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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과 내용 흥미도는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학생보다는 교사 측면에서 연구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 전환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생활 연계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가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를 알
아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27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가정과 내용 17문항, 고등학교 가정과 내용 10문
항으로 구성된 흥미도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성별 및 성취 수준별로 흥미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고 전환기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청소년 발달 등 자신에 관한 
관심은 가족의 요구나 가정생활에 관한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취 수준에 따라 내용 흥미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의 발달과 학교급 전환기라
는 학습자의 상황, 대학 입시 등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내용 흥미도를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개발 및 교과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며, 학습자 
중심 관점을 토대로 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 정도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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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iculum content interest has been studied in terms of teachers rather than students in ways that 
help revise curriculum and develop textbooks. In this study, 227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were 
interested in what they learned in middle school and what they learned in high school, focusing on 
meaningful assumptions and contents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We analyze this 
difference in interest by gender and achievement level.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transition period, have relatively high 
interest in themselves, such as youth development, compared to family needs or interest in family life.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content interest depending on the 
level of achievement. This means that the content interest should be interpreted by considering various 
variabl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learners, the situation of learners in the school-level transition 
period, and the entrance examination of univers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curriculum revisions, textbook development, and curriculum considerations, and will need to 
be carefully analyzed and utilized based on a learner-centered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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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듀이(Dewey)에 의하면 학습 내용에 관한 관심과 흥

미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교육의 도구이며 학습의 목
적이라고 하였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내용에 
관한 흥미도 연구는 주로 교과별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연구로만 활용되다가, PISA 등 국제 학업성취도
에서 높은 점수를 맞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교과 자신
감 및 흥미도 점수가 낮게 나오면서[2] 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도에 관한 관심과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가정 교과의 특성상 이전에는 기술과 가정으로 남녀 
구분 이수로 되어 있었으나, 7차 교육과정 이후 남녀 
공수로 기술·가정을 배우도록 하였고, 그 이후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였다. 
가정과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가정과 혹은 
기술·가정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 유용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교과 활용도 및 선호
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3]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가
정과 내용 구성에 대해서 교육 내용이 양성평등이라는 
범교과 주제에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4], 
학습자 특성에 따른 흥미도에는 초점을 두지 않았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학교급 전환기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후기 아동기에서 초·중기 청소년기로의 발달
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서 이들의 발달변화에 따른 
흥미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별과 성
취 수준에 따른 중·고 전환기 학생의 흥미도에 대한 분
석과 해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교육과정의 내용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에 대해 
성별의 차이만을 다루었을 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에 남녀 학생들의 흥미도와 지속 정도를 살
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는 중·고등 학교생활에서 교
과에 관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대학 진학 시 학과 결정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진로 교육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성별 및 학업 성취에 따른 교과 내용 흥
미도 차이는 교과서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교과서 편
집 및 집필 방식,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성별이나 성

향, 교사의 전문성과도 관련이 있어 관련 연구 분석 결
과는 향후 교육과정 개정 및 교사 교육 방향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지향
한다는 측면에서 중·고 전환기 학생들의 발달 양상과 
이와 관련된 그들의 관심에 초점을 두어 그들의 학습 
동기를 진작시키고 삶의 연계를 통해 생활역량을 함양
하고자 하는 교과 목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 학교급 전환기에 해당하
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및 성취 수
준에 따라 중학교에서 배웠던 가정과 내용에 대한 흥미
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흥미도 차이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이 성별과 성취 수준에 
따라 내용 요소에 대한 흥미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과정 개정이 전문가 집단의 
연구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중·고 전환기 학생에게 있어 
삶에 관한 관심이자 학습의 요소로써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구 문제 
가. 중·고 전환기 학생의 ‘발달/관계/관리/생애 디자

인’ 내용에 대한 흥미도

가-1. 고등학생의 해당 내용에 대한 흥미도는 어떠한가?
가-2. 고등학생의 해당 내용에 대한 흥미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가?
가-3. 고등학생의 해당 내용에 대한 흥미도는 성취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나. 중·고 전환기 학생의 ‘결혼/부모됨/노후생활’ 내
용에 대한 흥미도

나-1. 고등학생의 해당 내용에 대한 흥미도는 어떠한가?
나-2. 고등학생의 해당 내용에 대한 흥미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가?
나-3. 고등학생의 해당 내용에 대한 흥미도는 성취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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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중·고 전환기 학생의 발달 특성 및 학교 수업 내용 
분석

1.1　중·고 전환기 학생의 발달 특성 
전환기 학습자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환기 이론(Transition Theory)과 함께 단계-환경 맞
춤 이론(Stage-Environment Fit Theory)과 자기 결
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전환기 이론에서는 관계나 일상, 역할 
등에 대하여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사건 혹은 상황이 
존재하며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 이와 같은 변화에 대
응, 즉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전환기를 이해해
야 한다고 하였다[5]. 이러한 변화의 대응에 영향을 주
는 측면을 상황지각(situation-perception) 및 자기지
각(self-perception), 지지(support), 그리고 대처전략
(coping-strategy)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하위요
소들을 각각 지원하여 전환기를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단계-환경 맞춤 이론[6]에서는 
청소년 발달 단계와 학교생활 환경이 잘 일치되도록 지
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결정이론[7]에 의하면, 학습
자는 누구나 성장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 
욕구가 자율적으로 내적 동기를 형성하여 결국 행위의 
동기가 됨을 강조하였다.

중·고 전환기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을 이
동하게 되는 시기를 의미하며, 주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을 의미한다. 생애 전환기와 
같이 학교급 전환기 역시 일종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기 중기에 해당하는 학습자 개인
의 발달상 변화와 맞물려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
습자의 발달 특성은 물론 학교급 전환기에 학생들의 관
심과 경험하는 내용에도 초점을 두고 이를 교육 상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llerbrock과 Kiefer는 중·고등학
교 전환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전환기
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어
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돌봄 공동체
(community of care)를 제안하였다[8].

가정과 교육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관, 사회정서교육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환경을 관리하며 스
스로 생활을 설계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교과이다. 이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전환기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욕구와 관심을 철저히 분석하여 교과수업에 반
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별 및 성취 수준에 따른 
내용 흥미도 차이 등을 고려하여 수업에 반영하는 것은 
타 교과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1.2　중·고 전환기에 해당하는 가정과 교육 내용 분석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가정 교과를 통해 가족과 

가정생활,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등과 같은 
내용 영역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물론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라 내용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나, 큰 맥
락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발달, 가족관계와 갈
등, 자기 관리, 진로교육과 생애 설계 등을 다루며, 고등
학교에서는 결혼과 부모됨, 노후생활 및 사회복지와 관
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표 2]
는 실제 2011 개정 교육과정[9]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내용 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한 것이다.

중학교 성취기준 내용 요소

발달
과

관계

(1) 청소년의 이해
(가)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사회적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행동 특성을 객관
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바
탕으로 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 
(나) 청소년기 성적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며, 우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
년기의 중요한 인간관계인 동성 및 이성친
구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 

-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사회적 발달  

- 자아정체성 발달
- 청소년기 성적 발

달 
- 성에 대한 존중과 

태도(성인지 감수
성)

- 청소년기 우정 및 
이성 관계 형성

(4) 가족의 이해
(가) 저출산·고령 사회, 다문화 사회의 도
래 등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 형
태, 기능, 가족생활주기, 가족가치관 및 가
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양성평
등 및 세대 간의 조화 등을 통한 건강한 가
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나)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 해결 
능력을 길러 가족관계를 건강하고 형성하
고, 이를 친구, 교사,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에 적용하여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에 대한 이해

- 가족 생활주기 및 
가족가치관

- 가족 구성원의 요
구와 역할

- 양성평등 및 세대 
간 조화

-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

- 건강한 인간관계

관리 
및 

생애
설계

(3) 청소년의 자기 관리
(가) 청소년기의 시간 및 스트레스를 이해
하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상황 및 생활문
제를 평가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시간 및 스트레스 
관리

- 생활 문제 평가 및 
해결과정 탐색

- 의사결정 및 생활
환경 개선

표 1. 중학교 ‘가족과 가정생활’ 영역의 성취기준 및 내용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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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과 교육 내용 관련 연구
2.1　가정과 교육 내용에 대한 흥미도 및 유용성 연구
가정과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 내용 

혹은 내용 영역에 대한 흥미도, 인식, 요구도, 만족도 등 
변인을 탐색하면서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1990년대에 교과 내용 흥미
도 유용성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7차 
이후 가정 교과와 기술 교과가 통합되면서 교과의 필요
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먼저 교과 흥미도의 경우 선행연구[10]에서는 교과 

흥미도를 교과에 대하여 갖게 되는 호의적이고 수용적
인 관심이나 태도의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유용성은 
실천 교과로서 교과 내용이 가지는 소용에 맞고 이용할 
만한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과 내용에 관한 흥미와 유용성 관련 연구[11]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흥미와 유용성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 건강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 점수 차
이의 유의미한 변인은 학교 형태, 가정의 경제 수준, 학
기 말 평균 성적,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기술·가정 교과의 유용성 인식이 높
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
록, 그리고 기술·가정 교과의 흥미도가 높을수록 고등
학생의 가족 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선행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되게 교과 내용의 흥미도 차이를 
보지 않고, 가족의 건강성 지수와의 상관성을 살펴본 
연구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정 교과 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명자, 장지연[12]에 의하면 가정교육 관련 교육 요
구도는 중간 이상을 나타냈으며, 결혼과 부모됨, 가족 
간의 대화 방법, 영양 관리, 가정경제, 의복 주거 관리, 
가정문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상관없이 건강
가정에 관한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다만 건강가정
에 대한 방식, 즉 가족 간의 대화 방법 내용 요구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흥미도 차이
가 존재하였다.

2.2 가정과 교육 내용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연구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교과 이수에 대한 태

도(필요도, 선호도, 유익도)와 교과 내용에 대한 태도(이
해도, 중요도,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가정과 이수에 대
한 태도 및 유익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선호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과 관련해서
는 식생활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흥미도는 식생활과 의생활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인
식을 보였다[13].

가정과 교육 내용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조사한 연구
에서는 ‘가족과 일의 이해’, ‘성에 대한 태도’ 내용 관련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

(나) 청소년기의 소비 특성 및 소비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비생활과 관련한 문제
를 평가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
정을 통하여 건강한 소비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이
해하고, 다양한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탐색
하여 자기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청소년의 소비 특
성 및 환경

- 청소년 관련 복지
서비스 탐색 및 활
용

(6) 진로와 생애설계 
(가) 생애설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애주
기 관점과 경제적 자립 관점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다. 
(나) 일·가정 양립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방법을 모
색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
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를 찾아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생애설계 개념 이
해

- 생애주기 및 자립, 
적성 등에 근거한 
진로 탐색

- 일과 가정에 대한 
의미와 관점 탐색

- 가정생활 관련 복
지서비스 탐색 및 
활용

고등학교 성취기준 내용 요소

결혼

(가) 건강한 가족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 사랑과 성, 배우자 선택, 결혼 등에 대한 
바림직한 가치관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양성 평등하고 협력
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행복한 가족생활
을 영위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를 수 있다.

- 가정생활의 의미와 
가치

- 사랑과 성
- 배우자 선택 및 결혼

부모
됨

(나) 부모됨의 개인적, 사회적 의의를 이해
하여 이와 관련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건강한 임신·출산 및 부모 역할을 
위한 여러 가지 실제적 지식과 능력을 함양
하여 사회적 돌봄 능력으로의 확대를 위한 
기본적 자질을 기를 수 있다. 

- 부모됨의 의의
- 임신과 출산
- 부모 역할 및 사회

적 돌봄 지원

노후
생활

(다)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사회적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여, 가족 및 주변의 
노인과 건강한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
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적·경제
적·사회적 대처방안을 탐구하여, 고령사회
에 대비할 수 있는 자립적 노후생활을 준비
할 수 있다.

- 노화 및 노후생활
의 의미

- 노인의 신체적, 인
지적, 정서·사회적 
발달

- 자립적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표 2. 고등학교 ‘저출산·고령 사회와 가족’ 영역의 성취기준 및 
내용 요소(20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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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다 이론이나 지식보다는 경험을 중심으로 수업
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가족과 일의 이해’ 단
원의 유용성을 남학생이 더 유용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김경애, 정난희, 신부용[15]에 의하면 교과 내용에 대
한 필요도 인식이 높은 내용은 ‘나와 가족관계’, ‘청소년
의 영양’이었고, 흥미도 및 실생활 도움을 준다는 인식
이 높은 내용은 ‘나와 주거 공간 꾸미기’, ‘나와 가족관
계’였다. 성별과 관련하여 남학생이 필요도 및 흥미도, 
실생활에 도움의 정도를 높게 인식한 내용은 기술 관련 
내용이었으며, 여학생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내용은 
의복 마련과 관리, 가정생활의 실제, 가족의 식사 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즉, 남학
생은 기술 영역 내용을 여학생은 가정영역 내용을 필요
한 내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김진희, 김행자, 최정혜[10] 연구에서는 내용 영역에 
대한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가정 분야는 여학생이, 기
술 분야는 남학생이 높은 흥미도를 나타내었다고 하였
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용 
선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용성과 관련
하여 기술보다 가정 분야의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였
다. 특히 학습자의 성적에 따른 공간 꾸미기와 의생활 
영역에 대한 흥미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연
구에서는 여학생은 가정, 남학생은 기술에 대한 흥미도
와 유용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연구이며, 남녀 공수가 
된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연구이므로 당연한 연구 결
과로 판단된다.

손진숙, 신혜원[16]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의생활 
영역에 대한 선호도, 인식, 필요도, 실천도, 학습요구도
를 조사하였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의생활에 대한 선
호도가 여학생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필요도에서도 여
학생보다 필요도를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생
활에 실천도 관련하여 옷차림과 관련된 내용은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실생활에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반면 생활용품 만들기 내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천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의생
활 교육 내용에 따라 남녀 학습요구도 차이가 나타났으
며, 특히 의생활 관련 옷 만들기, 생활용품 만들기 등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 요구가 높았다. 단 

의복과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
습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생
활 영역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선호도, 인식, 필요도, 실
천도, 학습요구도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으며, 의생활 영역 내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
라 남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였다.

전경숙과 최동숙[3]의 연구에 의하면, 7차 교육과정 
이후 남녀 공통 이수 과목으로 변경되었으나, 가정과 
관련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단원에 따라 남녀 활
용도와 선호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용 선정 및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정영역 대부분은 여학생의 활용도가 남학생
보다 높았으나 남학생의 활용도 역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활용도 차이는 감소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선호도는 모든 가정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높았으며, 남학생은 모든 기술 단원에서 여학생
보다 선호도가 높아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분명하
게 드러냈다.

이상에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가정 교과에 대
한 유용도, 실천도, 요구도, 흥미도 등 다양한 지수를 중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중에서 성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들로부
터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학습자의 내용 흥미도 및 유용성에 관한 연구
는 대부분 연구목적 설정이 이미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더 나
아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교육과
정 내용 구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중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내용 연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
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설계를 고려하지 않고 
각 학교급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흥미도를 각 학교급
의 학생들에게 묻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실생활의 연계와 학습자 중심의 체험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과인 가정 교과에서 실생활 
연계 혹은 학습자의 발달상 관심 등에 비추어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중·고 전환
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운 가
정 교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 흥미도를 조사·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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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성별 및 학습자의 성취 수준에 따라 분석함으
로써 향후 교육과정 개정은 물론 교과 성격이나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1.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 학생의 가정과 내용 흥미도를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 아동 발달 및 가족 관련 단원을 
학습한 경기도 안산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
학교 1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1차와 2차로 조사 시기를 구분하여 자료 수집
을 진행하였다. 1차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에 입
학한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27명, 2차 시기
에는 가정 교과 기말고사 이후 이들 중 178명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
이 117명(51.5%), 여학생이 110명(48.5%)이었고, 2차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78명(43.8%), 여학생이 
100명(56.2%)이었다.

1.2　측정도구
실제 연구대상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학습한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와 현재 고등학교 
시기의 가정 교과 내용의 흥미도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
연구[10]에서 사용한 흥미도 측정 도구를 수정하여 중
학교 가정 교과의 단원별 세부 항목(17문항)과 고등학
교 가정 교과의 단원별 세부 항목(10문항)에 관한 내용 
흥미도를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취 수준은 전체 연구대상의 고등학교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분포를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
은 집단의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내용 문항(개)
중학교 발달과 관계, 관리 및 생애설계 17

고등학교 결혼, 부모됨, 노후생활 10

전체 27

표 3. 연구도구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2.1　연구절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고등학

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흥
미도 조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1
차 조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
년 1학기 초반인 4월에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2차 조사
는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실시하였다. 1차 및 2차 조사를 위해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중 가정 교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10]에서 사용된 가정 교과 
내용 흥미도 질문지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
차 조사 시기에는 연구자가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
하여 질문지 250부를 연구 대상에게 배부하였고, 응답
이 완료된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240부 
중 응답이 부실한 13부를 제외한 총 227부를 1차 분석
에 사용하였다. 2차 조사 시기에도 연구자가 직접 △△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1차 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에
게 질문지 227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완료된 질문지
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200부 중 응답이 부실한 
22부를 제외한 총 178부를 2차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는데, 성별에 따른 가정 교과 흥미도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t-검증을 시행하였고, 성취 수준에 따른 가정 
교과 흥미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시
행하였다. 사후검증으로는 Schéffe 검증을 시행하여 
집단 간 실제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고 전환기 학생의 ‘발달/관계/관리/생애 디자
인’ 내용에 대한 흥미도

1.1 고등학생의 내용 흥미도
중·고 전환기 학생의 중학교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표 4]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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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진로 탐색에 대한 흥미도가 3.76점
(SD=.9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트
레스 관리(M=3.44, SD=.892), 시간 관리(M=3.39, 
SD=.907), 친구 관계(M=3.34, SD=.834), 생애 설계
(M=3.33, SD=.940)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에 대한 흥미도는 2.96점(SD=.851)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중학교 가정 
교과 대부분의 단원에 대한 흥미도가 3점 이상으로 나
타났으나,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서비스 단원에
서만 흥미도가 3점 미만으로 나타나 이 두 항목에 대한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항목 N M SD

신체발달 227 3.14 .828

인지발달 227 3.07 .755

정서사회발달 227 3.06 .785

자아정체감형성 227 3.13 .850

성적발달 227 3.16 .812

성 바람직한 태도 227 3.17 .814

친구관계 227 3.34 .834

시간관리 227 3.39 .907

스트레스관리 227 3.44 .892

변화하는 가족 227 3.10 .852

건강가정실천 227 3.12 .827

건강한 가족관계 227 3.21 .813

의사소통갈등해결 227 3.24 .870

생애설계 227 3.33 .940

진로탐색 227 3.76 .929

일가정양립 227 2.98 .836

가정생활복지서비스 227 2.96 .851

표 4. 중학교 가정 교과 흥미도의 일반적 경향

1.2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내용 흥미도
중·고 전환기 학생의 성별에 따라 중학교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증을 시행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중학교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중·고 전환기 학생의 
흥미도는 모든 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성취 수준에 따른 고등학생의 내용 흥미도
중·고 전환기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중학교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해 일원 변량분석을 시행하고 사후검증으로 Schéffe 
검증을 시행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 
발달(F=3.056, p<.05), 자아 정체감 형성(F=3.784, 
p<.05), 성적 발달(F=3.062, p<.05), 시간 관리
(F=3.181, p<.05)에서 성취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취 수준이 중위권인 중·고 전환기 학생
(M=3.31, SD=.805; M=3.34, SD=.885)은 성취 수준
이 상위권인 중·고 전환기 학생(M=3.00, SD=.847; 
M=2.99, SD=.884)보다 신체 발달과 자아 정체감 형성
에 대한 흥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 수준
이 중위권인 중·고 전환기 학생(M=3.33, SD=.868; 
M=3.55, SD= .913)은 성취 수준이 하위권인 중·고 전
환기 학생(M=3.00, SD=.608; M=3.18, SD=.858)보다 

항목 성별 N M(SD) t

신체발달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14(.899)
3.14(.748)  .004

인지발달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09(.809)
3.05(.696)  .483

정서사회발달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04(.835)
3.08(.731) -.374

자아정체감형성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09(.900)
3.16(.796) -.616

성적발달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12(.811)
3.21(.814) -.829

성 바람직한 태도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18(.826)
3.15(.804)  .230

친구관계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34(.873)
3.35(.795) -.032

시간관리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38(.927)
3.39(.889) -.052

스트레스관리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40(.965)
3.47(.809) -.599

변화하는 가족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09(.896)
3.11(.805) -.208

건강가정실천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16(.900)
3.08(.744)  .733

건강한 가족관계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21(.896)
3.21(.718) -.037

의사소통갈등해결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21(.954)
3.26(.774) -.432

생애설계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38(1.033)
3.26(.831)  .969

진로탐색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73(.997)
3.80(.855) -.595

일가정양립 남학생
여학생

117
110

2.98(.919)
2.98(.742)  .010

가정생활
복지서비스

남학생
여학생

117
110

3.14(.900)
3.14(.799)  .180

표 5. 성별에 따른 중학교 가정 교과 흥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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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발달과 시간 관리에 대한 흥미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 수준이 중위권인 학
생이 상위권 또는 하위권 학생과 해당 항목의 흥미도에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위권 학생의 가정 교
과에 대한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항목 성적 N M(SD) F

신체발달
상
중
하

79
80
66

3.00(.847)
3.31(.805)
3.11(.767)

3.056*

인지발달
상
중
하

79
80
66

3.01(.809)
3.16(.754)
3.05(.643)

 .884

정서사회
발달

상
중
하

79
80
66

3.03(.800)
3.18(.823)
2.98(.668)

1.270

자아정체감형성
상
중
하

79
80
66

2.99(.884)
3.34(.885)
3.08(.686)

 3.784*

성적발달
상
중
하

79
80
66

3.15(.849)
3.33(.868)
3.00(.608)

3.062*

성 바람직한 태도
상
중
하

79
80
66

3.09(.835)
3.30(.833)
3.12(.713)

1.584

친구관계
상
중
하

79
80
66

3.38(.805)
3.48(.871)
3.17(.756)

2.658

시간관리
상
중
하

79
80
66

3.43(.887)
3.55(.913)
3.18(.858)

3.181*

스트레스관리
상
중
하

79
80
66

3.47(.985)
3.53(.842)
3.32(.788)

1.044

변화하는 가족
상
중
하

79
80
66

3.05(.904)
3.18(.883)
3.09(.717)

 .446

건강가정실천
상
중
하

79
80
66

3.09(.804)
3.20(.906)
3.11(.726)

 .418

건강한 가족관계
상
중
하

79
80
66

3.20(.853)
3.28(.871)
3.17(.646)

 .349

의사소통갈등해결
상
중
하

79
80
66

3.13(.882)
3.39(.879)
3.21(.795)

1.912

생애설계
상
중
하

79
80
66

3.34(.973)
3.38(1.023)
3.29(.760)

 .158

진로탐색
상
중
하

79
80
66

3.78(1.021)
3.86(.896)
3.65(.794)

 .971

일가정양립
상
중
하

79
80
66

3.04(.912)
2.90(.836)
3.03(.701)

 .682

가정생활
복지서비스

상
중
하

79
80
66

3.04(.869)
2.91(.944)
2.94(.677)

 .478

표 6. 성취 수준에 따른 중학교 가정 교과 흥미도

* p<.05

2. 중·고 전환기 학생의 ‘결혼/부모됨/노후생활’ 내
용에 대한 흥미도

2.1 고등학생의 해당 내용에 대한 흥미도
중·고 전환기 학생의 고등학교 가정 교과 내용에 대

한 흥미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표 7]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사랑과 성에 대한 흥미도가 3.62점
(SD=.9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우자
선택(M=3.57, SD=.979), 임신·출산(M=3.56, SD= 
.993), 자녀 돌보기(M=3.56, SD=.962), 결혼(M=3.55, 
SD=.939), 부모됨(M=3.48, SD=.940), 노후생활 방안
(M=3.41, SD=.942)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 발달 특성
과 노인 건강한 관계에 대한 흥미도는 각각 3.12점
(SD=.928, .90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고등학교 가정 교과 대부분의 단원에 
대한 흥미도가 3.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고령
사회 이해, 노인 발달 특성, 노인 건강한 관계 단원에서
만 흥미도가 3.2점 미만으로 나타나 이 세 단원에 대한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항목 N M SD

사랑과성 178 3.62 .957

배우자선택 178 3.57 .979

결혼 178 3.55 .939

부모됨 178 3.48 .940

임신출산 177 3.56 .993

자녀돌보기 178 3.56 .962

고령사회이해 178 3.14 .949

노인발달특성 178 3.12 .928

노인건강한관계 178 3.12 .904

노후생활방안 178 3.41 .942

표 7. 고등학교 가정 교과 흥미도의 일반적 경향

2.2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내용 흥미도
중·고 전환기 학생의 성별에 따라 고등학교 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증을 시행한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
이, 고등학교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중·고 전환기 학생
의 흥미도는 모든 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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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취 수준에 따른 고등학생의 내용 흥미도
중·고 전환기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고등학교 가

정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시행하고 사후검증으로 
Schéffe 검증을 시행하였다.

항목 성별 N M(SD) t

사랑과 성 남학생
여학생

78
100

3.63(1.06)
3.61( .88)   .126

배우자선택 남학생
여학생

78
100

3.49(1.07)
3.64( .91) -1.034

결혼 남학생
여학생

78
100

3.58( .99)
3.53( .90)   .330

부모됨 남학생
여학생

78
100

3.49(1.05)
3.48( .85)   .050

임신출산 남학생
여학생

77
100

3.48(1.10)
3.63( .91)  -.993

자녀돌보기 남학생
여학생

78
100

3.55(1.02)
3.56( .93)  -.060

고령사회이해 남학생
여학생

78
100

3.13(1.04)
3.15( .88)  -.152

노인발달특성 남학생
여학생

78
100

3.14(1.02)
3.10( .86)   .292

노인 
건강한 관계

남학생
여학생

78
100

3.08(1.00)
3.15( .82)  -.534

노후생활방안 남학생
여학생

78
100

3.40( .99)
3.42( .91)  -.158

표 8.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가정 교과 흥미도

그 결과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랑과 성
(F=3.936, p<.05), 임신·출산(F=5.783, p<.01), 고령사
회 이해(F=4.153, p<.05), 노인 발달 특성(F=4.176, 
p<.05), 노인 건강한 관계(F= 3.625, p<.05), 노후생활 
방안(F=6.623, p<.01)에서 성취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랑과 성에 대한 흥미
도는 성취 수준이 상위권인 중·고 전환기 학생(M=3.79, 
SD=.864)이 성취 수준이 하위권인 중·고 전환기 학생
(M=3.31, SD=.96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
신·출산에 대한 흥미도는 성취 수준이 하위권인 중·고 
전환기 학생(M=3.18, SD=.1.090)이 성취 수준이 상위
권과 중위권인 중·고 전환기 학생(M=3.73, SD=.908; 
M=3.72, SD=.917)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령사회 이해, 노인 발달 특성, 노인 건강한 관계, 노후생
활 방안에 대한 흥미도는 모두 성취 수준이 중위권인 
중·고 전환기 학생(M=3.34, SD=.946; M=3.31, 
SD=.906; M=3.31, SD=.889; M=3.66, SD=.895)이 
성취 수준이 하위권인 중·고 전환기 학생(M=2.84, 

SD=.946; M=2.82, SD=.953; M=2.86, SD=.872; 
M=3.04, SD=.89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05, ** p<.01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고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
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운 가정과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그들의 흥미도를 조사하여 성별과 학습자의 성취 수준
에 따라 흥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및 논의를 내릴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중학교 가정 교과에 대
한 흥미도는 대부분 3점 이상으로 나타나서 보통 이상
의 흥미도를 보였다. 이와 달리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
활 복지서비스 단원의 흥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러한 결과는 중학교 가정 교과 내용 중 자신의 발달 시
기인 청소년기와 관련된 내용에는 흥미를 보이지만, 가
정생활에 관한 관심이나 가족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항목 성취 
수준 N M(SD) F

사랑과 성
상
중
하

63
64
51

3.79(.864)
3.69(.990)
3.31(.969)

 3.936*

배우자선택
상
중
하

63
64
51

3.70(.927)
3.66(.946)
3.31(1.049)

2.584

결혼
상
중
하

63
64
51

3.56(.929)
3.69(.906)
3.37(.979)

1.609

부모됨
상
중
하

63
64
51

3.51(.948)
3.59(.830)
3.31(1.049)

1.297

임신출산
상
중
하

62
64
51

3.73(.908)
3.72(.917)
3.18(1.090)

  5.783**

자녀돌보기
상
중
하

63
64
51

3.56(.963)
3.73(.859)
3.33(1.052)

2.506

고령사회이해
상
중
하

63
64
51

3.17(.908)
3.34(.946)
2.84(.946)

 4.153*

노인발달특성
상
중
하

63
64
51

3.16(.884)
3.31(.906)
2.82(.953)

 4.176*

노인 
건강한 관계

상
중
하

63
64
51

3.13(.907)
3.31(.889)
2.86(.872)

 3.625*

노후생활방안
상
중
하

63
64
51

3.46(.947)
3.66(.895)
3.04(.894)

  6.623**

표 9. 성취 수준에 따른 고등학교 가정 교과 흥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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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환기 학생들의 흥미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
다.

둘째, 중학교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중·고 전환기 학
생의 흥미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
학생의 흥미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교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성차 여
부를 살펴본 선행연구[4][14]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
어,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의 유용성을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더 유용하게 인식한다는 결과를 보여준 선행연
구[14]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선행연구
[14]보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시행된 만큼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줄어
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성취 수준에 따라 중학교 가정 교과 내용에 대
한 흥미도를 살펴본 결과, 성취 수준이 중위권인 학생
이 성취 수준이 상위권인 학생보다 신체 발달과 자아 
정체감 형성 단원에 대한 흥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성취 수준이 중위권인 학생이 성취 수준이 하
위권인 학생보다 성적 발달과 시간 관리 단원에 대한 
흥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 성취 수준의 경우 중위권을 기준으로 상위권과 차
이가 있거나 하위권과 차이가 있는 단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취 수준별 흥미도 차
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의 성
취 수준별 차이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중·고 전환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고등학교 가정 교과 내
용에 대한 흥미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서 대부분의 항목별 흥미도가 3.4점 이상이었다. 그러
나 노년기와 관련된 고령사회 이해, 노인 발달 특성, 노
인 건강한 관계 단원에서만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
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발달 관련 내용이 고등학생의 
관심사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들의 
학습 경험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서 노인 발달과 노년기 특성에 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핵가족의 확대로 인해 

이러한 경험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여 노
년 발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후 준비가 필요한 상
황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교육과정 개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중학교 가정 교과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가
정 교과에 대한 흥미도 역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교과에 대한 흥미도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과거
와 달리 남녀 차이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과거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남녀 모두에게 양성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정 교
과라고 해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흥미도가 다르게 나타
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의 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의생활 영역에
서는 남학생의 선호도가 여학생보다 낮게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16]와 달리,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아서 가정 교과의 내용 
영역에 따라 성차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 교과에 대한 흥미도 이외에 가정교육 관련 교육 
요구도의 경우에도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가정에 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12]는 본 연
구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점과 일맥상통하는 결과
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 및 가정생활, 의생
활, 주생활 등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 성차에 
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성취 수준에 따라 고등학교 가정 교과에 대
한 흥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랑과 성
에 대한 흥미도는 성취 수준이 상위권인 학생이 성취 
수준이 하위권인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출산에 대한 흥미도는 성취 수준이 하위권인 학생
이 성취 수준이 상위권과 중위권인 학생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랑과 성은 상위권이 하위권보다 
높고 임신·출산은 상위권과 중위권이 하위권보다 높았
고, 고령사회 이해, 노인 발달 특성, 노인 건강한 관계, 
노후생활 방안 단원에 대한 흥미도는 모두 성취 수준이 
중위권인 학생이 성취 수준이 하위권인 학생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노후 및 노년기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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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중위권이 하위권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고, 하
위권은 일관되게 관심이 낮았으며, 상위권과 중위권의 
관심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높을수록, 기술·가정 교과의 흥미
도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11]에 비추어 설명해 볼 수 있다. 학기 
말 평균 성적과 가정 교과의 흥미도가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을 예측하는 요인이므로 본 연구 결과에서 성취 
수준에 따라 가정 교과 내용의 흥미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 교과의 흥미도 차
이와 가족 관련 변인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
써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가정 교과의 흥미도에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교과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17-19]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가정 교과에 대한 
고등학생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의 관련 내용 분석,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교육 표준안 
개발 등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
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들이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하여 가정 교과에 관한 흥미도를 살펴본 바와 달
리, 본 연구에서는 중·고 전환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가정 교과에 관한 흥미
도와 고등학교 가정 교과에 관한 흥미도를 조사함으로
써 동일한 연구대상의 두 시기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성
별에 따른 차이나 학교급에 따른 가정 교과의 흥미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취 수
준을 구분하여 성취 수준에 따른 가정 교과의 흥미도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고등학
교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전국 규모의 자료 수집을 통해 중·고 전환기 학생
의 가정 교과 흥미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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