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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2009 개정 중등 가정교과서에 수록된 노년기

관련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측면 즉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

에 대한 균형 잡힌 이미지 형성,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개인적 측면

즉 길어진 생애과정과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건강한 정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가정교과서 내용 재정립에 노년기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과 교과서 중에서 주요 출판사인

천재, 두산, 교학사의 중학교 3권, 고등학교 3권의 노년기 관련 내용이

교과서 전체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지 알아보고, 어떻게 제시

되고 표현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목차를 통해 교과서 내 비중을 알아보고, 노인이미지에 대

한 외국의 연구 분석 방법 중 Schmidt와 Boland(1986), Hummert(2000)

등의 긍정적 사회적 고정관념과 부정적 사회적 고정관념의 항목과 윤인

경 외(2005)의 노인 교육 영역 분석틀을 참고하였다. 긍정적·부정적 고정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글과 그림에 더하여 교과서의 이상적인 방향인

균형적인 시각을 형성해 주는 글과 그림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중등 가정교과서의 노년기 교육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노년기 관련 내용 목차 분석의 특징은 비교적 Ⅰ.가족의

이해 단원에 노년기 관련 내용이 많았고 노년기 관련 내용이 각 단원별

로 분산적으로 퍼져있었다. 고등학교 중학교 노년기 관련 내용 목차 분

석의 특징은 Ⅰ.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이라는 단원명에 노년기와 관련

된 ‘고령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며, 중영역 3.자립적인 노후생활이

라는 확실한 노년기 관련 단원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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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역사회의 상호관계 속에서 노년기의 노인을 이해할 수 있도

록 필수과목인 중학교 가정교과서에서 흩어져 구성되어 있는 노년기 관

련내용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단원을 만들어 가정교과의 교육과정을 실현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인관련 단원의 대안적 틀을 구성이 필요할 것

이다.

둘째, 중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을 사회변화와 노인, 노인에

대한 이해, 노인과의 관계, 노인복지 영역으로 분석해보았다. 노인복지영

역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였고, 노인에 대한 이해영역이 가장 적

은 페이지를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노인복지 영역을 보면 중학교에서 중학생 본

인과 관계한 문제라기보다는 조부모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에 관련된 노

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러한 아직 먼 시기의 노년기 준비

교육보다 가족 속의 나의 조부모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노인과 균

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는 노년기 이해교육이 청소년 시기에 현재 상황

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이해의 비중을 높여 세대 간의 갈등

을 줄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중학교 가정교과서는 필수 과목이기도 하고 노년기 자체

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배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노인복지 영역보다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에

대해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내용 또한 구체적인 설명이 보충되어

야 할 것이다.

중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고정관념 분석틀에 의한 결과는 긍정

적·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은 총 78% 비중을 차지

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인 22%보다 약3.5배 많

았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한쪽 방향만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

적이고 다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해 주는 글과 그림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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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형성은 노년기가 되었을 때 청소년의 미래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노년기를 예상하며 부정적으

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을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객관적 제시를 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을 사회변화와 노인, 노인

에 대한 이해, 노인과의 관계, 노인복지 영역으로 분석해보았다.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였고, 노인 복지 영역이 가

장 적은 페이지를 차지하였다.

사회 변화와 노인 영역에서 고령 사회의 의미와 특징으로 인구 고령화

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인구 피라미드를 제시하여 주고 설명해주는 방식

은 중학교 가정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발달과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

육의 내용과 깊이에도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의

제시는 의미 있게 생각해보아야 점이다.

노인과의 관계 영역은 가족 내에서의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와 사회에

서의 노인과의 관계를 특징과 역할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다.

노인 복지 영역에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

동은 중학교와 발달과정이 다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내용

이나 깊이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출판사의 중학교의 같은 주제

의 활동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발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내용은 중학교의 내용보다 내용의 다양성

과 깊이도 있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노인 복지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노인 복지 관련 국가

적 차원의 보장내용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의 빠른 고

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관련 직업과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최근의 사회적 상황을 교과서에서 반영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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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고정관념 분석틀에 의한 결과는 긍

정적·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은 총 73.9% 비중을

차지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인 26.1%보다 약 2.8

배 많았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한쪽 방향만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적이고 다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해 주는 글과 그림이 보충되

어야 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은 대체로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지침으로 설명되어 있었고, 노인에 대한 이미지 또한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살고 있는 노인을 표현하

고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총 12종의 중등 가정교과서 중 3종을 가지고 분

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중등 가정교과서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에 중등 가정 교과서를 통해 노인 관련 내용을 분석할 때에는

모든 교과서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등 교과서의 노인 관련 내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chmidt와 Boland, Hummert 등의 노

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기준을 통해 노인 관련 내용 분석 틀을 설정하

였다. 1986년과 1994년도에 제시한 틀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중등 교과서

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워 분석틀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과 같이 현재

변화한 노인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고정관념

학 번 : 2011-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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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로 출산율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함께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총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였고, 2015년에는 13.1%였으며,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

2060년 4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6).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회 전반적

인 문제들과 함께, 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젊음이나 동안 등을 긍

정적인 이미지로, 노인, 노화, 나이듦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

다. 하지만 ‘웰다잉’, ‘웰에이징’, ‘웰엔딩’ 등의 나이듦의 긍정적인 신조어

가 생성되고 있는 현실이다(한국생애설계협회, 2016). 이렇듯 노년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혼재되어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생각이므로 다양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

는 균형 잡힌 인식을 기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는 아직 오지 않은 노년기의 삶이 너무 먼 미래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구성원의 생애주

기는 청소년기와 부모세대의 중년기, 할머니·할아버지 세대의 노년기를

모두 경험하고 있으므로 가족단위에서도 고령화는 가족 구성원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정경희, 2013). 그러므로 가족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나를 포함한 우리의 문제’ 속에서 ‘현재

의 나’를 중심으로 노년기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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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노년기교육은 노년기 이해교육과 노년기 준비교육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노년기 이해교육은 현재 동시대에 노년기를 보내고 있

는 노인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이해하여 서로간의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년기 준비교육은 청소년이 미래에 노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야 할 정보를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강인 외, 2009). 청소년기에는 노년기가 너무 먼 생애주기이기에 노년

기 이해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중장년층과 노인 세대는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생각할 틈이 없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대

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였다(김태준, 2007). 미래 세대가 이러한 기

성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 교육 내에서 노년기에

대해 충분히 다루어 의미 있게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개

인과 국가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초·중·고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노년기 교육은 당연하다(Peer, 2006).

실제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저출

산·고령화가 포함되면서 학교 교육을 위한 교과서에서 노년기 관련 내용

을 다루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노년기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중등 교육과목에는 도덕, 보건, 사

회 교과, 기술·가정이 있다. 각 교과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다르

다. 도덕교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령화 사회의 가족 윤리를 다루고 있

고, 보건교과는 생애주기별 건강을 관리하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회교과는 사회, 한국지리, 사회문화 과목에서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이종희, 조병은, 2011). 본 연구의 대상인

가정 교과는 노년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상호관

계 속에서 노인돌보기를 실천하고 세대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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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인 교육을 다루고 있다. 가정과 교육이 타 교과목과 다른 점은 가족

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 주체가 되어 노년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체계적

이고 실천적으로 노년기를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점이다(왕석순 외,

2011).

가정교과에서 노년기교육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중요성이 있

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생애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

내기 위해 정체성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애설계

에 대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박경숙, 2004). 사회적 차원에서는

빠른 고령화 사회 속 노년기의 특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

각을 갖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권중돈,

2014). 가정교과만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자신

의 정체성을 파악해가고, 가족의 맥락 속에서 나를 이해하게 하는 가정

교과만이 할 수 있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년기 교육의 방향을 찾아

야 할 것이다(조병은, 2013). 따라서 2009개정 가정교과서 속 노년기 관

련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노

년기 이해교육을 초점을 두고 노년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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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현행 2009 개정 중등 가정교과서에 수록된 노년기 관련 내

용의 분석을 통하여 가족 내에서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조부모와 사회

에서의 노인과의 관계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

여 청소년들의 노년기 이해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과서 내용 재정립에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교·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노년기 관련 내용이

교과서 전체 중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중학교 노인관련내용의 노년기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고 표현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3. 고등학교 노인관련내용의 노년기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고 표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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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이해교육

1) 노년기 이해교육

노화와 노인에 대한 노년기 교육은 퇴직을 앞둔 이들을 위한 퇴직 준

비교육, 노인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직업을 원하는 이들에 대

한 노년학(gerontology) 관련 교육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다(이순희, 2001).

청소년기의 노년기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노년기 이해교육’과 ‘노년

기 준비교육’으로 볼 수 있다. 노년기 이해교육은 가족관계 속에서 현재

편향된 이미지를 바로 잡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를 가

지고 있다. 반면 노년기 준비교육은 자립적 노년기 생애설계를 위한 준

비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노년기 생애설계는 너무나 먼 미래

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인 중·고등학생에게는 가족관계 내에서 노년

기를 이해하는 ‘노년기 이해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인 관련 교육

을 ‘노년기 이해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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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화의 상호연계성

노년기 교육의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열거해 볼 수 있다. 첫 번

째는 노년기의 이해이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노화와 노인에 대한 교육은 노년기

에 대한 이해교육으로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김애순, 2002). 즉, 노

인과 노화에 대한 교육인 노년기 교육은 예기적 사회화(anticipating

socialization)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전 생애에 걸친 인간 발달의 과

정과 그 과정의 일부인 노년기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가

족관계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한경혜 외, 2013). 따라서 학교의 교

육과정은 물론이고 사회 교육과정 속에도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년기 노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김은정, 2008).

두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 극복을 위해서이다. 빠른 고령화 사회의

도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세대 간의 갈등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 문제

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결

핍을 해결하고 서로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다(조성남, 2004). 젊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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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자신이 아직 살아보지 못한 노년기의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수밖

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년기 노인 자신에 대한 이해교육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에 대한 이해교육인 것이

다. 노년기 노화과정과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에 관한 교육을 통해

노년기에 대한 이해 증진이 기대된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노인에

게만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에 적응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노인들의 삶과 인지적·정서적·신체적

특성을 이해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노년기 교육은 이러한 세대 간의 이

해 증진과 갈등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윤현숙 외, 2006).

세 번째는 노인과 관련된 직업의 증가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관련 산업이라는 소위 실버산업이 발달하고 노인 대상 서비스와 노인

이용시설이 급격히 확대되며, 노인들을 위한 직업과 노인들과 함께 일

하는 직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과 관련된 직업들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그러한 직업들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

게도 노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다(지은정, 2013).

이와 같이 노년기 교육은 노인과 노화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노인들이 진행되어 가는 자신의 노화과정에 효율적으

로 적응하도록 도우며, 노인 관련 직업 종사들에게 전문성을 제고하도

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노년기 교육의 필요성에서 중등 가정교과서에서의 노년기 교

육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앞서 청소년기의 노인 인식 및 노년기 이

해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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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기의 노인인식 및 노년기 이해교육

청소년은 인간의 생애주기 중 아동기를 마치고 성인기에 도달하지 않

은 연령의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송주미, 강경미, 2011). 따라서 청소

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즉 부모에게 의존도

가 높았던 아동이 한 사람의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다(홍봉선, 남미애, 2013). 또한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탐색시기를 거쳐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

하게 되며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독특성을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시기이다(이종복 외, 2014).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독특성에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써

행동·사고·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일

관성이다(문선화 외, 2009). 에릭슨(Erikson)은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갖는 느낌은 타인이 자신을 보았을 때 느끼는 견해와 일관성이 있

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8단계 발달단계를 제시하고 심리사회적 위

기를 각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독특한 성격인 정체

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청소년기를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미

의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심각하게 갈등하고 고뇌한다. 자신이 추구해 나갈 가치와 자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면 정체감 획득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정체감혼란에 빠지게 된다(정인숙, 김선주, 2014).

청소년들이 가지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부

정적 인식, 긍정적 인식, 긍정·부정의 혼재된 인식의 세 가지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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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살펴보면, 김정화(2010)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노인을 사회적 약자이자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를 고령화 사회 관련 학교 교육의 부재로 보았다. 가치관 형성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의적 특성인 가치·신념·태도를 기르게 하는

교육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오미섭(2010)은 국내 선행연구들과 외국의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노인에 대한 태도가 국내의 선행연구결과들이

훨씬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였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

속한 산업화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과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흔들리고 있

는 사회에서 무비판적으로 서구사회를 모방하고 지향하는 젊은 세대들과

노인세대들의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미혜, 2003).

한편 노인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개방적인 태도가 있다고 본 국내 연구

도 있었다. 특히 곽필선(1989)의 연구에서는 자녀·가족관계 영역에서 긍

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류희선(2004)의 연구에서는 노인복

지학과 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보았을 때 노화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교육을 통한 지식의 향상과 긍

정적인 태도로의 변화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박영희 외(2008)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족관계와 심리적 영역에서

는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신체적 영역에서는 노인을 부정적으

로 인식하였음을 밝혔다. 노인들도 건강한 신체적 능력을 기르고 유지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청소년기의 노인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가치관 형성과 문제의식을 가

지고 체계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시작한 청소년기에 노인에 대한 인식

과 태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는 노년기 노인에 대한 이해와 균형

잡힌 시각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정규석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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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세대가 서로 존중하는 가치를 공유하여 노인에 대한 긍

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인인식개선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각 지자체 및 복지관, 민간 기관 등에서 노인인식개선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 교육에서도 충분히 노년기 교육을 통

해 노인 인식 개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노년기가 되면 보수적이고 완고한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볼 때 오랜

세월동안 이미 형성된 태도를 바꾸고 새롭게 형성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 여겨진다. 노년기에 발생되는 모든 특징과 문제들은 노

년기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닌 인생의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박성희, 2004). 따라서 노년기와 노후생활에 대한 바

람직한 인식의 전환과 계획적인 노년기를 위해서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인

식이 고정되기 전부터 예방적 차원의 노년기 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박경숙, 2004).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아직 먼 시기로 인식하는 ‘노년기 준비교육’보다

가족 속의 나의 조부모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노인과의 관계를 균

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는 ‘노년기 이해교육’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중

등 가정교과서의 노년기교육은 노년기 이해교육으로 구체화할 수 있고

가족 내에서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조부모와 사회에서의 노인과의 관

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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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 가정과교육과 노년기 이해교육

1) 중등 가정과교육 내 노년기교육

교육과정 해설서에 의하면 가정과 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개인

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직면하게 될 실생활의 문제이며, 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실제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표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교과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교육과정해설서 중등 가정교과 목표

․중학교 가정교과 목표

(1)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아존중감을 높

인다.

(2) 의, 식, 주, 자원관리 및 소비생활을 자주적으로 영위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실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가정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림살이

를 잘 관리하여 가정생활의 당면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이웃, 지역사회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이해와 실천력을 기른다.

․고등학교 가정교과 목표

(1) 가족 형성에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여 미래의 가족을 설계하는데 제기되

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의, 식, 주, 소비생활 및 가족생활에 내재한 문화와 변화 과정을 이해하

여 바람직한 가정생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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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가정교과 목표에서 ‘(3)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가정 내 원

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림살이를 잘 관리하여 가정생활의 당면문

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에서는 가족 안에서의

노년기인 조부모인 노인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또한, ‘(4) 이웃, 지역

사회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이해와 실천력을 기른다’라는

목표에서는 이웃·지역사회에서의 노년기와 관련이 있다. 또한 고등학교

가정교과 목표에서는 미래의 가족과 가족생활에 관한 내용이 노년기와

관련이 있다.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정교과의 목표는 노년기 교육

과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가족 구성원 안에 노인이 있으며, 앞으로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직면하게 될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방법

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과 의식주 등을

확인할 기회가 필요하며 가족 내에서의 조부모 이해와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이해를 가정교과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과서에서는 노년기 교육 측면에서 노인에 대

한 내용이 많지 않다. 가정교과서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표 2>과 같

이 영역을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으로 크

게 구분 지을 수 있고, 핵심개념은 총 6개(발달, 관계, 생활문화, 안전, 관

리, 생애설계)로 나뉜다. 총 6개의 핵심개념 중 노년기 교육과 관련하여

3개 개념 즉 관계와 안전, 그리고 생애설계 측면에서만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관계에서는 조부모와의 관계 형성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

고, 안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주

거생활에 초점을 맞춰 안전장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생애설계에서는 고

령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노인 부양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마저도 그 내용이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노인 자체를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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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중학교 고등학교

인간

발달과

가족

발달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 관계

․사랑과 결혼

․부모 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

관계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자녀 돌보기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

가정

생활과 안전

생활

문화

․청소년기의 영양과 식행동

․식사의 계획과 선택

․옷차림과 의복 마련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

․한식과 건강한 식생활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

․한옥과 친환경적인 주생활

안전

․청소년기 생활 문제와 예방

․성폭력과 가정 폭력 예방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

․주거 환경과 안전

․가족의 생애주기별 안전

․가족의 치유와 회복

자원

관리와 자립

관리

․청소년의 자기 관리

․의복 관리와 재활용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의 활용

․경제적 자립의 준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실천

생애

설계

․저출산 고령사회와 일 가정 양립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

․가족생활설계

․자립적인 노후 생활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 가정 교과서 내용체계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저출산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다양한 형태 가족의 출현으로 인한 전반적인 가

족관계의 변화, 청소년범죄, 이혼율 급증, 가정폭력 등의 증가로 인해

가정의 안정성이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태도·기술 등의 체계적인 습득과 실천은 개인적으

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의식적으로 교육받게 될 경우 효과적

으로 함양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러한 교육을 타 교과에 비해 가정교과가 주도적으로 담당

해 왔다고 보았을 때, 가정교과의 가치와 필요성은 충분히 정당화된다

할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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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인 사고로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

도록 도와주기 위해 가정교과는 이론과 실제적인 능력을 동시에 키워

주는 실천적 성격을 갖고 있다(이연숙, 2005).

노년기 교육 관련하여 가정과교육이 갖는 타 교육과 다른 점은 입시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정체감 형성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노

년기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사회적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여 노년

기 이해교육을 실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중등 가정교과 2009개정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의 시간 배당 기준은 다르다. 중학교 교육과정1)에서는 ‘기술 가정’ 교과

목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하지만 3년간 계속 편성한 학

교는 많이 없었고, 대부분의 중학교들은 2개 학년에만 대략 매주 2시간

정도로 편성하는 실정이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2)에도 ‘기술 가정’ 교과

목이 있으나 중학교와 다르게 필수 교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편성

하지 않은 학교들도 존재한다. 편성하더라도 매주 2∼3시간 정도 2개

학기에 걸쳐서 이수하거나 매주 4시간 정도 1개 학기에 집중이수3)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도효진, 장현숙, 2013). 이에 노년기 교육의 제시 빈

도와 제시 형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시간 배당과 필수·선택 과목의 종

류에 따라서 노년기 교육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아야

할 점이다.

1)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 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

학․ 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 가정), ③ 체육 과목군(체육), ④ 예술 과목군(음악, 미술),

⑤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⑥교양 과목군(한문, 교양)으로 나눈다. 모든 학생은①∼④ 과목군에

서는 각각 1과목 이상, 외국어 과목군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중 1과목 이상, 교양 과목군

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한다.

2)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 ④외국어 과

목군(외국어), ⑤교양 과목군(한문, 교련, 교양)으로 나누고, 모든 학생은①∼④ 과목군에서는 각

각 1과목 이상을, 교양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3) 집중이수제 : 수업시수가 적은 일부 과목의 이수시기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집중이수하게 하

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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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년기교육 관련 가정교과서 분석연구

노년기 교육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 분석을 살펴보자. 초·중학교 교과

서 분석으로는 윤인경 외(2005)의 ‘교과서의 노인에 관한 내용분석 및 교

사용 노인교육 자료개발’이 있다. 현행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사

용 지도서에 수록된 노인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학교에서의 노인 교육

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체계화하였다. 학교교육

의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노인교육 영역을 크게 사회 변화와 노인, 노

인에 대한 이해, 노인과의 관계, 노인 복지 등 4개의 대영역으로 구성하

고, 노인 관련 내용의 교수 ㆍ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만식(2012)은 체계적인 고령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고등

학교 2009개정 ‘사회’교과서의 고령화 관련 단원 내용 분석 : 고령화 교

육 적합성을 중심으로’에서 고령화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2009개정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고령화 관련 내용들이 고령화교육측면

에서 적합성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 교육

측면에서 고령화관련 서술의 양이 부족하였으며, 소단원·인구영역의 저

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있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교과서에서 노인문제 및 고령화교육내용을 구체적이고 다양

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박윤경 외(2015)는 ‘초·중·고 교과서의 고령화 사회 관련내용분석-사

회, 도덕, 실과(기술가정)교과서를 중심으로’에서 고령화 관련 내용이 어

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초·중등 교과서를 3가지의 분석준거(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점, 고령화 사회 대비 주체, 고령화 사회 대비 내용)에 의

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고령화가 주로 부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다루어지고, 국가와 사

회 차원의 대비에 비해 개인 차원의 대비 비중이 적었다. 이러한 부정적



- 16 -

인 프레임인 ‘위기관리’ 전략 프레임은 학생들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고령화의 의미를 장기적 전망 속에서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대

응하도록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다. 해결책을 살펴보면 고령화

관련 내용을 다룰 때 ‘기회 관리’나 ‘생애 관리’ 전략의 프레임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중등 가정교과서의 ‘노인’ 관련 노년기교육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단원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전미경, 오경선(2010)은 ‘가정교과서의 저출산·고령사회를 위한 교육과

실천사례’에서 저출산·고령사회를 위한 가정교과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방향

을 살펴본 후, 가정교과 수업방향을 모색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저출

산·고령사회를 대비한 가정교과의 수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저출산·고

령사회 대비를 위한 가정교과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의식 함양과 가치판단을 통한 자기 주도 해결 능력을 양성하는 것

이고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가정교과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 다양한 기관인 건강

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서의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고 보았다.

윤인경 외(2007)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실과교육 내용체계화에 대한

연구에서, 실과교과의 성격을 고려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방향

을 모색 후 개발된 교육과정을 토대로 실과교육의 적절한 내용체계를 제

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교과서 분석결과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내용의

국한 된 부분은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이었다. 이 영역은 가정생활과 직

업을 관련된 교육내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었다.

외국 학교교육에서의 노인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미국과 일본의 중·고등 가정 교과서4)를 참고해 볼 수 있

4) 開隆堂 東京書籍, Creative Living, Glencoe(McGraw-Hill), Human Development(McGraw-Hill).

(부록 제시)



- 17 -

다. 일본의 가정 교과서에는 우리나라보다 사진과 삽화에서 노인의 비중

이 더 높은 점 이외에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

가정교과서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미래의 가정생활 단원에서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휠체어에 앉은 고령자

들의 시설의 방문이나 우리 세대의 역할로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들의 여

생을 편안히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가정교과서에서는 노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노인 스

스로 젊은 세대 때부터 노후 설계를 하거나 가족들이 부양하고 돌보아야

할 것으로 보는 반면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미국의 가정교과에서는 노인의 심리상태 분석, 생물학적 변화 부석 등

노인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 노인 문제를 접근하고 있었다. 미국은 철저

히 핵가족화된 사회로 가족생활 관련내용에는 조부모에 대한 설명이 한

두 줄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인간 발달 측면에서 노인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보면 노인에 관해 심도 있고 다양한 측면으로 다루고 있었다. 예

를 들어 노인들의 성,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죽을 권리와 안락사 등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측면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

하고 있었다(윤인경 외, 2005).

이러한 노년기 관련 일본과 미국의 가정교과서의 새로운 시각과 기술

내용은 우리나라 가정교과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응용한 앞으로의 교과서 집필 방향을 안내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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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교과서명 기호 출판사 저자
연

도

중학교

1 중학교 기술․가정 A 천재교육 이춘식 외 2013

2 중학교 기술․가정 B 동아출판 정철영 외 2013

3 중학교 기술․가정 C 교학사 정성봉 외 2013

고등학교

4 고등학교 기술․가정 D 천재교육 이춘식 외 2013

5 고등학교 기술․가정 E 동아출판 정철영 외 2013

6 고등학교 기술․가정 F 교학사 정성봉 외 2013

Ⅲ.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가정 교과서의 노년기 관련내용을 노년기 이해에 초점을 두

고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발되어 배포된

중·고등학교 12종 교과서의 주요 출판사인 천재교육, 동아출판, 교학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중학교 3권, 고등학교 3권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교과서의 전 단원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교과서

내용이나 삽화 등 자료에서 노인 및 노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

이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교과서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서 목록

2. 분석준거

가정 교과서의 노년기 관련내용의 분석준거로 Schmidt와 Boland(1986,

Atchley, 2000), Hummert등(1994; 1995, Atchley, 2000)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기준으로 부정적 고정관념과 긍정적 고정관념을 구분하였

다. Schmidt와 Boland, 그리고 Hummert 등의 분석틀은 <표 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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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chmidt와 Boland, Hummert 등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기준5)

Schmidt와 Boland의

분석기준
Hummert 등의 분석기준

부정적

고정관념

신체적 고정관념: 반백의 머리카

락, 주름진 피부, 청력장애, 틀니,

굵은 마디의 손, 시력약화, 벗겨진

머리

상처받기 쉬운: 따분한, 두려워하

는, 가혹하게 다루어지는, 근심 걱

정하는, 경계를 하는, 심기증(心氣

症)의

부정적 영향 미치는 특성: 외로움,

슬픔, 나태함, 따분함

기운이 없는: 외로운, 두렵고, 슬프

고, 희망이 없고, 나태하고

가벼운 손상: 움직임이 느림, 잘

잊어버림

가벼운 손상: 지친, 허약한, 동작이

느린

취약성: 범죄에 대해, 서툰 운전,

저소득

심한 손상: 무능한, 힘이 없는, 생각

이 느린

잔소리 심해짐: 불평, 이기적, 유머

감각 없음, 많은 요구

심술궂은 구두쇠, 불평하는, 편견을

가짐, 심술 사나운 잔소리 쟁이, 요

구가 많은, 완고한, 이기적인

융통성 없음: 과거에 묻혀 살아감
엘리트주의자: 경계를 하는, 편견을

가진, 요구가 많은, 속물근성의

긍정적

고정관념

온건한 특성: 애국심, 공화주의자

John Wayne식 전통적 보수: 보수

적인, 신앙심이 있는, 한가한, 향수

를 자아내는, 애국심이 강한

부계가장제도/모계가장제도 특징:

자녀를 통하여 삶을 살아감

완벽한 조부모: 친절한, 사랑하는,

가족중심적인, 현명한, 박식한, 이해

심이 있는

본보기가 되는 특성: 유능함, 현명

함, 유용성

행복한 노후: 흥미가 있는, 사교적

인, 독립적인, 활기찬, 모험을 좋아

하는, 활동적인, 생산적인, 유능한,

성에 관심이 있는

건강함, 활동적임, 이해심, 행복함,

깨어있음, 청년들과 함께 있기 좋

아하며 타인에게 사회적 지원에

관대함 작은 마을 이웃: 강건한, 알뜰한, 고

풍의, 평온한, 보수적인현인(賢人)과 같은 특성: 박식, 사

랑이 깊어짐, 이성적이 되거나 흥

미 있음, 미래에 관심, 과거 이야

기를 함

5) Schmidt와 Bolandi(1986 Atchley, 2000)와 Hummert 등(1994, 1995, Atchley, 2000)의 노인 분석

이미지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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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chmidt와 Boland(1986, Atchley, 2000), Hummert등(1994;

1995, Atchley, 2000)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기준으로 부정적 고정

관념과 긍정적 고정관념을 구분한 것에는 고정관념으로 긍정적, 부정적

으로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노년기 이미지 분석틀에서

‘반백의 머리, 주름진 피부, 시력약화’가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것을 부정적 고정관념인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삭제하고 바람직한 방

향인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다양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시된 내용 또

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중등 가정교과서가 지향해야 하는 교과서의

구성방향은 균형적 시각이며 가정과 교육의 목표에 얼마나 충실하게 내

용이 전달되고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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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 사회변화와 노인

가족 구조의 변화
전통적인 가족구조

현대의 가족구조

인구 구조의 변화
수명연장

고령인구의 증가

취업구조의 변화
연령에 따른 취업구조

성별에 따른 취업구조

고령화에 대한 준비
사회적 준비

개인적 준비

2. 노인에 대한 이해

노인의 특성

신체적 특성

지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노인의 생활환경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노인의 역할
가정 내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3. 노인과의 관계 예절

인사예절

상황별 예절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 노인복지

세대 간의 관계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이해

노인복지정책
공공 부문의 정책

민간 부문의 정책

노인과 직업
노인의 직업

노인 관련 직업

노인복지시설과 프로그램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와

특성

노인 복지와 자원봉사

여기에 중등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을 영역별로 분석하기 위해

윤인경 외(2005)의 학교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필수 노인교육 영역 분석

틀을 참고하여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주요 내용을 분석할 노년

기 관련 교육 영역의 구성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노년기 관련 교육 영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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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및 절차

내용 분석법이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특정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

는 형태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내용분석법에는 양적 내용 분석과 질적

내용 분석이 있다. 양적 내용 분석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대

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에 관한 분석을 말한다. 질적 내용 분석은

그 내용들의 의미를 탐색하는 분석을 말한다(Riffe, Lacy & Fico, 1998).

본 연구의 중등 가정 교과서 노년기 관련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교과서

내용 분석을 위해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

는 혼합적 방법(mixed method)으로 수행하였다(Berg, 2001; Creswell,

2011). 양적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서 노년기 관련 내용이 제시되는 현황

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질적 분석을 통해 노년기 관련 내용에 내포된

의미를 관련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표현법에서 형성할 수 있는 고정관념

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러한 혼합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특정 교과서 내

용에만 주목하여 분석 결과를 산출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계량화된 정보

산출에 치우쳐 내재된 의미 분석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위

한 연구 설계는 자료를 양적·질적 방식으로 동시에 분석한 후 자료 해석

단계에서 이들을 통합하는 병행 삼각 설계(concurrent triangulation

design) 방식을 채택하였다(Hanson et al., 2005).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중등 가정교과서의 노년기 관련 내용이 교과서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지 목차를 분석한다.

2단계 - 중학교 노인관련내용의 노년기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고

표현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3단계 - 고등학교 노인관련내용의 노년기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고

표현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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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중학교 노년기

관련교

육영역
A B C

목

차

Ⅰ.가족의 이해

1.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

정

1)변화하는 가족

2)건강 가정 만들기

2.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1)가족 관계의 이해

2)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

3)건강한 인간관계의 형성

Ⅱ.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1.녹색식생활과음식만들기

1)녹색식생활의이해와실천

2)가족의건강을위한식사계획

3)환경과건강을고려한식품선택

4)함께 준비하고함께나누는식

사

2.친환경적의생활과옷고쳐입기

1)의복 마련하기

2)스스로 하는 의복관리

3)옷 고쳐입기와 재활용

3.지속 가능한 주생활과 주

거 공간 꾸미기

1)쾌적한 실내공간조성

2)주거공간의 효율적 활용

3)지속 가능한 주생활

Ⅲ.진로와 생애설계

1.진로탐색과 생애설계

1)생애설계의 이해와 실제

2)진로의 탐색과 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

활 복지 서비스

1)일·가정양립

2)가정생활복지서비스의활용

Ⅰ.가족의 이해

1.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

정

1)변화하는 가족

2)건강 가정의 실천

2.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1)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

2)의사소통과 갈등해결

Ⅱ.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1.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

들기

1)녹색식생활

2)올바른 식품 선택과 보

관

3)음식만들기

2.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입기

1)친환경적인 의생활

2)의복의 마련과 관리

3)옷 고쳐입기

3.지속 가능한 주생활과 주

거 공간 꾸미기

1)지속 가능한 주생활

2)쾌적한 주생활

3)효율적인 주거공간

Ⅲ.진로와 생애설계

1.진로탐색과 생애설계

1)생애설계

2)진로탐색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

활 복지 서비스

1)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2)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Ⅰ.가족의 이해

1.변화하는가족과건강가정

1)변화하는가족

2)건강한가족

2. 가족관계와의사소통

1)가족관계

2)의사소통

3)가족간의갈등과해결

4)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과 해결

Ⅱ.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1.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들기

1)녹색식생활의 이해

2)음식만들기

2.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입기

1)친환경적인 의생활의

실천

2)의복마련

3)의복관리

4)의복의 보관

5)옷 고쳐입기와 재활용

3.지속 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1)지속 가능한 주생활

2)주거공간 꾸미기

Ⅲ.진로와 생애설계

1.진로탐색과 생애설계

1)나의 진로 탐색

2)나의 생애 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

생활 복지 서비스

1)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2)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사회변화

와노인

노인과의

관계

노인에

대한 이

해

노인복지

Ⅳ. 연구결과

1. 중등 가정교과서의 노년기 관련 내용 목차분석

1) 중학교

중학교 가정교과서 전체 목차 중 노년기 관련 내용을 다룬 소주제별

목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중학교 노년기 관련 내용 목차 분석6)

6) 노년기 관련 내용이 있는 부분에 음영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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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가정교과서별 노년기 관련 내용 단원별 목차 분석의 특징은 비

교적 ‘Ⅰ.가족의 이해 단원’에 노년기 관련 내용이 많았고 노년기 관련

내용이 각 단원별로 분산적으로 퍼져있었다.

교과서 A에서 소주제별 목차를 분석해보았을 때 노년기 관련 내용은

‘변화하는 가족, 가족 관계의 이해, 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 지속가능한

주생활, 생애설계의 이해와 실제,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의 활용’ 부분에

있었다. 교과서 B에서는 ‘변화하는 가족, 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 의사

소통과 갈등해결, 지속 가능한 주생활, 생애설계,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에 노년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과서 C에서는 ‘변화하는 가

족, 가족관계, 가족 간의 갈등과 해결, 지속 가능한 주생활, 나의 생애 설

계,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에 노년기 관련 내용이 있었다.

‘Ⅰ.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변화하는 가족’이라는 소주제는 교과서 A, B, C에 같은 제목으로 노년

기 관련 내용을 다뤘다. 가족관계에서는 교과서 A에서는 ‘가족 관계의

이해, 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 교과서 B에서는 '건강한 가족관계의 형

성‘이라는 제목으로 건강한 가족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과서 C에서는 ‘가족관계’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은 제목

에 포함하지 않았다. 의사소통에서는 교과서 A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교

과서 B에서는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교과서 C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과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노년기 노인과 다른 세대와의 의사소통과 갈등의

해결에서 세대 간의 관계에 중요도를 두고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Ⅱ.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단원에서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보면 세 교

과서 모두 ‘지속가능한 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노년기 주생활의 유니버

셜 주거, 노년기 안전을 위한 주거 설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Ⅲ.진로와 생애설계’ 단원에서는 청소년기 자신의 생애설계를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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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특징을 이해하고 각 주기별 목표를 정하고 장기적으로 생애

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와 일과 가정생활의 양

립을 위한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에 노년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중학교 노년기 관련 내용 목차를 노년기 관련 교육영역에 분류를 해

보았다. ‘변화하는 가족’은 ‘사회변화와 노인’ 영역으로, ‘가족관계의 이해,

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은 ‘노인과의 관계’ 영역으

로, ‘지속가능한 주생활, 나의 생애설계’는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으로,

‘가정생활 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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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고등학교
노년기

관련교

육영역D E F

목

차

Ⅰ.저출산·고령사회와 가

족

1.사랑과 결혼

1)결혼과 건강한 가족의

형성

2)배우자 선택과 결혼

3)서로 돕는 가족생활

2. 부모됨과 자녀돌봄

1)부모됨의 이해

2)임신과 출산

3)자녀 돌보기

4)사회적 돌봄

3.자립적인 노후 생활

1)노년기의 이해

2)행복하고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Ⅱ.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문화

1.건강 가정과 지속 가능

한 소비 생활

1)건강한 가족문화

2)지속 가능한 소비 생

활 문화

2.배려와 나눔의 의식주

생활

1)더불어 생활하는 가족

2)의식주 생활 속 배려

와 나눔

Ⅰ.저출산 고령사회와 가

족

1.사랑과 결혼

1)사랑과 성의 이해

2)배우자 선택과 결혼

3)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

한 준비

2.부모됨과 자녀돌봄

1)부모됨

2)임신과 출산

3)자녀 돌보기

3.자립적인 노후 생활

1)노인의 발달

2)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Ⅱ.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

정생활문화

1.건강 가정과 지속 가능

한 소비 생활

1)건강한 가족문화

2)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문화

2.배려와 나눔의 의식주

생활

1)배려와 나눔의 의생활

문화

2)배려와 나눔의 식생활

문화

3)배려와 나눔의 주생활

문화

Ⅰ.저출산 고령사회와 가

족

1.사랑과 결혼

1)사랑과 성의 이해

2)배우자 선택과 결혼

3)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

한 준비

2.부모됨과 자녀돌봄

1)부모됨

2)임신과 출산

3)자녀 돌보기

3.자립적인 노후 생활

1)고령사회의 이해

2)노인의 발달특성

3)노인과 건강한 관계맺기

4)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위

한 방안

Ⅱ.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

정생활문화

1.건강 가정과 지속 가능

한 소비 생활

1)건강한 가족문화

2)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2.배려와 나눔의 의식주

생활

1)배려와 나눔의 가정생활

문화

2)배려와 나눔의 의생활

문화

3)배려와 나눔의 식생활

문화

4)배려와 나눔의 주생활문

화

5)배려와 나눔의 소비생활

문화

사회변화

와노인

노인복지

노인에

대한

이해

노인과의

관계

2) 고등학교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전체 목차 중 노년기 관련 내용을 다룬 소주제별

목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7>와 같다.

<표 7> 고등학교 노년기 관련 내용 목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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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가정교과서별 노년기 관련 내용 단원별 목차 분석의 특징은

‘Ⅰ.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이라는 단원명에 노년기와 관련된 ‘고령사회’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며, 중영역 ‘3.자립적인 노후생활’이라는 확실한

노년기 관련 단원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과서 D에서 소주제별 목차를 분석해보았을 때 노년기 관련 내용은

‘노년기의 이해, 행복하고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라는 소단원

에 있었다. 교과서 E에서는 ‘노인의 발달,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

비, 건강한 가족문화’ 소단원에 노년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

과서 F에서는 ‘고령사회의 이해, 노인의 발달특성, 노인과 건강한 관계

맺기,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방안, 건강한 가족문화, 배려와 나눔의

가정생활 문화’ 소단원에 노년기 관련 내용이 있었다.

‘Ⅰ.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단원에서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자립적인 노후 생활’이라는 중단원의 제목은 세 교과서 모

두 같았고, 교과서 D에서는 ‘노년기의 이해’, ‘행복하고 자립적인 노후 생

활을 위한 준비'라는 소주제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나머지 교과서는 자립적인 노후 생활만을 제목으로 썼지만 교과서 D에

서는 ‘행복하고’라는 문구를 첨가하여 행복한 노후생활 또한 강조하였다.

교과서 E에서는 ‘노인의 발달,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라는 소

주제로 노인의 발달과 자립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

과서 F에서는 ‘고령사회의 이해, 노인의 발달특성, 노인의 건강한 관계

맺기,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방안’이라는 소주제로 내용을 촘촘히 나

누었다. 특징적인 것은 고령사회의 이해에서 사회적인 측면과 노인의 다

른 세대와의 건강한 관계를 다루었다.

‘Ⅱ.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문화’ 단원에서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보면 세 교과서 모두 ‘건강한 가족문화’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생활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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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관계를 강조하였고, 교과서 F에서는 배려와 나눔의 가정생활 문

화에서 노년기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노년기 관련 내용 목차를 노년기 관련 교육영역에 분류를 해

보았다. ‘고령사회의 이해’는 ‘사회변화와 노인’ 영역으로, ‘노인과 건강한

관계 맺기, 건강한 가족문화, 배려와 나눔의 가정생활 문화’는 ‘노인과의

관계’ 영역으로, ‘노년기의 이해, 노인의 발달, 노인의 발달특성‘는 ‘노인

에 대한 이해’ 영역으로, ‘행복하고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자

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방안’은 ‘노

인복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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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와 노인

7)A

우리 곁에 다가온 저출산·고령사회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중략)… 만약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2050년에는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인

구피라미드 제시]

…(중략)…저출산 현상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 인구의 비율을 높이

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현상도 지속되게 한다. …(중략)… (그림자

료)“우리는 일할 수가 없어”, “젊은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안되네.”,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로 국가 재정이 약화된다”

8)B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노부부 남편:“요즘엔 과거와 달라져서 늙어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

적으로 살아야 해."

노부부 아내:“젊은 세대도 노후는 젊어서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어요."

9)C
그림자료(지하철에 앉아 있는 5명의 노인의 사진자료)

가족 가치관의 변화는 저출산과 노인문제를 일으킨다.

2.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노년기 관련 내용분석

중학교 주요 출판사 3권의 노년기 관련내용을 본 연구의 영역별로 사

회변화와 노인, 노인에 대한 이해, 노인과의 관계, 노인복지 4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1) 사회변화와 노인

중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의 사회변화와 노인 영역 예시는

다음과 같다.

7) A교과서 Ⅰ.가족의 이해 -1.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1)변화하는 가족 -p20-21
8) B교과서 Ⅰ.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1.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정-2)건강 가정의 실천-p15
9) C교과서 Ⅰ.가족의 이해 -1.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정 -1)변화하는 가족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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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예시에서 나타난 교과서에 나타난 사회변화와 노인 영역은 교과

서별로 시각의 차이를 보였다. 교과서 A에서는 노인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일할 수가 없다”, “젊은 사람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네”라고 무능력함의 부

정적인 말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C에서도 지하철에

앉아 있는 5명의 노인의 사진자료를 제시하면서 자료의 제시글로 “가족 가

치관의 변화는 저출산과 노인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의 제시

없이 부정적인 부분만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 A와 C는 부정적 고

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게 제시한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교과서 B에서는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그림 자

료를 제시하면서 대화내용으로 노부부가 “요즘엔 과거와 달라져서 늙어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해.”, “젊은 세대도 노후는 젊

어서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노년기시기를 자녀에 의존하고 수동적이고 약한 존재가 아

니라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긍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게 제시한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의 방향인 긍정·부정이미지의 편향적 제시가 아닌, 통합적이고

다양하며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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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이해

10)A

노년기 ∙노화와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은퇴 후의 사회적 역할 탐색 및 참여하기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신체적·경제적으로 대비하고 관리하기

11)B

노년기 ∙신체적 노화에 적응

∙은퇴에 적응, 여가 선용

∙역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

∙죽음에 대비

12)C

노년기 ∙건강 관리하기

∙경제 설계하기

∙은퇴 적응하기

∙여가 선용하기

∙죽음 준비하기

2) 노인에 대한 이해

중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의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 예시는

다음과 같다.

위의 내용예시에서 나타난 교과서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을

살펴보면 세 교과서 모두 노년기의 특징은 “은퇴 후의 사회적 역할 탐색

및 참여하기, 신체적 노화에 적응, 죽음 준비하기” 등의 표현으로 간단하

고 추상적인 설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의 구체적

10) A교과서 Ⅲ.진로와 생애 설계 -1.진로탐색과 생애설계-1)생애 주기와 생애 설계 -p119

11) B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1.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1)생애설계 -p115

12) C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 -1.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2)나의 생애 설계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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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이해

13)A
- 조부모와 부모, 부모와 자녀 등 각 세대 간에 서로 협력하는 태도도 필요

하다. …(중략)… 조부모는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협력할 수 있다.

14)B

손자 : “엄마, 우리 고부가요.”

할머니 : “응? 고부?”

며느리 : “고기 뷔페라고 얘기해야 할머니께서 알아들으시지”

15)C
통계청, 2010 - 노인이 겪는 문제

경제적 어려움(41.4%), 건강문제(40.3%), 소일거리없음(5.7%), 기타(5.7%), 외

로움, 소외감(4.1%), 노인 복지 시설 부족(2.5%)

인 설명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제시는 아니지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한쪽 방향만으로 제시하

고 있지 않은 통합적이고 다양하며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의

균형적인 시각을 형성해 주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 교과서 모두 4가지 영역 중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이 가장 낮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 중학교 가정교과서는 필

수 과목이기도 하고 노년기 자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배

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노인복지 영역

보다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에 대해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내용

또한 구체적인 설명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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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예시에서 나타난 교과서에 나타난 노인과의 이해 영역을 살

펴보면 세 교과서 모두 노년기의 노인을 어려움을 겪는 존재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게 한 글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교과서

A에서는 조부모로서의 노인이 가정생활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손자

녀를 돌봄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단정 짓고 있다. 이는 가정생활 협력의

다른 행위를 배제할 채 손자녀 돌보는 존재로서만 한정짓고 있는 부분이

부정적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교과서 B에서는 노년기 노인의 이미지를 대화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정적 이미지의 노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였

다. 축약어를 알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나온 제시법이며 현대 노인

들은 유행과 최신 언어에도 민감하며 소통이 가능한 분들이 많다는 점을

배제한 체 쓴 글이며, 그림 또한 의자에 앉아 계시며 수동적인 자세로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또한 이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에

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심게 할 가능성이 높다.

교과서 C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면서 노인이 겪는 문제를원그

래프로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41.4%)과 건강문제(40.3%)

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았고, 소일거리 없음(5.7%), 기타(5.7%), 외로

움, 소외감(4.1%), 노인 복지 시설 부족(2.5%) 등이 뒤따랐다. 이 역시

노년기의 즐거움이나 노년기만의 정체성과 특성의 긍정적인 면은 배제하

고 노년기 노인이 겪는 문제점인 부정적인 면만 편향적으로 제시함으로

써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형성은 노년기가 되었을 때 청소년의 미

래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노년기를 예상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을 다양한 관점에

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객관적 제시를 해서 생각할 수 있

는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13) A교과서 Ⅰ.가족의 이해 -1.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1)변화하는 가족-p23

14) B교과서 Ⅰ.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2.가족관계와 의사소통-2)의사소통과 갈등해결 p31

15) C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 -1.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2)나의 생애 설계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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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의 관계 – 부양의 대상

16)A
남편: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어쩌죠?”

아내: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큰일이네요.”

17)B

활동해보기 [가족생활에서 나의 역할]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그리고 자신의 노년기 준비를 위한 힘

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부모님들을 이해해 드리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보고 실생활에서 실천해보자.

내가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예)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 드린다.

18)C

조사활동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필요한 가정생활 복지서비

스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가필요한이유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예)중품이신 할머니를 위

한 복지 서비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

님이 매일 돌보기 어렵다.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다.

3) 노인과의 관계

중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의 노인과의 관계 영역 예시는 다

음과 같다. 노인과의 관계는 부양의 대상으로서의 노인과 손자녀 돌봄의

주체로서의 노인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인 노인과의 관계를 “부양의 대상”으로서의 노인으로 보

는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16) A교과서 Ⅲ.진로와 생애 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p138

17) B교과서 Ⅰ.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2.가족관계와 의사소통-1)건강한 가족 관계의 형성 -p25

18) C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2)가족생활복지서비스 -

중단원 내용평가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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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예시에서 나타난 교과서에 나타난 노인과의 관계 영역을 살

펴보면 “부양의 대상”으로서의 노인이 잘 나타나 있다.

교과서 A에서는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어쩌죠?”

라고 말하며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업고 큰일이네요.”라고 대답하면

서 노인 부양의 문제를 대화로 표현하고 있다. “큰일”이라는 표현하는 말은

부양 부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교과서 B에서는 활동해보기 자료는 자신의 노년기 준비를 위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문제부터 부정적 표현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

“할머니께 말동무가 되어 드린다”라는 예시의 표현 속에 노인은 무조건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무의식적

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할머니를 위한 일이 아닌 부모님을

도와주는 일로 표현되고 있어 수평적 존재가 아닌 돌봄의 대상으로 제시

하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임을 알 수 있다.

교과서 C에서는 가정생활 복지서비스를 알아보는 조사활동에서 예시

로 제시된 것에서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이 매일 돌보기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노년기 노인이 부양의 대상이 됨을 알려주는 것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에서 방

문 요양, 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것은

부양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상황을 알려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해주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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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의 관계 – 손자녀 돌봄의 주체

19)A

생활 속 가정이야기 [죄책감에 우는 워킹맘의 하소연]

"우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나" …(중략)…

한 씨는 딸을 낳고 잠시 직장을 그만두려 했지만,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이

처음에는 딸을 멀리 있는 친정 부모님께 맡겼다. 그러나 딸을 자주 볼 수 없

어 괴로웠고, 부모님께도 못할 짓이다 싶어 집으로 다시 데려왔다.

"딸이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할아버지, 할머닌, 딸 이렇게 셋을 가족이

라고 그렸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데려왔어요."

20)B

국가통계포털, 2009 - 자녀 양육의 실태 [낮 동안 아이 돌보는 사람]

모(47.6%), 부(9.7%), 조부모(14.8%), 특별히 없음(13.6%), 외조부모(8.7%),가사도우미

(5.6%)

21)B

활동해보기 [세대 간에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학생 A: 아이, 짜증나!

학생 B: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짜증이 나는데?

학생 A: 몇 달 전부터 할머니와 방을 같이 쓰면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음악을 틀어 놓으면 시끄럽다고 꾸중하시고, 밤에는 공부해야 하는

데 할머니께서 주무셔야 한다고 불을 끄라고 하시잖아!

학생 B: 혼자 방을 쓰다가 같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지.

학생 A: 그뿐인 줄 알아? 외출하려고 하면 내 옷차림이 못마땅하신지 할머

니의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라고 간섭을 하셔.

학생 B: 그래서 오늘도 기분이 안 좋은거야?

학생 A: 그래. 할머니께 대들다가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지. 어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 손녀가 겪는 문제와 손녀가 바라는 점을 적어 보자.

손녀가 겪는 문제:________

손녀가 바라는 점:________

∙ 할머니와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에게 조언해 보자.

두 번째 유형인 노인과의 관계를 “손자녀 돌봄의 주체”로 보는 관점으

로 보는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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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C

생각열기

최근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고, 이에 따른 육

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남편 : “우리 부부는 맞벌이인데, 아이는 누가 돌보지?”

아내 : “어머님께 부탁드려 볼까요?”

교과서에서 제시된 노인과의 관계는 가족 안에서의 조부모로서의 역할

이 가장 많았다. 최근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고, 이에 따른 육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일과 가정생활을 양

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자녀 부양과 양육의 주체가 되는 조부모가 많

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 교과서 A에서는 생활 속 가정이야기에 죄책감에 우는 워

킹맘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으로 표현되어 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육

아를 친정어머니께서 맡아서 돌보아 주셨는데 아이가 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점을 우려하여 다시 데려왔다고 하는 내용이다. 일과 가

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이 어려움을 조부모로서 손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었다.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노

년기를 표현하는 이러한 교과서의 제시내용은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해주

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B에서는 낮 동안 아이들 돌보는 사람을 국가통계포털에서 조

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모(47.6%), 부(9.7%), 조부모(14.8%),

외조부모(8.7%)의 통계청 결과를 볼 때 양육의 주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19) A교과서 Ⅲ.진로와 생애 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1)일·가정 조화의 필요

성과 일·가정 양립 시 발생하는 문제 -p141

20) B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1)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p132

21) B교과서 Ⅰ.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2.가족관계와 의사소통-1)건강한 가족 관계의 형성

-p26

22) C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1)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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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모”이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조부모”라는 것을 통해 손자녀 돌봄의 주체로서의 노년기의 노

인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통계청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교과서 집필자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채 스스로 다양하게 생

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형성해 주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로서의 역할에서 손자녀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활동해보기 자료도 눈여겨볼 점이다. 음악을 틀

어놓거나 밤에 공부할 때 불을 끄라고 하시는 점, 외출 시 옷에 대해 간

섭하시는 부분에서 서로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점을 예로 들어 어떻

게 하면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세대 간에 조화롭게 살

아갈 수 있을지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활동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

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 제시는 손녀와 갈등을 일으키는 할머니로

노인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글과 그림으

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노년기를 “부양의 대상”과 “손자녀 돌봄의 주체”로 다른 시각

에서 살펴본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 균형 잡

힌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중

학교 학생들의 노년기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혼동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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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23)A

활동시간 - 내가 제안하는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앞으로는 직장에 다녀도 병에 걸린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 간호 휴

직제’가 신설된다…(중략)… (메디컬투데이, 2011.3.9)

가족 간호 휴직제는 사회에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제안된 제도이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지 제안

해보자.

24)A

보육 및 돌봄 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

…(중략)…탁노서비스

- 기업이 주축이 되어 노인 부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노인 을 돌보는

간병인 등 인력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25)B

활동해보기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다음에 제시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조사해

보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노인 돌봄 서비스/노인 암 검진 및 개안 수술

/기초 노령 연금제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았는가?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은 무엇이며, 이러한 제도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

를 주었는지 발표해보자.

26)C

다양한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가정생활복지서비스

…(중략)… 노인가족

노인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는 연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경로 연금

등의 소득지원, 노인 고용 기회 확대 사업이 있다. 건강과 관련하여 노인장

기요양보험, 치매 및 암 검진 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을 하는 제도

4) 노인복지

중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의 노인복지 영역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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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C

- 사회복지관 사업 종류

∙지역 사회 보호 사업 - 독거노인, 한 부모 가족, 장애인 등에게 일상생활

의 도움을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급식, 의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교육 문화 사업 - 지역의 아동,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교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서비스

∙자활 사업 - 노인 일자리 만들기, 직업 기술 훈련, 부업 알선 등 취약 계

층의 자활 도와주는 서비스

교과서 A에서는 활동시간으로 내가 제안하는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라

는 제목으로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1년

의 메디컬투데이에서 제시한 기사를 제시하여 신설된 ‘가족간호휴직제’를

알려주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지 제안하도록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보육 및 돌봄 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으로 탁노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지 의미와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교과서 B에서는 활동해보기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여러

가지 제시한 후 두 가지를 선택하여 조사해보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알

게 된 지식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발표해보도

록 하고 있다.

교과서 C에서는 다양한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가정생활복지서비스

중 노인 가족에 대한 가정생활복지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연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경로 연금 등의 소득 지원, 노인 고용 기회 확대 사업

23) A교과서 Ⅲ.진로와 생애 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3)사회에서의 일·가정

조화 방법 -p147

24) A교과서 Ⅲ.진로와 생애 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3)사회에서의 일·가정

조화 방법 -그림 Ⅲ-24 보육 및 돌봄 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 -p148

25) B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2)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p142

26) C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2)가족생활복지서비스

-p148

27) C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2)가족생활복지서비스

표Ⅲ-6 우리나라 가정생활 복지 제도와 정책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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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건강과 관련한 서비스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노인복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 복지관 사업종류에서 가족 복지 사업, 지역 사회 보호 사업,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문화 사업, 노인

일자리 만들기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등을 글과 그림을 통해 소개하고 있

다.

노인복지에 관련한 세 출판사의 교과서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많았다. 이러한 자료 제시는 스스로 조사해보고 다양하고 통합적인 관점

으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형성해 주는 글과 그림

이라고 볼 수 있다.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노인복지 영역은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중학생 본인과 관계한 문제라

기보다는 조부모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에 관련된 노인복지에 대한 프로

그램이 많았다. 이러한 아직 먼 시기의 노년기 준비교육보다 가족 속의

나의 조부모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노인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해하는 노년기 이해교육이 청소년 시기에 현재 상황에 더 적합하기 때문

에 노인에 대한 이해의 비중을 높여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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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와 노인

28)D

생각의 창[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주변의 노인분들을 만나 볼까요?

"나는 주말마다 등산을 하는데, 몸이 건강해지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좋아."

"행복하냐고? 물론이지. 나이 든 사람은 행복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평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비록 은퇴했지

만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며 보람을 느껴."

"이제바이올린을배우기시작했지. 내나이 70인데, 끊임없이배우지않는다면인생이무의

미한것같아."

"내가 쓰는 시는 곧 나의 삶이야. 이게 은퇴 후 10년 동안 한 일이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

"30년 동안 꾸준히 해 온 운동이 항상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줬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인분들의 모습 잘 보셨나요? 이분들의 인생

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위의 인터뷰 내용을 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

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29)E

…(중략)…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고 있지만, 우리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병들고 무기력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따

라서 우리는 노화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고, 점차 길어지

는 노년기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 젊었을 때부터 신체적, 경

제적, 정서·사회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노년기 관련 내용분석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주요 출판사 3권의 노년기 관련내용을 본 연구

의 영역별로 사회변화와 노인, 노인에 대한 이해, 노인과의 관계, 노인복

지 4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1) 사회변화와 노인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의 사회변화와 노인 영역 예시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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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F

오늘날 노인 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

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

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령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

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하자. …(중략)…

고령 사회의 의미와 특징 : 한 사회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

는 현상을 인구 고령화라고 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수는 증가하는

것에 비해 청소년 및 성인 인구는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는 점

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이 넓어지는 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한다.

[인구피라미드 제시]

교과서 D에서는 생각의 창 활동에서 ‘이제부터 시작이야’라는 제목으

로 노인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활동적인 그림으로 노년기가 우울하고 힘

이 없고 병든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지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시기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

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라는 활동으로 스스로 행복한

노후임을 상상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

고 있다.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E에서는 현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점을 안내

하고 노화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길어지는 노년기 대비하

기 위해 젊었을 때부터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사회적으로 대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년기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한

쪽 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

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F에서는 노인 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된 많은 문

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인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28) D교과서 Ⅰ.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p58

29) E교과서 Ⅰ.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1)노인의 발달 -p57

30) F교과서 Ⅰ.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1)고령 사회의 이해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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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이해

31)D

노인의 식생활 지침

∙채소, 고기, 생선, 콩 등의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

∙우유 및 유제품과 과일을 매일 먹는다.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간식으로 영양을 보충한다.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는다.

∙술을 절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한다.

32)E

활동체험하기[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상생활 체험하기]

∙고령 친화 종합 체험관

: '생애 체험관'은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 고령자가 느끼는 신체적 어려움을

직접 노인의 몸이 되어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는 체험복을

입고 녹내장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시각 체험, 청각 체험, 촉각 체험 등을 하

거나 경사진 곳에서 휠체어를 타 보는 경험을 직접 해 봄으로써 고령자의 신

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치매 체험관'은 치매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

과 행동 양식 등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생동감 있게 체감할 수 있으며 치매

전문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출처:성남 고령 친화 종합 체험관(http://www.miraeseum.or.kr)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면인 부정적으로만 제시가 되어

있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글과 그림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고령 사회의 의미와 특징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인구

피라미드를 제시하여 주고 설명해주는 방식은 중학교 가정교과서에 제시

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발달과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의 내용과 깊이에도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의 제시는 의미 있게 생각해보아

야 점이다.

2) 노인에 대한 이해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의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 예시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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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준비물을 이용하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일상을 경험해 보자.

준비물:황색안경(사각 기능 저하 체험), 셀로판지로 만든 안경(시각 기능

저하 체험), 모래주머니(근력 저하 체험), 귀마개(청각 기능 저하 체험), 고무장

갑(손가락 기능 저하 체험)

1.모래주머니를 등과 어깨, 팔목, 다리에 차고, 귀마개로 귀를 막아 보자.

2.1의 모습으로 고무장갑을 낀 채로 물건을 옮겨 보자.

3.1과 2의 모습으로 황색 안경을 쓰고 걸어 보고, 계단 오르고 내리기를

해보자.

∙노인 생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느낀 점을 적어 보자.

33)F

상상력을 깨우는 창의마당

미켈란젤로, 프로이트, 정약용, 에디슨, 괴테, 피카소 등의 생애를 살펴보면

60대, 70대, 80대, 90대에도 고도의 창의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노년기까지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노인

들이 많다.

∙‘꿈의 해석’으로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83세에 괴테상을

받았다.

∙에디슨은 71시에 전기난로를 발명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72세에 <상서고훈>을 완성하였다.

∙미켈란젤로는 67세에 ‘최후의 심판’을 완성하였다.

교과서 D에서는 노인의 식생활 지침을 “채소, 고기, 생선 콩 등의 반

찬을 골고루 먹는다.”, “우유 및 유제품과 과일을 매일 먹는다.”, “짠 음

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는다.”,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간식으로

영양을 보충한다.”,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는다.”, “술을 절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한다.”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해주고 있다. 노년기 식생활 지침의 일반적이고 보편적

인 지침으로 주의할 점을 알려줌으로써 노년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E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의 노년기의 신체적 특징을

활동체험하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31) D교과서 Ⅰ.저출산·고령 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2)행복하고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p68-69

32) E교과서 동아출판 Ⅰ. 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2)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p60

33) F교과서 Ⅰ. 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2)노인의 발달 특성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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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친화 종합 체험관에서는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 체험복을 입고 직

접 노인이 몸이 되어 고령자가 느끼는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게 한 후 적

어보도록 하였다. 교과서에서 노년기의 신체적 특징을 글로써 기술하는

것보다 이렇게 체험활동을 통해 직접 겪어보게 하는 활동은 훨씬 더 이

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에 대한 신체적 특징을 체험을 통해

실제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F에서는 상상력을 깨우는 창의마당에서 미켈란젤로, 프로이

트, 정약용, 에디슨, 괴테, 피카소 등의 생애를 통해 60대, 70대, 80대, 90

대에도 고도의 창의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사

회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는 노년기의 노인의 모습은 수동적이고 무력한

이미지가 아니라 노년기까지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노

인들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참고자료

는 노년기의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예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년기에 이렇게 활동하시지 않는 조부

모나 사회 속 노인을 보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에 때문에

이렇게 자료의 긍정적인 고정관념 제시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편

향적이고 획일적인 긍정적 부정적 고정관념의 제시가 아닌 다양한 측면

을 제시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는 교과서 내용이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은 대체로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지침으로 설명되어 있었고, 노인에 대한 이미지

또한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살고 있는 노인을 표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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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의 관계

34)D

노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

노인은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심리적·사회적으로 위축되므로 가족과 사회

의 충분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들은 노인을 감사하고 존경

하는 마음으로 가깝게 대하고 보살펴 드려야 한다. 또한, 노인은 조부모의 역

할을 통해 생의 큰 기쁨을 얻으므로 노인의 삶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

한 역할을 제공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무력감고 소외감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손자녀로서 조부모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노인을 공경하고 보살펴 드리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한편, 주위에는 노인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 살고 있는 가구가 있는데, 이

러한 경우 이웃이나 지역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의 노인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크고 작은 돌봄을 베풀며, 이들과 유대

감을 형성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림-노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노인의 특성을 알아 노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 (티비 볼륨을 높이는 할아버지 옆에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그렇구나

'

∙ 노인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삶과 세대를 살아왔으므로 노인과의 세대 차이를

인정한다.

엄마: "오래 되서 새것으로 바꿔야겠다"

할머니: "그걸 왜 버려? 하나라도 아끼며 살아야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현

한다.

손자:"할머니 잘 지내시죠?"

할머니:"오냐. 우리 손주도 잘 지내지?"

35)E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부부관계-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시기이므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 커짐

-부모 자녀 관계에 몰두했던 에너지를 부부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인생의 반려자로서 친밀한 부부 관계 형성

∙자녀와의 관계-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도움과 의존의 균형 방법이 바뀌게

됨

-손자녀와의 관계는 '무릎학교'를 통해 가정생활 문화를 전수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과거와의 연결자이며 훌륭한 놀이 친구

∙형제자매와의 관계

3) 노인과의 관계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의 노인과의 관계 영역 예시는

다음과 같다.



- 48 -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사회적 지지망으로 중요 한 기능

-정서적 지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탁월함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

∙친구와의 관계-신체적 질병, 심리적 스트레스의 완충 역할

-흥미와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일생의 동반자 역할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친교활동을 통해 재사회화를 촉진

36)F

이웃 노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 노인에게 사회적 지지의 중요

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에 이를수록 이웃과의 결속을 유지하고

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밀한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손자녀 세대인 우리는

노인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주변의 이웃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

가며, 노인정이나 노인 복지 회관 등을 찾아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노인

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웃 노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노인들이 고립과 소외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

를 실현하고, 자긍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의 노인과 교류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교과서 D에서는 노인의 건강한 관계형성이라는 제목으로 노년기 노인

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노인이 주체로서 건강한 관계형성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사회의

노인까지 정보를 제공하여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키우게 한다. 또한 그

림 자료로 노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노인

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른 삶을 살아온 세대 차이를 인정하며 방문이나

전화로 지속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어 실질

적인 교육적 효과를 얻게 한다. 필수과목인 중학교 가정교과서에서 조부

모와 접할 기회가 고등학생보다 많은 중학생에게 이러한 그림 자료를 통

한 구체적인 행동조언이 제시된다면 더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노인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까지 있어

서 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

게 하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34) D교과서 Ⅰ.저출산.고령 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1)노년기의 이해 -p64

35) E교과서 Ⅰ. 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2)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

비 -p62

36) F교과서 Ⅰ. 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2)노인의 발달 특성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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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E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4가지 관계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과

역할을 설명해주고 있다. 노년기의 노인이 갖는 사회적 관계에서 특징뿐

만 아니라 각각의 관계에서 필요한 행동과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여 관계

속 노년기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부부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에 몰두했던 에너지를 부부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에서 필요한 행동을 알려주고 있고, 형제자매관계는 “사회적 관

계망이 축소되면서 사회적 지지망으로 중요한 기능을 함”에서 중요한 의

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노년기 사회적 관계를 다양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

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F에서는 노인과의 관계를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다. 친밀한 이웃 관계를 유지하

는 노인들은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자녀 세

대인 고등학생이 노인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주

변의 이웃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며, 노인정이나 노인 복지 회

관 등을 찾아 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노인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중등 가정교과서에서의 노년기

교육이 가족 내에서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조부모와 사회에서의 노인

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 속 노인에 대한 기술은 균형 잡

힌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노인과의 관계 영역은 가족 내에서의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와 사회에서의 노인과의 관계를 특징과 역할을 다양하게 살

펴보고 이러한 관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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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37)D

나는 진로 탐험가[노인 돌봄 관련 직업]

∙사회복지사 :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

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돕고 지원한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 대

학원 에서 사회 복지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면 사회 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

운 노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신체적, 심리적, 정서

적,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요양 보호사 교육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교부된다.

38)E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사회적 대처 방안]

(아래 예시는 만화형 그림과 함께 제시)

노부부 남편:"노인이 되니 고궁과 박물관 입장이 무료라 좋네."

노부부 아내:"지하철도 무료로 타고요."

노부부 아내:"나이가 드니 안 아픈 곳이 없네요."

노부부 남편:"그래도 국민 건강 보험 덕에 부담이 덜하네."

노년기 남자 노인 A:"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다.

노년기 남자 노인 B:"은퇴해도 든든하군."

노년기 여자 노인 A:"모아 놓은 돈도 없는데 이사를 해야 되니 걱정이야."

노년기 여자 노인 B:"노인들을 위한 영구 임대 아파트가 지원된대.“

∙주택보장

노년기에는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서 주택이 생활의 중심지가 된다. 또한 핵가족화가 확대되면서 노인들의 주거

상황은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의 중요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

지 않다. 노인을 위한 주택 보장에는 재가 노인 주택 보장, 시설 거주 노인 주

택 보장 등이 있다.

주택 개조-고령자용 국민 임대 주택, 재가 노인 주택 보장

양로 시설-요양 시설, 시설 거주 노인 주택 보장

39)E

활동조사하기 [노인 복지 서비스를 찾아라!]

건강 가정 지원 센터(www.familynet.or.kr), 보건복지부(www.mw.go.kr),

복지로(www.bokjiro.go.kr)로 같은 사이트에서 주변 노인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노인 복지서비스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4) 노인복지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의 노인복지 영역 예시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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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 서비스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

예) 급식 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등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40)F

심화학습

2.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고령 친화 산업이 발달한다.

고령 친화 산업의 개념과 종류, 우리나라에서의 고령 친화 산업의 현황, 앞으

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개념

등장배경

종류와 특징

우리나라의 현황

앞으로의 전망

교과서 D에서는 노인 복지 영역의 노인과 직업에서 노인관련직업을

알려주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인구가 급증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관련직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교과서에서 반영하고 있다. 나

는 진로 탐험가라는 활동에서 노인돌봄직업인 사회복지사와 노인복지사

의 역할과 이러한 직업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다. 하지만 노

년기 노인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약한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노년기

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

다.

교과서 E에서는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중 사회적 대처 방안

으로 소득보장, 고용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을 소개하면서 만화형 그림

과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노년기에 관련된 영역 중 특히 노인복지에 대

한 내용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 내용과 용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37) D교과서 Ⅰ.저출산.고령 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2)행복하고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p73

38) E교과서 Ⅰ. 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2)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

비 -p68-69

39) E교과서 Ⅰ. 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2)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

비 –p68-69

40) F교과서 Ⅰ. 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3.자립적인 노후 생활 -2)노인의 발달 특성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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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만화형 그림으로 실제 대화하듯이

표현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보장받을 수 있

는 방법을 나타내주면서 노년기의 힘든 점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긍정

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보여주는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활동조사하기에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조사하여 발표

하는 활동이 있었다. 건강 가정 지원 센터, 보건복지부, 복지로와 같

은 사이트에서 주변 노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노인 복시 서비스

를 찾아서 조사하여 발표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활동은 중

학교와 발달과정이 다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나 깊이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출판사의 중학교의 같은 주

제의 활동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발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내용은 중학교의 내용보다 내

용의 다양성과 깊이도 있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 F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 친화 산업이 발달하고 있음을

알리고 고령 친화 산업의 개념과 종류, 우리나라에서의 고령 친화 산업

의 현황,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심화학습을 구성하였다.

고령 친화 산업의 발달은 고령화 사회의 노년기의 노인이 구매력과 영향

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노년기의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

하게 하는 글과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예시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노인 복지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비중

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노인 복지 관련 국가적 차원의 보장내용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의 빠른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관련

직업과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최근의 사회적 상황을

교과서에서 반영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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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2009 개정 중등 가정교과서에 수록된 노년기

관련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측면 즉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

에 대한 균형 잡힌 이미지 형성,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개인적 측면

즉 길어진 생애과정과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건강한 정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가정교과서 내용 재정립에 노년기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과 교과서 중에서 주요 출판사인

천재, 두산, 교학사의 중학교 3권, 고등학교 3권의 노년기 관련 내용이

교과서 전체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지 알아보고, 어떻게 제시

되고 표현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목차를 통해 교과서 내 비중을 알아보고, 노인이미지에 대

한 외국의 연구 분석 방법 중 Schmidt와 Boland(1986), Hummert(2000)

등의 긍정적 사회적 고정관념과 부정적 사회적 고정관념의 항목과 윤인

경 외(2005)의 노인 교육 영역 분석틀을 참고하였다. 긍정적·부정적 고정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글과 그림에 더하여 교과서의 이상적인 방향인

균형적인 시각을 형성해 주는 글과 그림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중등 가정교과서의 노년기 교육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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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노년기 관련 내용 목차 분석의 특징은 비교적 Ⅰ.가족의

이해 단원에 노년기 관련 내용이 많았고 노년기 관련 내용이 각 단원별

로 분산적으로 퍼져있었다. 고등학교 중학교 노년기 관련 내용 목차 분

석의 특징은 Ⅰ.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이라는 단원명에 노년기와 관련

된 ‘고령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며, 중영역 3.자립적인 노후생활이

라는 확실한 노년기 관련 단원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상호관계 속에서 노년기의 노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인 중학교 가정교과서에서 흩어져 구성되어 있는 노년기 관련내용

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단원을 만들어 가정교과의 교육과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인관련 단원의 대안적 틀을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을 사회변화와 노인, 노인에

대한 이해, 노인과의 관계, 노인복지 영역으로 분석해보았다. 노인복지영

역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였고, 노인에 대한 이해영역이 가장 적

은 페이지를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노인복지 영역을 보면 중학교에서 중학생 본

인과 관계한 문제라기보다는 조부모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에 관련된 노

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러한 아직 먼 시기의 노년기 준비

교육보다 가족 속의 나의 조부모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노인과 균

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는 노년기 이해교육이 청소년 시기에 현재 상황

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이해의 비중을 높여 세대 간의 갈등

을 줄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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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중학교 가정교과서는 필수 과목이기도 하고 노년기 자체

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배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노인복지 영역보다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에

대해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내용 또한 구체적인 설명이 보충되어

야 할 것이다.

중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고정관념 분석틀에 의한 결과는 긍정

적·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은 총 78% 비중을 차지

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인 22%보다 약3.5배 많

았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한쪽 방향만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

적이고 다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해 주는 글과 그림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형성은 노년기가 되었을 때 청소년의 미래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노년기를 예상하며 부정적으

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을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객관적 제시를 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을 사회변화와 노인, 노인

에 대한 이해, 노인과의 관계, 노인복지 영역으로 분석해보았다.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였고, 노인 복지 영역이 가

장 적은 페이지를 차지하였다.

사회 변화와 노인 영역에서 고령 사회의 의미와 특징으로 인구 고령화

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인구 피라미드를 제시하여 주고 설명해주는 방식

은 중학교 가정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발달과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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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내용과 깊이에도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의

제시는 의미 있게 생각해보아야 점이다.

노인과의 관계 영역은 가족 내에서의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와 사회에

서의 노인과의 관계를 특징과 역할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다.

노인 복지 영역에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

동은 중학교와 발달과정이 다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내용

이나 깊이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출판사의 중학교의 같은 주제

의 활동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발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내용은 중학교의 내용보다 내용의 다양성

과 깊이도 있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노인 복지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노인 복지 관련 국가

적 차원의 보장내용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의 빠른 고

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관련 직업과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최근의 사회적 상황을 교과서에서 반영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고정관념 분석틀에 의한 결과는 긍

정적·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은 총 73.9% 비중을

차지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글과 그림인 26.1%보다 약 2.8

배 많았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한쪽 방향만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적이고 다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해 주는 글과 그림이 보충되

어야 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에서 대체로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

인 지침으로 설명되어 있었고, 노인에 대한 이미지 또한 수동적이고 무

력한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살고 있는 노인을 표

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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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가정교과서 노년기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의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노년기의 특성, 노인의 생활환경, 노인의 역할에 대

한 노인에 대한 이해 영역의 비중이 높아야 할 중학교 가정교과서보다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에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노인복지정책, 노인과 직

업, 노인복지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복지 영역의 비중이 높아야 할

고등학교 가정교과서보다 중학교 가정교과서에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이

다. 따라서 중학교 가정교과서에는 노인에 대한 이해영역을 고등학교 가

정교과서에는 노인복지 영역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등

가정 교육과정에 사회적 차원의 지원인 노인복지의 내용보다는 노년기의

특징과 앞으로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

는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용 표현 방식에서 보

았을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편향적인

제시방법보다는 다양하고 통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

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중등 가정교과서에서 노년기 관련 내용은 가족 속의 나의 조부모와 우

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노인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는 노년기 이

해교육이 청소년 시기에 현재 상황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이해의 비중을 높여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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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총 12종의 중등 가정교과서 중 3종을 가지고 분

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중등 가정교과서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에 중등 가정 교과서를 통해 노인 관련 내용을 분석할 때에는

모든 교과서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등 교과서의 노인 관련 내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chmidt와 Boland, Hummert 등의 노

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기준을 통해 노인 관련 내용 분석 틀을 설정하

였다. 1986년과 1994년도에 제시한 틀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중등 교과서

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워 분석틀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과 같이 현재

변화한 노인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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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서, 지도서

관련단원

내용요소 자료의 종류와 내용
대단

원명
중단원명

일본

중학

교

가정

上

가 정

생활

· 앞으로의

가정생활

· 보다 나

은 생활을

향하여

· 고령 사회

와 관련된

과제를 해

결하기 위

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과제자료: 앞으로의 가정생활자세에 대

하여 생각해보자(현재는 정보화, 국제

화, 고령 사회로 불리는데, 고령사회 문

제에 있어서 고령자가 보람을 느끼고 서

로 어떻게 의지해가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독

거노인을 방문하고 간호와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정 봉사원 제도를 설치한 곳도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가족과 주변사람

들의 생각을 발전시켜 사회에 있는 자원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삽화자료: 가정생활의 단원 표지 삽화

에서 손녀와 앉아있는 할아버지, 화분을

옮기고 있는 할아버지, 휠체어를 탄 할

머니를 뒤에서 밀고 있는 젊은이 등이

포함된 삽화 제시하였다.

특히 새로운 기술․가정 책에서는 본문이나 삽화자료에서 노인과 관련된 내용을 언

급하는 것 이외에도 노인과 관련 없는 내용에도 삽화에 노인을 함께 등장시키는 경

우가 많았다.

구분

교과서, 지도서

관련단원
내용요소 자료의 종류와 내용

대단

원명
중단원명

미국

고등

학교

가정

4부

성 이

후기

제 7장

성인

후기의

신체적

발달과

지적 발달

․ 노 화 의

의미

․노인들의

신체적 문제

의 예방 및

치료방법

․노화의 속설과 노화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한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상당히 좋은 신체

적 건강 상태에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 물론 일부 노인들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를 겪는데, 이러한 문

<부록> 일본·미국 가정교과서 분석의 예

(1) 일본의 중학교 가정교과서 분석의 예

(2) 미국의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분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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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정신적 문제

의 예방 및

치료방법

․노인들의

지적인 기

능의 변화

제들을 예방 및 치료 방법과 더불어 소

개하였다.

․노년기 지적 기능에 대한 쟁점을 살펴

보았다. 일부 능력은 나이가 듦에 따라

쇠퇴하기도 하지만, 지적인 활동을 계속

하는 노인들은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면은 오히려 정신 능력의 증가를

보이기까지 한다.

․노화에 대해 알려진 여러 속설과 이론들을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

하고 있다.

․노화에 대한 생물학적인 측면에 대한 객관적 자세가 돋보인다.

제 8장

성인

후기의

성격 및

사회성

발달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

․노인과 주

변 사람과의

관계

․배우자 사

별에의 적응

․노인들의

성욕

․노인들의

재정적 요구

및 주거문제

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사

회의 역할

․성공적인 노화의 다양한 유형을 알아

보았다.

․성인 후기의 중요한 관계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및 형제들과의 관계(그들로

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를 알아보았다.

․배우자 사별에 적응하는 방법

․성욕의 역할

․노인들이 지역사회나 혹은 소수 노인

의 경우 요양원에서 살아가는 방식

․노인들의 성과 인생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사별에 대

한 적응방법을 자세히 묘사한 것이 우리나라와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부

인 생

의

종말

제 9장

죽음과

사별

․ 죽 음 의

의미

․주변 사

람들의 죽

음에 대한

적응

․죽을 권

리와 안락

사

․죽음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인생의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의 죽음에 대한 생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적응 방법

․죽을 권리와 안락사, 자살의 의미

․안락사와 죽을 권리 등 다양한 죽음에 대한 시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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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등 가정교과서 노인 관련 주요 내용

(1) 중학교 가정교과서 노인 관련 주요 내용

B교과서 Ⅰ.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1.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정-2)건강 가정의 실천-p15

C교과서 Ⅰ.가족의 이해 -1.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정 -1)변화하는 가족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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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과서 Ⅰ.가족의 이해 -1.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1)변화하는 가족 -p20-21

A교과서 Ⅰ.가족의 이해 -1.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1)변화하는 가족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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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교과서 Ⅰ.가족의 이해 -1.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1)변화하는 가족-p23

B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1.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1)생애설계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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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2)가족생활복지서비스 
표Ⅲ-6 우리나라 가정생활 복지 제도와 정책 -p143

B교과서 Ⅰ.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2.가족관계와 의사소통-1)건강한 가족 관계의 형성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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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과서 Ⅲ.진로와생애설계 -2.일·가정양립과가정생활복지서비스 -1)일과가정생활의양립 -p130

C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2)가족생활복지서비스 
- 중단원 내용 평가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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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과서 Ⅲ.진로와 생애 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1)일·가정 조화의 필
요성과 일·가정 양립 시 발생하는 문제 -p141

A교과서 Ⅲ.진로와 생애 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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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1)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p131

B교과서 Ⅰ.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2.가족관계와 의사소통-2)의사소통과 가릉해결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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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과서 Ⅰ.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2.가족관계와 의사소통-1)건강한 가족 관계의 형성 -p26

B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2)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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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과서 Ⅲ.진로와 생애 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3)사회에서의 일·가정 
조화 방법 -p147

A교과서 Ⅲ.진로와 생애 설계 -2.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3)사회에서의 일·가정 
조화 방법 -그림 Ⅲ-24 보육 및 돌봄 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 -p148

C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 -1.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2)나의 생애 설계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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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1.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1)생애설계 -p115

C교과서 Ⅲ.진로와 생애설계 -1.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2)나의 생애 설계 -p121

A교과서 Ⅲ.진로와 생애 설계 -1.진로탐색과 생애설계-1)생애 주기와 생애 설계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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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at can form body image organizing

self-conception of adolescents positively.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tudy prepare body image formation model of youth that can be

applied to family and education, and based on this formation model,

analyzed body image of youth in family and textbook.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integrated educational unit that can form body

image of adolescents positively in family and education. Body image

formation model of adolescents was prepared by literature study

method, and textbook analysis was targeting units that are applicable

to the fields of dietary life, clothing habits, and family life of children

in the family field of 12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s in

2009 revised curriculum for 7～9-year middle school students. Body

image formation of adolescents in such units was divided into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provision of experience in textbook, and

then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focuses are as follows.

First, to analyze textbook through body image formation model of

adolescents, educational contents about body image were categ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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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4 kinds such as concept and components of body image,

formation of body image and self-conception, the factors affecting

formation of body image, and administrative behavior for body, and it

was departmentalized into definition of body image, components of

body image, formation of self-worth, formation of self-conception,

ideal standard, sociocultural factors, rational administrative behavior

for body, and problem behavior of body administrat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extbook based on categorization

and departmentalization articles of body image formation model of

adolescents, concept and components of body image are children’s

family life field, dietary life field, and clothing habits field(6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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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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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55%, 30%, and 15%). The factors affecting formation of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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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field(38%, 38%, and 24%), and administrative behavior for bod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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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46%, 40%, and 14%). Positive evaluation of body image and

formation of self-conception were considered in children’s family life

field, and behavior and method for improvement of body image were

mostly considered in dietary life field and clothing habits field. That

is, categorization contents of body image formation model of

adolescents were divided into two parts such as children’s fam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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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book. Like it, categorization contents of body image formation

model of adolescents were divided into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provision of experience in textbook.

On analysis by synthesizing 12 kinds of textbook, most of 8

departmentalization articles of body image formation model of

adolescents appears. However, if each textbook is concretely

examined, there is no case that includes all 8 departmentalization

articles. Such result means that textbook possesses contents to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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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image of adolescents, but the contents are partially suggested

according to the publishing textbooks or the fields. Therefore, a unit

organizing body image formation model of adolescents integrally is

needed, and point of view is needed to form it integrally.

Third, the study maintained a point of view focusing on key

competence of 2009 revised curriculum to suggest integrated unit of

educational contents about body image of adolescents. According to

composition of 2009 revised curriculum, creativity, self-regulation

ability, and problem solving skill were selected as a key competence

related to body image of adolescents, and the study illustrated a unit

that includes 8 departmentalization articles of body image formation

model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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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life fields as a field to form body image of adolescents, so the

contents were analyzed and unit was suggested. That is, there is the

uppermost limit that the study did not analyze educational contents of

body image about dwelling life and consumption life fields among the

fields of family and education. Therefore, if it is considered that

dwelling life and consumption life fields can be additionally analyzed

in suggested educational unit about body image of adolescents,

suggested curriculum and contents can be modified and added.

Based on such conclusion and limit, the suggestions about a

follow-up study to improve body image of adolescents in home and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physical growth and sexual maturity are rapidly proceeded in

an adolescent period, so this study is targeting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 for 7～9-year middle school students, but body

image is an concept that is consecutively formed and changed in

individual life, so it is necessary to study in practical course that is

applicable to childhood before an adolescent period.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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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ed as a key competence to improve body image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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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 economics education, but it is the key competence that is

commonly appeared in practical course, so hierarchical system can be

formed by analysis about educational contents of body image in

practical course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If contents fitting

school age are selected based on hierarchical system, compatibl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by school age should be found.

Second, this study analyzed contents targeting textbook, the

foundation of curriculum to improve body image of adolescents, and

suggested a unit with home economics education, focusing key

competence. Lately, theme integral study and STEAM study are

proceeded to develop integrated curriculum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it is possible to access such additional methods

integrally to form body image of adolescents. Meta-study is needed

about body image formation program targeting toddler, child,

adolescents, university student, and adult that is developed until now

for development of integrated program to form body image of

adolescents.

Lastly, after development of program based on educational contents

about body image of adolescents suggested by this study, verification

applying it to the field is needed, and also, measurement tool of body

satisfaction and body image of adolescents should be developed.

Keywords: middle school,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

old age, stereotype

Student Number: 2011-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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