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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의 ‘나와 가정생활’ 단원에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의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성평등적인 교육
과정 및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1 실과
교육과정에 기초한 6개의 검정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나와 가정생활’ 단원에서 성
장, 가족, 가정일, 가족원의 역할이라는 네 개의 개념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및 일․
가정양립 가치의 반영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과 교과서의 ‘나와 가정생활’
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양성평등과 일․가정양립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
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지식의 성격 및 표현방식에 있어서 추
상적이고 당위적인 표현이 많아 교과서에 이러한 가치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주는
지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성장’의 개념에
는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적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의 모습 또한 특
히 일․가정양립의 관점에서 그려질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 일’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보다 일․가정양립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가사노동을 집중하여 다루므로 돌봄, 여가, 문화적 기능 또한 고려해야 할
측면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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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實科 교과는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탄생하여 100년이 넘
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실과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
아온 교과이며 또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 온 교과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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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실과(기술․가정) 교과는 공교육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남녀별로 교과서를 달
리하거나 구분하여 가르쳐 온 과목이었다.
공교육으로서의 초등 실과교육은 1895년 7월 소학교령에 의하여 시작된 최초의 정
규 학교 교육기관인 소학교에서 여자에게 재봉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던 데서 시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들에게는 1906년 8월 보통학교령 이후 일반과목 이외
에, 시의(형편)에 따라 창가, 수공, 농업, 상업 중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였다(박태식, 1975: 25; 서우석, 2000: 4). 이 때의 실과교육은 일종의 교양교육이자
여성교육의 방편(정덕희·서병숙, 1993; 양문식, 1973; 전미경, 2005)이었으며, 보통학교
만 졸업하여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남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적인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윤지현 외, 2006).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여아를 위한 요리·재봉 혹은 가사과는 큰 변화 없이 단일
교과로서 존재하다가 1963년(초등)과 1996년(중등)이 되어서야 남학생과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즉, 실과교과는 젠더와의 관련성이 깊으며 공교육 교과
가운데 유일하게 남녀를 분리하여 교과를 이수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실과교과 안에
는 직업교육적 성격과 여성교육 혹은 가정교육의 성격이 분명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여성부 보도자료를 통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1.21). 예컨대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하고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양성
평등기본법을 토대로 실질적인 평등과 부성권을 보장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
였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
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
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
념으로 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
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교과서를 분석하여 양성평등 가치 반영 정도를
평가하여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데, 최근 정해숙 외(2010)의 연구 결과 양성평등 관점
에서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 관점의 교과서 기술이 여전
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에서 성평등적 가치는 개입되어야 할 가치이고,
성차별적이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가치는 배제되어야 할 가치로 다루어졌
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평등 관점을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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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적 영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평등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다
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오재림 외(2002: 148)의 연구에서는 교과서에서 고려
해야 할 성평등적 관점으로 7가지 심의기준안 지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를 다시
25가지 세분화 한 항목으로 제시하였는데, 지표 거의 대부분에서 가정생활과 사회생
활에서의 남녀 모습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생활’의 문제를 직접 다
루는 실과 관련 단원 교과서가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과 교과의 ‘나와 가정생활’ 단원은 개인의 성장, 가족, 가족원의 일, 가족원의 역
할 등에 관한 이해를 돕는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 ‘가정일’이라는 표현은 2011 교육과
정에서 쓰여진 표현인데 집안일, 가사노동,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
지 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단원 자체는 상당히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일․가정양립의 관점에서 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가정 일 참여 경험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단원이 실제로 양성평등
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혹은 일 가정 양립의 관점을 갖도록 집필되었는
지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 교육과정에 의한 ‘나와 가정생활’ 단원에 대해 양성평
등 및 일․가정양립의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6종의 검정 교과서를 분석하
여 향후 성평등적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문제

현재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가치는 법률로서 규정하는 개념이며 성인지교
육1)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성 때문에 관련법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교과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의 핵심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현행 실과교과서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 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의한 ‘나와 가정생활’ 대단원에서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개념들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나와 가정생활’의 하위 단원인 ‘나의 성장과 가족’ 중단원을 분석하여 현행
교과서들에 반영된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가치의 정도를 살펴본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 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
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
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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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나와 가정생활’의 하위 단원인 ‘가정 일과 가족원의 역할’ 중단원을 분석하여
현행 교과서들에 반영된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가치의 정도를 살펴본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향후 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교과서 내용에 관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자의 분석에 의존하므로 다른
사례에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Ⅱ

. 양성평등과

1. 양성평등과

일·가정

일·가정양립

양립 관점에서의 교과서 분석

관점의 법적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평등권을 구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여성가족부 소관
의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이 법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개
정하여(2014.5.28.) 올 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히 이 법에서는 양성평등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 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 26조(일·가정 양립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고,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한 가족과 양성평등한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
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
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6조
(양성평등 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
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한 양성평등교육이 가능하려면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직접
다루거나 혹은 교과 내용을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
서에서 이 법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이 법이 지향하는 관점, 즉 모든 여성과
남성이 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가족 관계와 가사노동 그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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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참여의 전 영역에서 이러한 평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집필이 필요
하다.
나.

일·가정 양립지원법

일과 가정의 양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5.1.20.일부개정 및 시행)이다. 이 법은 고용에
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
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차별’,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근로자’ 등에 관해 명
시하여 남녀고용평등,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에 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고 있다. 즉, 이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취업과 고용 촉진을 지원하
고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제도를 마련
할 책무를 지닌다.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직장 내 성희
롱 금지 및 예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나 육아지
원 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 덕분에 출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도 시행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교과서에 일과 가정에 대한 진술에서 이 법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이 법이 지향하는 관점, 즉 모든 일 하는 사람이 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가정생활을 함으로써 야기되는 경력 단절과 근로의 어려움을 지원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관점에서의 집필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교과서에서 가정 일과 직업 세계의
일을 분리하여 진술하는 방식, 여성이나 어머니의 역할을 가정일을 하는 사람으로 설
정하는 방식, 어머니가 직장 일을 하더라도 (실제로 다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
니가 집안일을 전적으로 한다는 상황을 기정사실화 하고 아이들에게 돕도록 하는 관
점만으로는 교육의 수준이 일과 가정에 관해 이 법률이 지향하는 사회 평등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나 아버지 모두 일 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며 언젠가는 다시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봉사 활동 등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가능성
을 열어 놓고 교과서를 진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성평등 정도를 분석
할 때 단순히 계량적 수치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 법률이 지향하는 혹은 사회적
으로 지향하는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의 관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의 차원에서 교과서의 양성평등 정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새은(2014)에 의하면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가족친화를 위
한 법률로 보이나 실제로 근로자인 여성을 가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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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즉, 가정생활은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만으로 환원
될 수 없으며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정생활은 부양이나 양육
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공동체이며(제3조), ‘가족여가문화’
와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
역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지향하는 생활공동체이다(제28조).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
립이라는 것이 경제활동과 돌봄 노동 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이 즉, 친밀한 인간관계 및 여가
생활, 건강한 생활 등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지향점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여성정책 제4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 일·가정 양립의 가
치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이나 보완의 차원을 넘어서 ‘각 개인 근로자의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여성가족부, 2013)에 대한 전면적 요구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지금
까지의 일·가족 양립은 저출산이나 여성의 노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남녀를
모두 포함하여 장시간의 근로문화나 경직적인 근로, 근무 형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
께 공유할 시간,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의 교과서 분석 선행연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양성평등 가치의 반영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4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에 나타나는 성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문장, 삽화, 사진
등을 분석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과서의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이후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지침2)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해숙 외(2002: 26-27)는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하는 성평등을 위한 교육 내용을
5가지 차원에서 제안하였는데, 첫째, ‘사적 영역의 생활과 경험에 대한 교육적 가치
의 인정’이다. 사적 영역과 삶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영역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재평가’를 다
루어야 한다. 셋째,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가시화’를 해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의
삶과 여성 고유의 경험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성문제에 대한 의식화’이다. 이것은 성차별을 비롯하여 남성 중심의 가치관과 태도
및 신념의 변화를 위한 내용 등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성에 대한 주
체성의 고양’이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성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성에 대한 긍정
2) ‘헌법 정신과의 일치 여부’에서 “3.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내
용이 있는가?”,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 영역에서 “특정 지역, 인물, 성, 상품, 기관, 종교 등
을 비방·왜곡 혹은 옹호하지 않으며, 집필자 개인의 편견 없이 공정하게 서술되었는가?”(정해
숙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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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의 형성과 성적 행동에 대한 자기 판단력과 자기 결정력을 다루어야 한다
는 것이다.
초등학교 5,6학년을 제외한 2007개정 교과서 전체 교과서를 분석한 정해숙 외
(2010)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 연구에서 과거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교
과서가 여전히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초등실
과교과서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중등 기술․가정교과의 경우 많은 개선이 요구되었
는데 특히 기술 분야가 매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교과서가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인지해야 할 중요한 학습 내용을 본문이나 삽화 등에 내
용 요소로 선택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성평등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서술하거나
삽화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교과서의 삽화나 본문이 성평등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예와
부정적 예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관련 개념을 담고 있거나 성평등적 관점에
서 교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긍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성평등을 저해하
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거나 성평등적 관점을 다루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해숙 외(2010: 32-33)는 ‘성평등적 교과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한 개념 중 하나로 ‘성평등적 관점에 반하는’ 교과서를 들었다. 이것은 성평등이 강조
하는 핵심 개념이나 관점에 반하는 내용이나 성차별 혹은 성불평등적인 편견과 성역
할 고정관념이 담긴 시각을 견지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성평등을 다
루지 않는’ 교과서이다. 이는 사회, 실과, 도덕 등 내용 교과 영역에서 마땅히 다루어
야 할 성평등 주제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사회에 존재하는 성평등 문제에 대하여 무
관심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거나, 아예 성평등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용을 다룸으로서
현실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드는 교과
서이다.
따라서 각 교과의 내용을 계량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성고정
관념이나 불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인지 혹은 마땅히 다루어야 하는데도 ‘성평등을 다
루지 않는’ 내용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과(기술․가정) 교과 분야에서도 양성평등 한 관점에서의 교과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초등학교 6학년 실과 교과서를 분석한 임은주(2004)의 연
구와 실과(기술·가정) 교과서의 사진 및 삽화를 전단원에 걸쳐서 계량적으로 분석한
최영선·윤인경(2008)의 연구가 있다. 최영선 외(2008)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실과 교과
서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9권, 고등학교 10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3권을 계량
심층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실과는 중등학교의 기술․가정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장인물의 분포가 양 성간 고른 분포를 보이며, 여전히 등장인물의 활동 및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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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서 성별분리현상과 성정형적인 묘사가 나타났다고 지적하였고 특히 기술
분야와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교과서 분석은 아니지만 가정일에 대하여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탐구한
연구도 있는데 전세경(2008)은 실과 교과서의 ‘가족의 일’ 개념과 관련하여 아동의
‘집안일’ 수행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를 연구하였다. 가족의 일은 흔히
집안일이나 가사노동으로 표현되면서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그
본질과 가치를 재조명해야 하며, 아동의 전인교육적 측면, 진로교육으로서의 가치, 양
성평등교육을 실현하는 주제로서 기능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교과 전문가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과를 분석하
여 이것을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에 활용하는 환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Ⅲ

. 연구방법

1. 분석대상교과서

현재 실과 교과서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15년 3월부터 6종의 검정 교과
서가 있으며 이 중 ‘나와 가정생활’ 대단원이 포함되어 있는 5학년 6종류의 검정 교
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단원의 내용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가정생활에 관한 것이며
한 개의 대단원에 국한된 것이므로 남녀의 등장 비율이나 직업 분포 등 양적인 분석
보다는 가족 및 가정생활을 남녀의 관점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이 일․가정양립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질적 내용분석의 방법은 류상희
(2012)의 진로교육에 관한 교과서 분석 방법을 참조하였다. 전체 분석 대상 교과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분석 대상 초등 실과 검정 교과서 >
천재교육(2015). 초등학교 실과 5.
교학사(2015). 초등학교 실과 5.
미래앤(2015). 초등학교 실과 5.
천재교과서(2015). 초등학교 실과 5.
동아출판사(2015). 초등학교 실과 5.
비상교육(2015). 초등학교 실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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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분석틀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의 틀은 정해숙(2010)의 틀을 기본적으로 참조하여 구성하
였으나 한 개의 교과와 한 개의 단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양적 분석을 제
외하고 질적인 내용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위의 연구에서 사진, 삽화, 문장 분석
의 틀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정해숙 외(2010)의 연구에서 문장이나 사진 삽화를 분석하는 틀로서 ‘여성의 지
위와 역할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있는가’, ‘양성평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가르
치거나 이를 소재로 다룬 내용이 있는가’등을 묻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분
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 심층분석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남녀인물의 성별분포 및 특성, 성정형성, 가족 역할 및 가사노
동 혹은 일터에서의 성정형성이 주된 분석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교과별로
전반적인 남녀의 특성, 성적 특성의 전형적인 정도, 그리고 특히 가족 역할이나 가
사노동과 관련된 성적 특성의 전형적인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장인물의 성별 균형 및 일반적 특성 분석이다. 주로 문장 및 사진 삽화
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성별 균형, 배경 및 공간, 활동, 직업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성정형성에 대한 분석이다.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그대로 강화하는
성정형화된 특성과 그러한 성정형성에 기반한 역할을 강화하는지에 대해 분석하
였다.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교육 전담자로서의 여성, 기계를 잘 다루는 남성(컴퓨
터, 로봇, 가전기기) 등에 대한 표현은 성정형화된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특히 위 연구에서 가정생활에서의 남녀 이미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정생활에 대한 묘사에서 성정형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가정생활의 남녀 이미지를 교과별로 분석한 결과, 도덕과의
경우는 가사활동의 분담을 고려하나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자녀양육 및 교육의 책임
자로서의 어머니, 가계의 소비자로서의 여성을 나타내고 있고, 사회과는 1) 가사노동
을 함께 하지만 여성이 책임지는 자녀양육과 교육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문장서술도
‘부모’로 표현하고 있다. 남녀와 자녀도 가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나 전통적인
성역할 구도는 여전하며 2) 소비자로서의 여성, 성별직종분리 현상이 완화되긴 하였
으나 공직 및 정치 활동 영역은 남성의 몫으로 재현되어 있고, 특히 성평등과 관련된
단원을 설정하여 진보하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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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본 연구의 분석 준거 틀

교과 주요
서 개념

구체적인 활 일·가정양립
동 및 내용 반영정도
반영- 남녀의 특성, 성역할,
가족에 관한 의미가 일관되
성장
게 일․가정 균형의 관점에
가족 (사진)
서 해석될 경우
가정일 (활동)
가족원의 (자료)
미반영-남녀의 특성, 성역
역할 (본문)
할, 가족에 관한 의미가 일
관되게 일․가정 균형의 관
점에서 해석되지 않는 경우

양성평등 반영정도
반영-남녀의 특성, 성역할,
가족에 관한 의미가 일관
되게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해석될 경우
미반영- 남녀의 특성, 성
역할, 가족에 관한 의미가
일관되게 양성평등한 관점
에서 해석되지 않는 경우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준거로는 위의 연구를 참조하여 해당 내용이 양
성평등가치 혹은 일가정양립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남녀
의 특성, 성적 특성의 전형적인 정도, 그리고 가족역할이나 가사노동의 성정형성과
관련지어 얼마나 일관되게 일․가정 양립 혹은 양성평등한 가치로 해석될 수 있는지
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에서 활용된 방법은 계량적 분석 방식이 아니라 질적 분석 방식으로 이 연구에
서 활용된 분석 준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1) 등장인물의 성별 균형과 일반적 특성 분석, 2) 성정형성에 대한
분석(성정형화된 특성, 성정형화된 역할) 등을 중심 분석 준거로 삼아 일․가정양립
과 양성평등적 가치와 관련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교과서 예를 찾고 이에 대한 질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는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개념을 직접 언급하거나 이러
한 가치를 반영한 내용에 대해 일·가정양립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 ‘약간 반
영되었음’,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성정형성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는데 성정형성이 낮아
양성평등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 성정형성이 약간 낮아 양성평등 가치가
‘약간 반영되었음’, 성정형성이 높아 양성평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높지는 않으나 양성평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구분하였다.
‘성장’의 경우 일․가정양립의 가치를 꼭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구성이므로
특별히 이와같이 관련지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틀을 정리하면 주요개념, 개념의 범위,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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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시방식 및 구체적 내용(분석단위는 삽화, 사진, 문단, 문장), 일·가정양립반영정
도, 양성평등 반영정도(성정형성의 정도- 성정형화된 특성, 역할) 등으로 분석이 이루
어졌다.
단계

내용

1단계

분석 단위 정하기(삽화, 사진, 자료, 문단, 문장)

2단계

분석 기준 정하기 및 분석 사례 찾기

3단계

해석 평가 기준 정하기 및 평가
〔그림 1〕 연구의 절차

Ⅳ

. 연구결과 및 논의

1.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의 2011 개정 실과교육과정 분석

실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전체에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관점이 어떻게 반영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가장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나와 가정생활’ 대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나와 가정생활’ 대단원은 2011 개정 실과 교육과정의 ‘가정생활’ 대영역에 속하며
교육과정 체계상 1) 나의 성장과 가족, 2) 가정일과 가족원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중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나와 가정생활’ 단원의 실과 교육과정 체계

교육과정 영역체계
교과서 단원체계
단원명

대영역

가정생활

중영역
대단원
나와 가정생활

소영역
중단원
1) 나의 성장과 가족
2) 가정일과 가족원의 역할

나의 성장, 가족, 가정일, 가족원의 역할 등의 개념을 다루는 ‘나와 가정생활’ 대단
원은 실과 교과를 열어주는 핵심 단원이며 기초 단원이기도 하다. 2011 개정 실과 교
육과정의 학년군별 성취 기준에는 이러한 특성이 명시되어 있다3). 교육과정에 명시
된 ‘나와 가정생활’ 대단원의 학습내용별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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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별 성취 기준>
(1) 나와 가정생활
자신의 성장발달과 이에 기여하는 가족과 가정생활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정
의 일을 분담하여 실천함으로써 나눔과 배려의 태도를 기른다.
(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고 이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치
는 가족과 가정생활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며 건강한 가족과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이해한다.
(나)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의 종류와 중요성을 알고 가족의 구성원
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족 간에 협력과 배려를 실천
할 수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2010)에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경우 남성편향적 인
물 구성이 94.5%에 달하며 특히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심각할 만큼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한 만큼 실과(기술․가정) 교과는 젠더에 예민한 교과이다. 또
한 남녀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가정생활’이라는 예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양성평등적 관점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
다.
‘나와 가정생활’ 대단원은 1) 나의 성장과 가족, 2) 가정일과 가족원의 역할이라는
두 개의 하위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해 6개의 검정교과서를 분석하여 각각
일․가정양립 가치의 반영 정도와 양성평등 가치의 반영 정도를 제시하였다.
2.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의 대단원 ‘나와 가정생활’ 분석

실과 교과서의 ‘나와 가정생활’ 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와 <표4>에서 보듯이 중단원 두 개에서 전체적으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가치의 반영정도가 낮으며 적극적으로 반영된 경우는 전체에서 세 개의 경우(C
교과서 성장, E교과서의 가정일, 가족원의 역할)에 불과 하였다.
가족에 대한 진술에서는 가정생활의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어
렵게 되어 있다. 교과서의 가정생활은 추상적 개념과 함께 막연히 행복한 가정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학습자 중심에서 가정생활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가족이나 건강가정(B교과서) 등을 다루는 표현 방식들이 전반적으로 당위적
인 표현이 많아 사실적 지식을 얻기 힘들고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으로 맥락화하기
3)

‘자신의 성장과 삶을 이해하는 기본적 조건으로서 가족의 관계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및 생활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함양하여..(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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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즉, 가족은 혹은 가정생활은 ‘～해야만 합니다’와 같은 표현이 많아 거부감과
함께 학습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3. 중단원 ‘나의 성장과 가족’에 대한 교과서 분석 결과

‘나와 가정생활’ 대단원의 하위 단원인 ‘나의 성장과 가족’에 대하여 주요개념, 개념
의 범위, 관련 내용의 제시방식 및 구체적 내용(분석단위는 삽화, 사진, 문단, 문장),
일·가정양립반영정도, 양성평등 반영정도(성정형성의 정도- 성정형화된 특성,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일․가정양립 혹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용어, 개념, 설명, 그림 등을 직접 언급하거
나 이러한 관점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반영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교과
서에서 가루는 가족과 가정생활의 문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룬 것 보다는 중립적
이고 추상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성중립적 입장에서 성평등적 가
치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3>과 <표 4>에서 빈칸으로 표현된 것은 관련 내용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
이다.4)
전반적으로 ‘성장’과 관련된 내용은 일․가정양립 가치와의 관련성이 낮았는데 이
는 특별히 성장의 개념과 관련지을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양성평등 반영과 관련해서는 반영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또한 학습자들의 입
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필요하며, 남녀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여 이 부분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단원은 남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과 가족의 돌봄 노동을 연계시키는 단원이다. 따라서 아
동기의 자기 발달 이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
다는 점에서 삽화나 사진 혹은 표현 등의 성정형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정체감
(gender-identity)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의 성장 단원에서는 ‘성정형성이 높
지는 않으나 양성평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나타난 것이 많았은데 이것은 진
술 방식이 아예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혹은 성평등 관점을 지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가정일에 대한 정의 역시 교과서마다 매우 다르다. C교과서
에서는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모두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배려를 바탕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로 제시되어 있다.
D교과서에서는 ‘건강한 가족은 바람직한 의사소통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족을 말해요’(p.15)로 제시되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4)

‘성장’의 경우 일․가정양립의 가치를 꼭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구성이므로 특별히 이
와 같이 관련지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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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단원 1) ‘나의 성장과 가족’에 나타난 일․가정양립6)과 양성평등 반영7) 정도
주요 구체적인 활동 및 내용
일·가정양립
개념
반영정도
진)휴지를 줍는 여학생과 축구
성장 (사
하는 남학생
(활동)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을 약간 반영되었음
A
돌봐주신 할아버지께 감
가족 대사의신하여
편지쓰기
(자료)가족사랑의 날 소개
약간 반영되었음
성장
(사진)간호하기, 아이돌보기, 쇼핑
B
가족 하기 등은 어머니의 모습이, 축구 반영되지 않았음
는 아버지가
(삽화설명)아동기의 발달 특징인
신체적 발달을 성적 발달과 함께
성장
설명함. 정신적, 사회적 발달 역시
C
구체적으로 설명
성장 전반적으로 추상적
D

가족 전반적으로 추상적
(삽화자료)신체적 성장과 변화에서
‘남자와 여자의 신체 차이가 나타
성장
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 설명
5)
없음
E
(삽화사진)가족과 가정생활의 중요
가족 성-정형화된 가족 모습이긴 하나
가정생활의 여러국면에 남녀 같이
(본문)아동기 후기인 우리는 어릴
성장 때보다 키가 많이..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
(삽화)가정생활의소중함;보살피고
F
가족 배웅하는 여성, 경제활동 하는 남
성

반영되지 않았음

반영되지 않았음

반영되지 않았음

양성평등 반영정도
성정형성이 높아 양성평
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
았음
(전체적으로)성정형성이
높지는 않으나 양성평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높아 양성
평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낮아 양성
평등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
성정형성이 높지는 않으
나 양성평등 가치가 반
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높지는 않으
나 양성평등 가치가 반
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높지는 않으
나 양성평등 가치가 반
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약간 낮아
양성평등 가치가 약간
반영되었음
성정형성이 높지는 않으
나 양성평등 가치가 반
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높아 양성평
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

5) 이 교과서는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교과서들은 2개의 소단원으로 구
성
6) 일·가정양립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 ‘약간 반영되었음’,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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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정생활’ 대단원 전체에서 일․가정양립과 양성평등 가치 반영 정도가 균일
하지 않다. 즉, 앞부분에서는 가족에 대해 묘사할 때, 일․가정양립의 가치 혹은 양성
평등 가치를 반영한 것처럼 보이다가 뒤에서는 성정형화된 특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밖에도 가족과 관련하여 C교과서에서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국제결
혼 가족이나 외국인 노동자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가족’ 등을 말한다고 하여 다문화
가족의 정의와 유형을 혼동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협의의 개념을 진술하고 있
다.
또한 가족의 형태와 관련하여 C교과서 본문에서는 1인 가족과 혈연관계 없는 사
람을, F교과서에서는 재혼가족을 유일하게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나의 성장과 가족’ 중단원의 ‘나의 성장’과 ‘가족’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고 건강가정과의 관계 또한 잘 드러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교육과정
상에 의도를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상에 일․가정양립과 양성평
등적 관점을 명시하여 교과서 집필 시 관련 용어나 개념이라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실과 교과서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성장의 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적
극적으로 양성평등적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가족의 모습 또한 일․가정양립의
관점에서 그려질 필요가 있다.
3. 중단원 ‘가정

일과

가족원의 역할’에 대한 교과서 분석 결과

가정일을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일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갖을 수 있으므로 돌봄과 관련된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여가
의 문화나 가족의 문화적 기능 또한 고려해야 할 측면으로 사료된다.

7) 성정형성이 낮아 양성평등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 성정형성이 약간 낮아 양성평
등 가치가 ‘약간 반영되었음’, 성정형성이 높아 양성평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
이 높지는 않으나 ‘양성평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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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중단원 2) ‘가정일과 가족원의 역할’의 일·가정양립과 양성평등 반영 정도

A

B

주요 구체적인 활동 및 내용
개념
(사진)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는
엄마와 딸
가정 (본문)가정일은 남녀의 구분이
일 없고, 마음가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가족이 평등하게
서로 도와 할 수 있습니다.
(본문)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
나면서 가정일의 역할분담이 더
역할 욱 중요해졌습니다. 가정일을 분
담할 때에는 남녀의 역할을 구분
하지 않고. . .
(도입부 글)엄마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고 회사일이 바쁜 아버
지 대신 여자 어린이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 아이 자신도 몸
이 아프고 동생도 돌봐야 하며
집안도 치워야 하는 상황에서 엄
마의 수고로움에 대해 생각함
가정
일

(삽화)가정생활이 유지되도록 하
는 가정일

(본문)예전에는 가정일이 여성의
일로 여겨진 때도 있었지만 남녀
의 역할을 구분하지 말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삽화)고무장갑 낀 엄마와 청소
기 든 아빠
(삽화)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모
두 남자 아이 혼자 하고 있으며,
가족 돌보기는 여아가 할아버지
가정
C 일 를 돌보고 있음
(본문)예전에는 가정일을 주로
여성이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남

일·가정양립
반영 정도

양성평등 반영 정도
성정형성이 약간 낮아
양성평등 가치가 ‘약
반영되지 않았음
간 반영되었음’
성정형성이 높지는 않
반영되지 않았음
으나 양성평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
약간 반영되었으나 성정형성이 높지는 않
충분하지 않음
으나 양성평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
반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높지는 않
(설정 자체가 문제 으나 양성평등 가치가
있음. 엄마가 일주일 반영되지 않았음
동안 출장을 갔는데
아빠는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출근을 한
것임. 엄마가 출장을
간 것으로 볼 때
일․가정양립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는 일 우선, 가정 방
임이라고 할 수 있음.
엄마가 출장을 갔다
는 점을 단원 전체의 성정형성이 약간 낮아
이야기로 계속 진행 양성평등 가치가 ‘약
한 것이 특징)
간 반영되었음’
청소, 빨래, 요리 사 성정형성이 약간 낮아
진에 모두 성인 남성 양성평등 가치가 ‘약
등장
간 반영되었음’
약간 반영되었음
성정형성이 높아 양성
평등 가치가 ‘반영되
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높지는 않
으나 양성평등 가치가
약간 반영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충분하지 않음
성정형성이 약간 낮아
양성평등 가치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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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구분이 없어져 가족 모두 가
정일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
(자료)‘반짝발명’이라는 특색 코
너에서 세탁기 제시,세탁기가 발
명되어 여성 해방된 것으로 설명
(삽화)출근해야 하는 엄마가 여
전히 집안일을 하고 있고 퇴근
후의 집안일, 엄마의 출장으로
엉망인 집안 모습
8) 가정
(본문) 에전에는 아버지가 가정
D 일 의 경제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집
안의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남
녀를 구분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
의 형편이나 집안 상황에 따라
가정일을 해야
(삽화)화목한 이서방네 가족의
비결-단원 목표는 즐겁게 나누
는 가정일과 협력· 배려에 관한
삽화의 주제는 자신의 잘
가정 것이나
못
을
탓하
며 희생하는 교훈
E 일
(자료:쉼터)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 신문기사 유일하게 다룸남녀 모두 어릴떄부터 돕는 습관
(자료:한걸음더)가정일에 대해 농
경사회부터 지금까지 변화과정-가
장 학습자 중심적, 일․가정양립
역할
(사진)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가정 일-가정 일 사진에 엄
마와 아이들만 있음
(삽화)가정 일의 종류-아이돌보
가정
F 일 기와 빨래 등은 여성, 청소기 사
용 등은 남성 혹은 남자 아이)

간 반영되었음’

약간 반영되었으나
충분하지 않음

약간 반영되었으나
충분하지 않음
반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높아 양
성평등 가치가 ‘반
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약간 낮아
양성평등 가치가 ‘약
간 반영되었음’

‘적극적으로 반영되 성정형성이 약간 낮아
었음’
양성평등 가치가 ‘약
간 반영되었음’
형성이 약간 낮아
‘적극적으로 반영되 성정
양성
평등 가치가 ‘약
었음’
간 반영되었음’
성정형성이 높아 양
반영되지 않았음
성평등 가치가 ‘반
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높아 양
반영되지 않았음
성평등 가치가 ‘반
영되지 않았음’

가정일과 가족원의 역할에서는 가사노동의 유형과 형태 그리고 역할분담이라는 요
소를 강조하여 양성평등, 일․가정양립, 가족친화 측면에서 가정일과 가족원의 역할
을 볼 수 있는 자료 제시와 설명 방식이 부족하다.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고 가정일을 가족원이 분담하여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가 더 수월해야 할 것이다.
8) 이 교과서의 중단원 명은 ‘가정일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며 그 밖의 교과서들은 ‘가정일
과 가족원의 역할’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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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관련된 직업 소개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또한 양성평등
관점이 부족하므로 가족과 관련된 직업을 따로 소개할 것이 아니라 ‘일․가정양립’
의 관점에서 가정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A교과서의 경우 건강 가정
사, 실버 시터, 가족 상담사, 웨딩 플레너, 가정과 교사, 보육 교사를 제시하고 있고,
B교과서의 경우에도 ‘가정일을 도와주는 직업’으로 가족 상담사, 간병인, 육아 도우
미,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사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가정일이란 무엇이고 이
것과 관련 있는 직업의 선정 기준 또한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C교과서의 경우
‘가족과 가정일에 도움을 주는 직업’에 관해 커플 매니저, 산부인과 의사, 웨딩 플래
너,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가족 상담사 등을 제시하였고, D교과서의 경우 가정생활
과 관련된 직업으로 건강 가정사, 다문화 언어 지도사, 가족 상담 전문가 등을 제시
하고 있다. E교과서의 경우 가족상담사와 보육 교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F교과서의
경우 건강 가정사를 소개하였다.
전반적으로 크게 성정형성이 높지도 않고 일․가정양립의 가치 반영도 약간 반영
하고는 있으나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일․가정양립의 가치가 반영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두 개의 사례(E)에서만 일․가정양립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었고 성정형성이 높은 사례도 네 개(A, B, E, F) 있었다.
중단원 ‘가정일과 가족원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교과서에 일․가정양
립 가치와 양성평등 가치를 사실적으로 드러내주는 지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남
녀가 서로 협동하여 가정 일을 평등하게 하면 된다’는 방식의 당위적 진술로는 학습
자의 인지적 능력을 자극하기 어려우며 이것을 내면화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본
문 내용 제시나 자료의 수준도 학년에 맞게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가정일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 중단원의 경우 출근하며 일하는 엄마를 표현한 교
과서 내용이 부족하고 또한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의 일에 대해 생각할 사실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최새은(2014)의 주장에서 알 수 있었듯이 가정일을 직업생활과 돌봄노동만이
아니라 친밀한 인간관계, 여가, 문화 등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Ⅴ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의 ‘나와 가정생활’ 단원에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의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성평등적인 교육과정 및 교
과서 집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1 실과 교육과정에 기초한 6개 검정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나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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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생활’ 단원은 교육과정 상에서는 중영역명이지만 교과서에서는 대단원명으로 6개
교과서 모두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단원은 다시 1) 나의 성장과 가족, 2)
가정일과 가족원의 역할이라는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장, 가
족, 가정일, 가족원의 역할이라는 네 개의 개념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
립 가치의 반영 정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각 교과서에서 양성평등 가치와 관련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예를 찾아서 구체적인 활동 및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분석 단위는 삽화, 사진, 문단,
문장, 자료 등이다. 구체적인 활동이나 내용이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을 반영하는
정도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는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개념
을 직접 언급하거나 이러한 가치를 반영한 내용에 대해 일·가정양립 가치가 ‘적극적
으로 반영되었음’, ‘약간 반영되었음’,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성정형성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는데 성정형성이 낮아
양성평등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 성정형성이 약간 낮아 양성평등 가치가
‘약간 반영되었음’, 성정형성이 높아 양성평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 성정형성이
높지는 않으나 양성평등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실과 교과서의 ‘나와 가정생활’ 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의 성격 및 표현 방식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표현이 많아 교과서
에 이러한 가치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주는 지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과 교과서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성장’의 개념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적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의 모습 또한 특히 일․
가정양립의 관점에서 그려질 필요가 있다.
셋째, 중단원 ‘가정일과 가족원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가정 일’과 ‘가
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보다 일․가정 양립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또한 지나치게 가사노동을 집중하여 다루므로 돌봄, 여가, 문화적 기능
또한 고려해야 할 측면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과정 상에 일․가정양립과 양성평등적 관점을 명시하여 교과서
집필 시 관련 용어나 개념이라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 검정 기준을 보다
명시적이며 강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성평등적인 실과 교과서를 지향하
는 적극적인 진술방식을 위해서는 ‘나와 가정생활’ 단원 이외에 단원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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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xtbooks on Practical Arts
Subject in the Perspectives of

Balance:

Gender

Equity and

Work-Family

focused on ‘My life and Family life’

Units

Yoon, Jihyun(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values of ‘gender equity’ and ‘work
and family balance’ which were relected the elementary school textbooks in Practical
Arts subject. By analysing especially the unit of ‘my life and family life’, the
guideline for gender equitable textbook and curriculum development will be
suggested. By qualitative analysis, the core concepts ‘development, family, family
work, role of family member’ in 6 textbook were analysed in perspectives of ‘gender
equity’ and ‘work and family bal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ere’re reflected the values of ‘gender equity’ and ‘work and family balance’ in 6
textbooks insufficiently. Also, there’re needed more concrete knowledge than abstract
or ‘should be’ expression on ‘gender equity’ and ‘work and family balance’. Second,
the concept of ‘development’ and ‘family’ are needed to reflect the values of ‘gender
equity’ actively. Third, the concept of ‘family work’ and ‘role of family members’ are
needed to reflect the values of ‘work and family balance’ actively. And also, there’re
needed to reflect the ‘care, leisure, and cultural aspects’ of family.

Key words: gender equity, work and family balance, textbook,
Practical Art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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