Infatuationcanfoolpeopleintothinkingtheylovesomeone.
SL(187),

ML(418).

Infatuation also tends to be self-centered,meaning that

infatuatedpeoplearemoreconcernedabouttheirownhappiness

thanabouttheotherperson'sfeelings.

SL(187),

ML(418).

Loveisastrongfeelingofaffectionbetweentwopeople. PL(70),LS(95).

Theyshareinterestsandlifegoalsandwanttoworktoward

thesegoalstogether.
SL(191),AL(192).

Muchlikeastrongrelationship,peoplewhoareinloveshow

eachothercaring,dependability,loyalty,respect,empathy,and

forgiveness.

AL(192),LS(191).

Goodcommunication helpsyouandyourmateknow each

otherbetter.
SL(192),LS(96).

Messagesfrom movies,television,andmusicseem toimply

that"everyoneisdoingit,"eventhoughthisisnotthecase.

SL(188),

ML(417).

Teen parentsoften feeltrapped by theresponsibilitiesof

parenting.

ML(415),PL(72),

AL(283).

They resentmissing outonthenormalactivitiesofother

teens.

ML(415),PL(72),

AL(283).

Avoidsituationsthatmaybedifficulttohandle.
SL(189),

ML(417).

When a relationship reaches the pointwhere itis not

growinginapositiveway,itmaybeover.Talkinghonestlycan

makebreakinguplessstressful.

PL(75),ML(419).

<부록 4>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련 내용의 실제 서술방식

1)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서술의 표 인

(‘사랑과 성’주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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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배우자의 선택에 한 표 인 서술의 교과서(쪽)

한

국

나 자신도 바람직한 배우자가 되기 해 신체 ,정신 ,경제 인

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CJT(18),SM(37),

KS(17),JH(16).

미

국

Whilepeoplearedating andhavingfun,theyarealso

learningaboutthemselves.
SL(185),ML(413).

Whenyougooutwithagroup,youcanhaveagood

timewithoutthepressurethatcomeswithgoingoutasa

couple.

SL(185),ML(413).

The engagement period helps couples prepare for

marriage.
SL(196),ML(421).

Itgivesthecoupletimetotesttheirrelationship,make

surethatmarriageistherightdecision,andplanfortheir

weddingandmarriedlife.

SL(196),ML(421).

Issuestodiscussduringengagement

• Whereyouwilllive

• Financialmatters

• Marriageroles

• Differencesinage,nationality,race,

religion,socialclass

• Educationgoals

• Familygoals

SL(196),ML(422).

While an engagement is considered preparation for

marriage,notallengagementsendinmarriage.
SL(196),ML(422).

Itisbettertocalloffanengagementthantoignoreto

warningsignsthatthemarriagewillnotlast.
SL(196),ML(422).

국

가
결혼에 한 표 인 서술의 교과서(쪽)

한

국

결혼 자체에 목 을 두지 않고 무언가 변화를 찾거나 목표를 달성하

기 해서 결혼한다면 그것은 결혼을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DA(19),KH(18),

CJ1(17),CJ2(32),

CJT(21).

부부가 가정 안에서의 역할과 가정 밖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면서,역할

갈등과 역할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SY(28),KS(24),

DA(23).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부부의 노력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

요하다.

DA(23),KS(24),

SY(27),CJT(24).

2)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서술의 표 인

(‘배우자의 선택’주제 역)

3)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서술의 표 인

(‘결혼’주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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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Allstatesrequirecouplestoobtainalicenseinorderto

marry.Thelicenseservesasalegalrecordofthemarriage.
LS(149),ML(423).

Moststatesallow peopletomarryaftertheyreachtheage

of18.Parentalconsentisneededformarriagesbelow that

age.

LS(149),ML(423).

Statelawsidentifyofficialswhomayperform amarriage

ceremony.Officialsincludememberoftheclergy and civil

authorities,suchasjudgesandmayors.

LS(149),ML(423).

Anymarriagewillhavegoodtimesandbadtimes. SL(198),ML(423).

국

가
가족에 한 표 인 서술의 교과서(쪽)

한

국

가족 문화는 가정마다 다르며,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교육 기회의

확 ,서구 문화의 도입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JH(81),SY(93),

KS(87).

에 와서 가치 의 변화나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기

피하거나,결혼을 한 후에도 경제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출산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CJ1(14),SY(93).

가족이 함께하는 사 활동은 보람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가족 공동

체 회복,소통 능력 증 ,인간 계 확 , 정 의미부여,미래에 한

계획 등의 효과가 뒤따른다.

CJ1(91),SY(107),

DA(84),EO(95).

가족은 결혼,출산,교육,자녀의 독립,사망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

를 겪는데,이러한 가족생활의 변화 과정을 가족생활 주기라고 한다.

CJ2(16~17),

SM(20~24).

가족생활 주기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을 잘 알고 비하면 가족이 행

복한 삶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CJ2(16),SM(20),

MR(91).

가족 지원 로그램은 가족의 필요를 채워 주고 가족의 기능을 향상

시키기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개인과 가족이 최 의 성장을 하

도록 지원한다.

CJ2(18),SM(24).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가족

발달 지원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CJ2(19),SM(25),

JH(81),KH(82),

CJT(85).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 ·정신 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 를 말하며,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측면에

서 일반 인 폭력과 다르다.

CJ2(44),SY(101),

SM(47).

다양한 기 에서 그림Ⅰ-24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

하기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Y(101),CJ2(45),

SM(48).

4)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서술의 표 인

(‘가족’주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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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부부간의 합의 는 재 상의 차를 거쳐서 혼인 계를

끊고 헤어지는 것이다.
CJ2(46),SM(47).

부모의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녀에게 큰 충격을 주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이혼하게 된 사유를 최 한 구체 으로 이야기해 주고 자녀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

CJ2(46),SM(51).

미

국

A familyisgroupoftwoormorepeoplerelatedtoeach

other.Someexamplesoffamilyincludepeoplewhoarerelated

byblood(birth),marriage,oradoption.

PL(31),SL(133).

Someofthefactorsthatcaninfluenceafamilyinclude:

• Incomeandexpenses

• Numberofworkingadults

• Education

• Location

• Livingenvironment

• Numberofmembers

• Activityschedules

• Religiouspractice

• Familyhobbiesandinterests

LS(140),SL(139).

Siblingrelationshipscancreateeitherharmonyordiscord

withinafamily.Specialbondsexistamongmanybrothersand

sisters.Sibling rivalry iscompetition between brothersand

sisters.

PL(38),AL(217).

Trytofigureoutwhatyoursiblingthinksandfeels.Then

youcanfindbetterwaystogetalong.
PL(39),AL(216).

Grandparentsarespecialpeople.Youmayfinditeasierto

talkaboutyourfeelingsorproblemswithyourgrandparents.
PL(39),AL(232).

Thelifecyclemodeldoesnotreflectallvariations,butit

doesgiveageneralpictureofhow familiesmustadaptto

changingsituations.

ML(375),SL(145)

Divorce is common in today's society.Many couples

decide they have problems and differences that can be

resolved.

SL(145),ML(376).

Getting professionaladvice and help is anotherhealthy

waytohandlethestressofdivorce.
PL(47),AL(235).

Regardlessofthereasonformoving,itcauseschangesin

thefamily.
PL(44),AL(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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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부모됨과 자녀양육에 한 표 인 서술의 교과서(쪽)

한

국

부모됨에는 역할과 책임도 따르므로 임신과 출산에 해 신 하게 생

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KS(31),EO(29),

CJ1(33).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임신과 출산의 과정만이 아니라 자녀와 함

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자신만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어려운 과정이다.

JH(26),KS(32),

부모됨의 역할을 지혜롭게 수행하기 해서는 인생을 계획하고 비하

는 청소년기부터 좋은 부모가 되기 한 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JH(26),EO(31),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는 자녀의 성격이나 기질 등의 이유도 있겠

지만 부모로부터의 향이 매우 크다.

EO(31),JH(27),

SY(35),CJT(35),

DA(28).

바람직한 양육 태도는 자녀에게 심과 애정을 쏟고,자신의 행동에 책

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 성 있게 양육하는 것이다.

JH(27),SY(35),

MR(32),CJT(35),

KH(28).

청소년들은 비 부모 교육 로그램 등의 참여를 통해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배움으로 써 부모가 되는

비를 할 수 있다.

KH(29),E0(32).

임신은 한 생명이 시작되는 일이며,새로운 가족 계의 시작이므로 철

한 비가 필요하다.

KH(30),E0(34),

CJT(36),CJ1(38).

임신 과 임신 기간 동안 임산부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알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생활을 하여야 한다.

KH(30),E0(37),

CJT(39).

비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은 임신은 태아와 본인은 물론 주 사람

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CJ1(38),KH(30),

E0(34),SY(38),

태교는 태아의 건강한 성장에 향을 주므로 임신부뿐만 아니라 남편

도 그 요성을 인식하여 함께 몸가짐과 정서 인 안정을 해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SY(44),CJ1(42),

EO(41),JH(34),

가족,직장 동료 등 주변의 사람들도 임신부와 태아에 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SY(44),CJ1(42),

EO(44),

임신부와 가족은 임신부가 안 하고 건강하게 출산하고,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산에 비해야 한다.

CJ1(44),CJT(41),

SY(46),JH(36),

KS(39).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기까지 부모나 양육자의 각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자녀 돌 이 필요하다.

KH(41),CJT(44),

EO(31).

부모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자녀와 상호 작용 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

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

KH(41),EO(48),

CJT(44),CJ1(46).

자녀 돌 의 지식과 능력을 길러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사회 돌 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마음가짐을 기르고 실천해야 한다.
KH(41),EO(48),

최근 다문화 가족,한 부모 가족,조손 가족,소년 소녀 가장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로 사회 돌 의 요성이 증가하 다.

KH(50),DA(53),

CJ1(46).CJ1(55).

사회 돌 이란,자신의 자녀 돌 지식과 기술을 배려와 나눔을 통해

이웃에게로 확 함으로써,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을 말한다.

KH(50),EO(61),

DA(53),KS(56).

사회 돌 은 1인 1가족 자매결연,정기 방문을 통한 돌 사,건강 KH(50),EO(61),

5)가족 련 단원의 교육내용 서술의 표 인

(‘부모됨’과 ‘자녀양육’주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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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 단 사 활동 등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 KS(56),CJ1(55).

사회 돌 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친 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길러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KH(50),CJ1(55).

미

국

Parentingistheprocessofcaringforchildrenandguiding

theirgrowthanddevelopment.
AL(279),SL(211).

A parentneedstoprovideachildsecuritybyofferinglove

andattention.
PL(315),ML(498).

국

가
일과 가정의 조화에 한 표 인 서술의 교과서(쪽)

한

국

일·가정 양립 련 제도(출산 후 휴가제도,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육

아 휴직 제도,가족 돌 휴직 제도,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CJ2(43),EO(94).

미

국

Families in which both spouses are employed or called

dual-careerfamilies.
SL(158),PL(192).

6)가족 련 단원 교육내용 서술의 표 인

(‘일과 가정의 조화’주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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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선택

한

국

• 1.미래의 배우자와 함께 참여하고 싶은 비부부 교육 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지 어 보자.

2.1.에서 자신이 선택한 비부부 교육 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기 할 수 있는 효과와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어 보자.(CJ2,p.21)

• 다음은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조건’:○○ 일보,2013)(사례:우리나라 미혼 남성은 배우자 선택

시 성격을,미혼 여성은 경제력을 가장 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1.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타난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나의 배우자 선택 조건과 기사에서의 배우자 선택 조건을 비교해 보고,다른 이 있다면 그 이

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JH,p.15)

• 다음은 인터넷 카페에 두 남녀가 올린 질문 내용이다.이와 같이 배우자 선택에서 ‘경제력’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계속될 경우 상되는 결과를 생각해 보고 댓 을 작성해 보자.(SY,p.20)

• 다음은 미국 뉴욕 타임스가 결혼 계 문가들의 충고를 바탕으로 ‘결혼하기 에 서로 물어야 할

질문 리스트’를 선정하여 게재한 것이다.이러한 질문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자신은 어떤 것을 묻고

싶은지 어 보자.

(리스트:자녀 계획,재정상의 의무와 목표,가사 분담,종교,직장 때문에 이사를 간다면?,상 방의

부모를 존경하는가?...등등)(SY,p.23)

미

국

• Imagineyouaregivingadvicetoanotherteenwhoisjuststartingtodate.Writea

listofatleastfivedatingsafetytipsforhim orhertoremember?

(ML,p.414)

• Whatwouldyouyourmainconcernsifyouweretheparentofateenwhowas

startingtodate?Whatruleswouldyousetforyoursonordaughter?

(ML,p.427)

• NandThavebeendatingexclusivelyfortwoyearsandhavebeguntotalkabout

marriage.N wasofferedafullscholarshiptoanout-of-statecollege.T planstoattend

thelocaluniversitysohecanstayhomeandhelptakecareofhisbrother,whois

disabled.WhatadvicewouldyouoffertoNandT?(ML,p.428)

<부록 4>한ㆍ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

련 내용의 실제 활동과제

1) ‘배우자 선택’주제 단원의 표 인 학습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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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

국

• 모둠별로(사례)와 같은 동기와 기 에 의해 결혼을 선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해

토의해 보고,역할극을 해 보자.(사례:경제 지 상승,고독감에서의 도피,열정 인 사랑으로 비 실

기 를 가짐)(CJ1,p.17)

2.제시된 자료를 보고 재 남녀의 가사 노동의 문제 은 무엇이며,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자.(여자:총 3시간 20분,남자:총 37분)

3.자신이 생각하는 부부간의 역할 남편 는 아내가 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써 보고,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 역할 고정 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CJ1,

p.29)

• 다음 왼쪽은 부부 십계명의 시이다.이를 참고하여 오른쪽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부부 십계명을

작성해 보자.

<부부 십계명>

- 한 가사노동 분담,각자의 소질 분야 선택으로 담 분야 발 시킴.

-가사 노동의 높이를 낮추고 단순화 함.

-같이 일하고 같이 쉼,동시에 화내지 않음.

-서로 격려하는 말 아끼지 않음.

-주말에 부부 화시간 꼭 갖기.

- 화나 메모 등으로 늘 의사소통 함.

-자녀양육은 부부 합의 하에 계획,실행함.

-불만이 있을 경우 당할 때 반드시 표 함.(JH,p.22)

• 가 무엇을 할까?(○○씨 부부의 출근 가사 노동 분담 사례)(DA,p.23)

가족

한

국

•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족 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SY,p.94)

• QR코드를 이용해 가족 련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자.(SY,p.96)

• 통과의례 하나를 선택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통과 의례 정착에 하여 토의하고 발표

해 보자.(통과의례의 제시)(MR,p.93)

•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고,이 우리 가족의 장 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이

유에 해 이야기해 보자.(CJ1,p.86)

• 다음 을 읽고 우리 가족의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 방법을 써 보고,일주일 동안 실천하여 평가

해 보자.( 화:식사 때는 tv를 끄고 화를 하도록 노력해 보자.)

-‘우리 가족의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 방법 실천평가’( 수 매기기:최고 5 까지)

1.우리 가족의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 방법을 실천해 본 결과 수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2.낮은 수를 얻은 방법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3.건강한 가족 문화를 더 잘 형성하기 하여 우리 가정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MR,p.96)

2) ‘결혼’주제 단원의 표 인 학습활동 내용

3)‘가족’주제 단원의 표 인 학습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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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란(curran,1983)의 '건강가정의 특징'체크하기

(건강가정론.조희 외,신정,2010)

1.우리가족의 장 ?2.우리가족이 보완해야 할 ?(SY,p.103)

• 1. 재 우리 가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2.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실 이면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JH,p.86)

• 우리 가정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 헌법을 만들어 보자.

• 다문화 캠페인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 어 보자.

1. 캠페인에서 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2.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다문화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하여 이야기해 보자.

3.다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EO,P.98)

• ‘가족 형태 변화’(서울시 1995~2010인구 주택 총 조사,2012:한겨례 21,2012)

(비동거 부부 가구,1인·한부모·조손 가구,65살 이상 가구 증가를 보임)

1.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하여 2가지 이상 어 보자.

2.신문 기사에 소개되는 가족 형태의 변화 요인에 하여 2가지 이상 어 보자.

(EO,P.92)

• 다음의 만화를 보고,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마지막 칸에 만화로 그려보자.(만화:이웃의 아 씨

가 술만 마시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걱정함)(CJ2,p.45)

• 다음 을 읽고,가정 폭력의 문제 과 안에 하여 토의해 보자.(‘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남

편에게 가정폭력을 받은 여성의 시)

1. 에 나타난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각각 무엇인가?

2.이 부부에게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3.이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인 ,사회 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4.내가 지은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다음 단락의 을 상상하여 보자.(SY,p.102)

• 2.부모님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의견 차이를 경험한 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한,부모님과

나의 생각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CJ2,p.89)

• 1. 통 인 성역할에 따른 가족의 역할 구조 속에서 여성이 가지는 고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2.남성들이 양성평등한 역할 분담에 참여하면서 가지는 고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3.1,2에서 여성과 남성의 고충을 이해하고,양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기 해서 어떻게 할

지 토의해 보자.(KH,p.84)

• 남자 업주부 증가 추이-(○○뉴스,2012)

1.남자 업주부의 어려운 은 무엇일까?

2.육아 방식에서,남자 업주부와 여자 업주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JH,p.83)

• 다음 그래 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의 측면에서 서술해 보자.-‘남

성 육아 휴직자 추이’(고용노동부,2011),‘남성 업 주부 추이’(통계청,2011)(SY,p.106)

• 다음을 참고하여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 보고,그 실천 사항을

어 보자.(평등 가족 슬로건 )

-양성평등을 가족 문화를 만들기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SY,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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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사회 복지 등에서 실시하는 가족 자원 사 활동 로그램에 참여해 보고,체험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CJ1,p.93)

• 1.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체험활동,가족 여행,가족 축제 등 가족 여가 문화를 한 다양한

가족 친화 로그램을 제공한다.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로그램을 찾아보고 계획을 세워 보자.

2.평소에 감사의 마음을 하고 싶거나 미안한 마음을 하고 싶은 가족에게 콜릿을 만들어 편

지와 함께 마음을 해 보자.(JH,p.87)

•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과 련된 기사를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한 가지 찾아 스크랩하고,기

사를 선택한 이유와 느낀 을 써보자.(KS,p.26)

• 다음 질문에 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가족 시간 만들기’의 요성을 되새겨 보자.

1.사람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2.나에게 의미 있는 좋은 사람은 구일까요?

3.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4.가족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나요?

5.가족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각자가 무 바빠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출처:‘가족 시간 만들기,건강가

정지원센터)(SM,p.27)

• 5 가족이 함께 산다면 좋은 과 힘든 은 무엇일까?(SY,p.107)

• 다음 을 참고하여 가족에게 사랑을 하는 화 노트를 써 보자.(SY,p.107)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 후,그 느낌을 써 보자.(SY,p.107)

미

국

• Insteadoftossingyouroldcellphoneinthetrash,removeallpersonalinformation

anddonatethephonetoarecyclingprogram.Someorganizationsrefurbishthephones

anddonatethem tofamiliesinneed.Recyclingphonescanalsokeepspentbatteries

outoflandfields.(SL,p.167)

• Whyisthefamilylifecycleonlyageneralmodelofafamily'sgrowthand

changeprocess?(ML,p.375)

• B'sparentshavebeendivorcedforquiteawhile,andyesterdayB'sfather

announcedthatheandhisgirlfriend,J,aregettingmarriedsoon.heandB willbe

moving outoftheirsmallapartmentin thecity,andintoJ'slargehousein the

suburbs,withher6-yeay-oldsonand4-year-olddaughter.Bishappyforherfather,

butshewondershow theupcomingchangeswillaffectherlife.

-InwhatwayswillB'sfamilylifebedifferentaftermove?

-WhywoulditbehelpfulforBtotalkaboutherfeelings?

-WhatcanBdotoprepareforthechangesahead?(LS,p.158)

• Whatadjustmentsmightsiblingsneedtomakewhenanew babyarrives?

(ML,p.382)

• Livingwithparentsasayoungadultmeansredefiningtherolesofparentand

child,whichcanbeachallengeforbothsides.(ML,p.383)

• Developalistofnew technologiesthatinfluencefamilies.Foreachitem on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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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dentifythepositiveandnegativeinfluenceonfamilies.

(SL,p.149)

• Perform volunteerworkwithafamilyserviceorganizationinyourcommunity.

PossibleorganizationsmightincludeBigBrothers,BigSisters,HabitatforHumanity,

homelessnessshelters,andfoodbanks.Documentyourexperienceforyourportfolio.

(SL,p.149)

• Whatdrawbacksmighttherebeto having a large,extended family living

together?(LS,p.138)

• Thefamilyhaschangeddramaticallyinoursociety,from itsaveragesizetothe

rolethateachfamilymemberplays.Areallofthesechangesforthebetter?(ML,p.379)

• Writeajournalyoucanhelpimproveyourrelationshipwithyourparents.

(PL,p.38)

• Sometimeswritingaboutyourfeelingshelptoeasethestressinvolvedwith

tryingtosolvedifficulties.(PL,p.51)

• Interview yourgrandparentsonvideoabouttheirparentsandfamilymembers.

Discusshow theyfeelthefamilyhaschangedovertheyears.Ifpossible,sharethe

videoataspecialtimesuchasananniversary,holiday,orbirthday.(PL,p.55)

• Researchstepsthatyourlocalfiredepartmentsuggestforafamilyfireescape

plan.writeaparagraphexplaininghow your familycancreateandpracticeafire

escapeplanforyourhome.(AL,p.205)

• UsetheInternettoresearch seniorcareand servicesoptionsin yourloca

community.(ML,p.390)

• Role-play with a classmate a disagreement between a teen and a

stepparent....Remembertousethecommunicationpoints.(AL,p.207)

• Whatisonechallengeasingleparentmightfacethatamarriedparentwould

not?(ML,p.376)

• Youhaveabalanceof$500onyourcreditcard.youdonothavetomake

paymentsforayear,butyou willbechargedan annualpercentagerate(APR)of

18%.Whatwillbethetotalbalanceonthecreditcardafteroneyear?(AL,p.230)

• Work togetherto listsignsofalcoholism.Then have each group member

researchadifferentorganizationorprogram availabletohelpalcoholics.

(AL,p.238)

• Whatarethepotentialconsequencesoftakingalargerdoseofmedicationthan

prescribed?Researchthetopic,andcompilealistofpossiblenegativeoutcomes.(ML,

p.386)

• Researchthesignsthatateenmightrunaway.Whatsolutionscouldyou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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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withtoconvincetheteennottorunaway?(AL,p.243)

• Whatnaturaldisasterisyourcommunityatriskfor?Together,listwaysthat

familiescanprepareforthisnaturaldisaster.(AL,p.246)(ML,p.387)

• Whatcanbedonetoeasethetransitiontoanew homeandschool?

(ML,p.381)

• How canyoupredictwhetherachangeisgoingtohaveabigimpactona

family?(ML,p.381)

• Researchroleoverloadendure-careerfamilies.Whataresomestrategiesfamilies

canusetopreventroleoverload?(SL,p.134)

• SupposeyouhaveabigmathtestonaMonday.Youhavebeenaskedtohelp

thehouseonSundayforafamilypartyonSundayevening.How mightyouhandle

this?(ML,p.375)

• Research yourethnicbackground and culture.then interview someofyour

relativestoseewhatthey mightknow aboutyourfamilyheritage.Seehow your

onlineresearchandpersonalinterview connectwithyourownexperienceinthefamily.

Writedownwhatyoulearnasajournalentry.

(ML,p.379)

• Ifyouwereafirst-generationimmigranttotheUS,wouldyou...

-SpeakonlyEnglishinyourhome,orspeakyournativelanguage?

-Wearclothingthatworeinyourhomecountry,ortypicalAmericanclothing?

-LearntocookandeatAmericanfood,orcontinueeatingthesamewayyouate

inyourhomecountry?(LS,p.143)

• Describeaholidaythatyourfamilycelebratestogether.Isthereoneparticular

familymemberwhoisinchargeofit?Arethyanytraditionsthatarethesameevery

year?(LS,p.158)

• Thinkaboutyourfamilymembers,theirtraits,hobbies,likes,anddislikes.Use

thisinformationtocreateaphotoessayaboutyourfamily.(ML,p.379)

• Whatisyourfavoritefamilytradition?(ML,p.391)

부모됨과 자녀양육

한

국

• 가족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일까?(JH,p.28)

• 부모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했을 때 자녀에게 끼치는 향을 생

각해 보자.(MR,p.33)

4) ‘부모됨과 자녀양육’주제 단원의 표 인 학습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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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의 부모역할 개념요약 시 제시)

• 근래에는 부모 자격증 취득을 도와주는 기 과 교육 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다.다음 부

모 자격증 항목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육아정보 습득하기,부모 자녀 간

에 마음의 문 여는 화하기,자녀의 심리 이해하기,자녀의 성격과 기질에 맞게 키우기)-작성 사항:항

목,이유.(JH,p.26)

• 친척이나 이웃 등 주 에 신생아가 있다면 신생아 돌보기를 체험해 보자.

1.신생아의 보호자를 도와 기 귀 갈기,목욕시키기 등을 해보자.

2.신생아 돌보기를 체험해 본 소감을 이야기해 보자.(MR,p.49)

• ‘부부 7 1 이 난임’

1.난임 부부가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해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조사해 보자.

(JH,p.29)

• 부모됨에 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이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생각

의 어떤 이 잘못되었는지,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지 정리하여 이야기해 보자.

-부모 역할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 해 주면 된다.

-부모 노릇을 잘하려면 완벽한 성인이 되어야 한다.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이 부모의 가장 요한 역할이다.

-부모가 시키는 로만 하면 자녀의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사랑만 있으면 자식은 잘 키울 수 있다.(CJ2,p.35)

• 임신한 아내를 해 남편이 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KH,p.53)

• ‘흡연과 음주,임신 에는 안돼요.’

건강한 태아와 모체를 해서는 임신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 인 운동 심리 인 안정뿐만

아니라 모체와 태아에게 직 인 향을 주는 흡연과 음주도 피해야 한다.임신 흡연과 음주를 할

경우 모체와 태아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보자.(JH,p.35)

• 다음 표에 제시된 산후 조리에 한 기존의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 이 산후조리 방법을 조

사해 보자.(찬 기운을 피함,무조건 워서 쉼,출산 후 목욕 지,보양식으로 기를 보충)(JH,p.40)

• 한민족의 통 육아법 ‘단동십훈’

(;도리도리,지암지암,곤지곤지,작작궁작작궁)

1. 에 제시된 단동십훈 동작을 친구와 함께 해 보자.

2.단동십훈 이외에 통 인 육아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JH,p.46)

• 부모가 되는 비로서 부모 교육이 왜 필요한지 구체 으로 어 보자.

(SY,p.37)

• 사회에서 부모됨을 선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부모됨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SY,p.33)

• 다음 표를 보고 내가 장애 아동을 해 재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보

자.( ,물품,재능, 사 후원)(JH,p.56)

•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사회 돌 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회 돌 에

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KH,p.51)

• 다음 그림을 보고 임산부를 한 사회 배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발표해 보자.(임신 기,입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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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할 때)(SY,p.45)

•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한 부모 역할을 지원해 주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DA,p.39)

미

국

• Writeapoem aboutwhatyouthinkitmeanstobeanideal,responsibleparent.

Recordyourpoem inyourjournalforlaterreview.(PL,p.330)

• Interview parentsabouttheirdecisiontohavechildren.Whendidtheymakethis

decision?Whatfactorshelpedmakethedecision?How didtheyprepareforparenthood?

Analyzetheparents'responsesandprepareawrittenreportoftheinterview.(SL,

p.215)

• Atanearlyage,childrencanbetaughtabouttheenvironment.Plananactivityto

helpchildrentolearnhow toprotecttheearthanditsresources.Askpermissionto

presentyouractivityatachildcarecenter.(SL,p.222)

• Identifyneedsofchildcarecenters,particularlynonprofitones.Identifyprojectsyou

mightdotoimprovefacilitiesorassistasvolunteers.Projectsmightincludeplanting

trees,painting playgroundequipment,reading storiestochildren,andassisting with

physicalcare.(SL,p.226)

• Whatqualitiesmightinterferewithbeingasuccessfulparent?How couldthese

qualitiesbechanged?(ML,p.511)

• Whydoyouthinkdecidingaboutparenthoodmaybemoredifficultthandeciding

aboutothermajorlifestylefactors,suchascareers?(SL,p.228)

• Interview parentsandchildlesscouples.Basedonyourfindings,discuss.

-Theadvantagesanddisadvantagesofhavingchildren.

-Thereasonsfornotwantingchildren.

-Thebestageforbecomingparents.

-Theconsequencesforunwantedpregnancies.(SL,p.228)

• wouldyoueverconsiderbecoming afosterparent?Whyorwhynot?What

factorswouldhelpyoumakethisdecision?(SL,p.228)

• Selectabookoramovieaboutacouplehavinganew baby.Readthebookor

watchthemovie,...Didtheparentsseem toshow arealisticlevelorresponsibilityor

didthey"makeitlookeasy"?(ML,p.512)

• FCCLA encouragesstudentstodeveloptheirpracticalknowledgeskills.Conduct

researchandcreatealistofsuppliesthatanewbornbabywouldneed.Then,research

pricesforthoseitemsusingstores,catalogues,orwebsites.Basedonyourfindings,

developalistofmoney-savingtipsfornew parents.(ML,p.512)

• Role-playtypicalparent/teenconflicts.Videotherole-playsforclassdiscussion.

(SL,p.174)

• How canallparentsbenefitfrom goodnutrition,regularphysicalactivity,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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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rest?Makeinferenceregarding how thesefactorscandirectlyandindirectly

impactchildren.(PL,p.330)

• Readinformationabouthow financesimpactchildrenandfamiliesusingreliable

resourcessuchastheKidsCountDataBook.(PL,p.330)

• ReadoneormorepersonalstoriesaboutFASonareliableorganizationinFAS.

Sharewhatyoulearnwiththeclass.(PL,p.330)

• Use reliable Internet resources to research SBS.What are the causes?

WhatcanbedonetopreventSBS?(PL,p.330)(AL,p.288)

• Researchrevealsthatpregnantteensarelesslikelytoreceiveadequatemedical

carewhilepregnant.(ML,p.513)

• Whatdoyouthinkmightbedonetoreducethenumberofteenpregnancies?

(ML,p.511)

• How wouldfinishingschoolbehelpfulforraisingchildren?(AL,p.279)

• Mostpeopleknow thathavingachildisexpensive......Talktosomeoneyou

know whohasachild,anddoresearchtofindanaveragecostofgivingbirth.

(ML,p.507)

• Investigateparental-controlsoftwareforprotectingchildrenfrom onlinesexual

predators.Whatarethekeyfeaturesofparental-controlsoftware?

Whyshouldparentsusesuchsoftware?Locateareliablevideodemonstrationofthis

protectivesoftwaretosharewiththeclass.(PL,p.330)

• How wouldfinishingschoolbehelpfulforraisingchildren?(AL,p.279)

• Researchsituationsthatcouldleadparentsorcaregiverstoshakeinfants.What

solutions oradvice can you come up with to help parents and protectinfants.

Summarizeyourfindingsandideasinabriefreport.(ML,p.500)

• Use printoronline resources to find ways thata couple can keep their

relationshipstrongafterchildrenareborn.(ML,p.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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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조화

미

국

• Discusshow familiesbalancethefamily lifewith workin thepast.Include

discussionsonpoorworkingconditions,childlabor,andtheevolutionsintheUS.(SL,

p.174)

• Surveyseveraldual-careerfamiliestodeterminehow theymanagetheirworkand

familyresponsibilities.(SL,p.174)

• Imagineyouaresettingupahomeofficetotelecommute.Whatequipmentdoyou

thinkyouwouldneed?Whatsoftwaremightyouneed?How wouldtheseitemshelp

youfunctionwithpeopleworkingattheworkplace?(SL,p.174)

• UsetheInternettoresearch companiesthatofferjob sharing,flextime,and

flexibleworkweeks.Prepareareportonfivecompanieswhereyouwouldliketowork.

Includeinformationonflexibleworkarrangements.(SL,p.174)

• Thinkabouthow youandotherfamilymemberscanhelptobalancethecurrent

worknecessarytokeepyourhouseholdrunningsmoothly.(PL,p.198)

• Writeaboutyourlife15yearsfrom now.Whatcareerdoyouhopetohave?

Describe your life style. Describe how you think you would balance your

family/personallifewithyourwork.(PL,p.201)

• When family commitmentinterferewith yourjob,how much flexibility and

understandingisitfairtoexpectfrom aworkplace?(ML,p.341)

• Whydoyouthinkpeoplemighthavedifferentviewpointsaboutconflictsbetween

workandfamily?(ML,p.341)

• How yourfamilycanhelpyoumanagemultipleroles?(ML,p.342)

• Many adultsmusttakecareoftheirchildren aswellastheiraging family

members.UseprintandInternetinformationtofindalistofresourcesthatcanhelp

peoplewhofeelovercommittedbecauseofthissituation.Yourlistshouldcontainan

explanationoftheresource.(ML,p.342)

5) ‘일과 가정의 조화’주제 단원의 표 인 학습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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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Comparisonofthe'Family'-Related

ContentsinHomeEconomicsofHighSchool

TextbooksbetweenKoreaandtheUS

-FocusingontheElementsofHealthyFamily-

Kang,Nam Joo

Dept.ofHomeEconomics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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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NationalUniversity

Theobjectiveofthisstudyistosuggesttheimprovementdirection

forthecontentsofhomeeconomicstoform adolescents'valuesof

healthymarriageandfamily.Forthis,the'family'-relatedcontentsin

home economics textbooks between Korea and the US were

comparativelyanalyzedbyusingthequalitativeinterpretationmethod,

basedontheelementsofhealthyfamily(Hee-Keum Choetal,2014).

Obtainingninetypesofhighschooltechnology& homeeconomics

textbooks(2009revisedcurriculum),twotypesofhighschoolhome

economicssciencetextbooks(2009revisedcurriculum),andfivetypes

of the US home economics textbooks for Grade 10-12, the

composition, contents elements, described contents, pictures,

illustration,andactivitytasksofthecontentswereexamined.Based

on the resultsofthestudy,itdiscussed theimplications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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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relatedcontentsofhomeeconomicshighschooltextbooksof

Korea,andalsopresentedsuggestionstobeusedasbasicdatafor

thedevelopmentofsubjectcontents.

Theresultsofthestudycanbesummarizedlikebelow.

First,the composition of the family-related contents in home

economicstextbooksbetweenKoreaandtheUSwasexamined.The

contentsofKoreanhomeeconomicstextbooksweremainlycomprised

ofknowledgeaboutpregnancy& childbirth,developmentprocessfrom

fetuses to children,and how to look afterthem.The US home

economics textbooks were mainly comprised of teen pregnancy,

sexuallytransmittedillnesses(STIs),familyissues,andfamilychanges

while also additionally composing contents related to the harmony

betweenworkandfamily.

Second,the contents elements ofthe family-related contents in

home economics textbooks between Korea and the US were

understoodby detecting keywordsandindexes. Intheresultsof

analyzing Korean home economics textbooks,the family-related

contents elements frequently appearing in more than six types

includedgenderequality,healthyfamily,pregnancy,placenta,umbilical

cord, prenatal education, postnatal care, contraceptive methods,

jaundiceofthenewborn,babyfood,babbling,andanimisticthinking.

IncaseoftheUS,thecommoncontentselementsinmorethanthree

typesweredetectedsuchasteenpregnancy,teenparents,sexually

transmittedillnesses(STIs),fosterhome,step-parents,adoptivefamily,

abuse,addiction,violence,death,unemployment,divorce,bankruptcy,

naturaldisaster,child abandonment,prematurebaby,and harmony

betweenworkandfamily.

Third,in thedescription ofthefamily-related contentsin home

economics textbooks between Korea and the US,the descri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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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inKoreanhomeeconomicstextbooksincludedSternberg's

TriangularTheory ofLove & spouse selection filter,practice of

desirableweddingculture,marriedcouplepracticinggenderequality&

familypracticinggenderequality,generationharmony,introductionof

healthy family elements, process of pregnancy & childbirth,

introductionofknowledgeaboutcontraceptivemethods,development

from fetusestochildren& how tolookafterthem,andintroduction

of socialcare.In case of the US,the description about the

introductionofdatingtype,warningofeconomic/psychological/social

difficultiescausedby teenpregnancy,warning offetaldiseasesof

teenmother,seriousnessandsymptomsofSTIs,anditstreatment&

methodswasshownwhilealsomainlyfocusingontheexplanationof

variousfamilytypes& familyissues,developmentoffamilychanges

and how to handle them, and explanation of flex time and

telecommuterinthecontentsofharmonybetweenworkandfamily

life.

Intheresultsofanalyzingthecontentscomposition,elements,and

descriptivecontentsinhomeeconomicstextbooksofbothcountries,

Koreanhomeeconomicstextbooksespeciallyemphasizedthecontents

meetingdemocraticandgender-equalfamilyrelationship,maintenance

& creation of healthy family life culture, rational resource

management,andsupportofchildren'sgrowth& developmentwhile

theUS homeeconomicstextbooksmainlyfocusedontheelements

suchaseconomicstabilityoffamily,stablefood,clothing,andshelter,

open conversation,support of children's growth & development,

rational resource management, sharing family roles, healthy

citizenship,andharmonybetweenworkandfamily.

Fourth,therepresentativepicture/illustrationofthefamily-related

contentsinhomeeconomicstextbooksbetweenKoreaandth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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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Sternberg's TriangularTheory ofLove,spouse selection

filter,the look of married couple and family practicing gender

equality,generationharmony,smallpictureofmulticulturalfamilyin

a part of textbook, picture about contraceptive methods and

characteristics,and illustration ofestablishmentofpregnancy and

fetal development. They mostly performed the functions of

information presentation,and also delivered theenlightening mood

such asgenderequality,roleassignment,andgeneration harmony

while mainly showing the looks of desirable family members.

However,itwasabitinsufficientintheaspectofacknowledgingthe

diversityoffamily.

TheUShomeeconomicstextbooksfocusedonthelookoffamily

membersworrying aboutvariousfamilyissues,picturesofvarious

environmentalchanges in family,pictures showing diverse family

types, and pictures delivering the warning messages of teen

pregnancy.However,comparedtothepictures/illustrationofKorea,it

wasnotsufficientintheaspectoffunctionstopresentinformation.

Fifth,intheresultsofexaminingtherepresentativeactivitytasks

inthefamily-relatedcontentsofhomeeconomicstextbooksbetween

KoreaandtheUS,Koreapresentedquestionsaimingtoinducethe

realizationofgenderequalityandhealthyfamilyculturewhilealso

showingmanyquestionslookinglikeremindingthedesirableanswers

alreadysetup.IncaseoftheUS,theactivitytaskswerefrequently

shownlikequestionscalculating costsintheactualfamilylifeas

emphasizing the financial aspect,seeking for the measures to

overcomefamilycrisis,thinkingaboutbehaviorsandrolesinfamily

relationship, and prevention of unprepared pregnancy/parents,

emphasizingpracticalityandtheprocessofseekingforthemeasures

suitableforvariousfamilyissuesand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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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contentscomparison likeabove,thecontentslike

below aresuggested.

First,Korean home economics textbooks aimed to show the

contentsfocusing ontheoriesorprinciplesrelatedtothethemeof

marriageandfamily.Also,theeducationalcontentslikeloveandsex

andbecoming parentsandchildcarewerecomprisedofinformation

andcontentsmoreusefultopeoplehavingweddingaheadormarried

couplesreadytobeparentsratherthanadolescents.Forthispart,it

issuggestedtoselectthemesrelatedtoproblemsofadolescentsby

focusingonthem justlikethemesliketeenpregnancy.

Second,today,Koreansocietyshowsdiversetypesoffamilywhile

adolescentsmayliveasfamilymembersfacingcrisisanddifficulties.

Therefore,itwould be necessary to selectthemes and improve

contentsthatcandeeplydevelopthecontentsrelatedtodiversityand

problem offamily,actuallyhelpfultoadolescents.

Third,Contrary to thedesirable educationalintention aiming to

emphasizetheorderoffamilycommunitylikegenerationharmonyin

thesubjectofhomeeconomics,itispossibletopaylessattentionto

difficultconditions ofindividualadolescentas a family member.

Viewing adolescents as an individual belonging to family,the

contents ofhome economics should be able to form a bond of

sympathy withtheirdiverseconcernsin family.Itshouldbealso

helpfulforthem tofindawindow foropenconversationthroughthe

provision ofproperinformation,and also to eventually experience

problem solving and conquest.Forsuch reasons,ratherthan the

descriptive method ofpresenting and inducing the desirable/ideal

answers,which iscommonly observed in Korean homeeconomics

textbooks,itwould bemorenecessary toimprovetheexpression

methods ofsupplementary data like pictures and cases,s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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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scan find solutionsby naturally sharing anddiscussing

uncomfortable stories within family through the effects of

supplementarydatalikepicturesandcases.

Fourth,the US home economics textbooks frequently present

activitytasksemphasizingtheeconomicaspectsdiscussingstrategies

toovercomecrisissuch asfinancialdifficulties,orissuesofcost

calculation.Thefamily-relatedcontentsofKorean homeeconomics

textbooksarenecessarytoenhancetheactivitytasksrelatedtocost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conomic aspect, so that

adolescents can feelgratitude forfamily members in charge of

financialrolesinfamily,andalsoindirectlyfeelthateveryplanand

operationoffamily arebasedonthefinancialpart.Moreover,the

family-relatedcontentsofKoreanhighschoolhomeeconomicsshould

pay attention to this part,so thatthey can solve role conflicts

betweenfamilymembersandalsoconsiderrolesharing.

Fifth,sincethefamily-relatedcontentsdealwiththematterrelated

tothepresentand futureoftheirfamily,thecontentsrelated to

familyandthecontentslikefamilyissuesorfamilywelfarecannot

becomeageneralcourseorcannotbedividedintoan enrichment

course.If the issues about the number of session cannot be

fundamentally solved,the contents aboutfamily issues orfamily

welfaredealtbyhomeeconomicsscienceshouldbehandledbythe

generalsubject,technology& homeeconomics.

Lastly,Thefollowingresearchesofthisstudyarerequiredtohave

moredetailed analysiscriteria,analysisarea,andalsoquantitative

analysis.Afterdevelopingalessonmodelbasedontheimprovement

measuresabove,and alsomonitoring/observing theactuallearning

process,the data oflearning effects should b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withindividualstudents,andthenitslessoneffects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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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ractically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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