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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현재 중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가정 교
과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중 발달 핵심개념과 관련된 부분에서 교과 내용이 어떤 소재로 어
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어떠한 교수‧학습방법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
구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출판된 총 12종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중 5종이
다. 연구절차는 우선, 각 교과서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발달 핵심개념에 대한 내용과 단원 구
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각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발달 핵심개
념과의 관련성을 목표, 성취기준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대단원명을 ‘청소년의 발달과 이해’로 사용하고 있었
으며, ‘발달’ 영역은 가정생활영역 대비 적게는 24.59%에서 많게는 31.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다. 둘째, 각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도입, 전개, 마무리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삽화나 사진 등
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활동자료를 제시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5종 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목표 중 자신의 발달에 대한 이해,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 관계형성 능
력 및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학습활
동 및 체험활동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5종의 교과서에서는 협동중심 교수·학습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과서 분석을 통해 기술‧가정 교과서를 2015 개정 교육과정
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술‧가정 교과서에 대한 내용
을 살펴보고, 추후 교과서 개편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분석, 인간발달과 가족, 핵심개념 ‘발달’

* 교신저자, naivety1@korea.ac.kr

31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2권 제4호 (2019)

Ⅰ. 서론
2015년 9월 교육부는 지능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특히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의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학생 활동 중
심의 교실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개념이란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 분량을 조절하는 것이 학습의 질을 개선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교육부, 2015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교육부, 2017)에 따르면 “핵심개념이란 교과서가 기반하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포함하는 교과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를 가장 잘 대표하면서 교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아이디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
과서의 연계성 및 교과서 활용 및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부터 도입된 기술‧가정 교과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중 ‘발달’ 핵심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가정생활 분야는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
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은 발달과
관계라는 두 가지 핵심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발달’ 핵심개념에
중점을 두고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발달이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영향으로 변화하
는 인간의 특성으로,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포함되어 있는 발달 핵심개념은 청소년들의 긍정
적인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임정하, 전미경, 2016). 발달 핵심개념의 학
습요소로는 청소년기 발달특징,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청소년기 또래 문화,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방안, 건강한 동성 및 이성 친구 관계, 청소년기 성적 발달, 건강한 성
가치관이 있다(교육부, 2015b). 특히 발달 핵심개념은 1990년대 초 교육과정부터 가정 교과서
의 주된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발달 외의 다른 핵심개념 학습을 위한 토대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임정하, 전미경, 2016).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가족
관계를 살펴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며 나아가 생애 계획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 핵심개념에서 다루는 내용은 청소년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사랑
과 결혼의 의미, 부모되기 등 미래의 바람직한 가정생활 방향을 탐색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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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저출산, 10대 임신 등을 포함하고 있어(이현정, 2018),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개인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알려주고 생각해볼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으로 도구로서,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을 위한 자료로, 교사들에게
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권유진, 2013). 특히
교육과정과 교육의 연계성 차원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나 성취기준 등이 교과서에
반영되어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
고 있는 기술‧가정 교과서의 교과 내용이 어떤 소재로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어떠한 교수
학습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으로부터 본 연구에
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기술‧가정 교과서의 ‘발달’ 핵심개념에 대한 내
용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기술‧가정 교과서의 ‘발달’ 핵심개념에 대한 단
원 구성 체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기술‧가정 교과서의 ‘발달’ 핵심개념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기술‧가정 교과서의 ‘발달’ 핵
심개념에서 다루는 학습목표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과 기술‧가정 교과서의 ‘발달’
핵심개념에서 제시하는 학습활동 내용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3.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방법과 기술‧가정 교과서의 ‘발달’
핵심개념에서 제시하는 학습활동 교수학습방법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정부는 창의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김경자 외, 2015).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실행하며 단편적 지식 암기 위주의 교
육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고, 학습 내용이 과다하며 교과 간 내용 연계가 부족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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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사고나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온정덕, 2
015).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자 하
였으며,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맞춤형 선택학습을 지향하
였고,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해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상’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는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이 포함된다. 또한, 미래 사회가 요구
하는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개념
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여 감축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
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5a). 이를
위해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일반역량의 성격을 지닌 핵심역량을 제시하였고, 교과에서는 교과
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
취 기준을 지식과 기능을 정합한 형태로 진술하였다(이광우 외, 2015).

2.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기술·가정교과는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 교육 분야로 구분되며,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에
서 직면하게 될 생활의 문제를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노작체험을 비롯한
실천적인 교육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5b). 이를 위한 교과 내용 범
주는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기술 시스템, 기술 활용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도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은 ‘발달’과 ‘관계’를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자
들이 자신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배려
와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 역량인 ‘관계 형성 능력’과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교육부, 2015b). 핵심개념 ‘발달’ 부분에는
학습요소로 청소년의 발달 특징, 균형 있는 발달, 자아정체감, 청소년기 또래문화의 특징, 청
소년기 친구관계의 문제, 건강한 동성 및 이성 친구관계, 청소년기 성적 발달 특징, 성과 관련
된 올바른 정보 탐색, 청소년기 성과 관련된 문제,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요소를 성취하기 위해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 발달과
또래문화 같은 내용은 강의식보다는 실제 사례와 경험을 통해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자신의 여러 측면을 고찰하여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임정하, 전미경, 2016). 청소년기 성적 문제나 친구 관계 문제를 다룰 때에는 실천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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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심학습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친구관계의 문제와 같은 학습 주제를 다룰 때에는 각 반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선
정하여 토의 및 토론수업을 진행하여 학습자들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 형성
은 단기간에 완수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며 일생을 통해 진행되는 지속적 과정이므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프로젝트 학습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교육부, 2015a; 임정하, 전미경, 2016).
이처럼 교육과정에서는 특정 학습주제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학습자들이 학습목표를 성취하며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선행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난 이후 교육 과정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권유진, 2018; 이
광우, 백경선, 이수정, 2017; 임정하, 전미경, 2016; 정남용, 방기혁, 2015)와 교육과정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성숙, 2016; 홍원표, 2016)들이 이루어져
전반적인 교육과정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조대현 외, 2017;
허영훈, 2017)이 수행되기도 하였다. 2018년 3월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새로운 교
과서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가 현행 교육과정
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술·가정분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연구는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권유진, 2013, 2018; 임정하, 전미경,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기
술·가정 분야의 중등 교과서 분석 연구로는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유미란, 구혜경, 2018),
일·가정 양립 단원(김소영, 2019) 의생활 영역(강주영, 이예진, 2018)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
으며, 초등 실과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양정혜, 2015)와 기술 과목 관련 연구(김성애,
이상봉, 2017), 고등학교 가정 교과 ‘생활문화’ 핵심개념 단원 분석(김샛별, 채정현, 2019)이 수
행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출판된 실과, 가정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영역에 대한 전반적 내용 분석에 대한 결
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를 하였다.
점차적으로 세분화되어가고 있는 교과서 분석 선행연구의 흐름을 따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도 관련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관계’ 단원에 구현된 교과역량을 분석하기도 하였
으며(김수민, 유난숙, 2019),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내 다문화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이성민,
유난숙, 2019)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최성연 외, 2019) 등이 진행되
기도 하였다. 또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학습활동과 특정 역량 발달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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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성연 외, 2018), ‘발달’ 핵심개념의 하위 학습요소인 신체 이미지 관련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였다(이혜진, 이유리, 2016). 이상의 연구들은 ‘발달’이라는 핵심개념에 대해 보다 상세화된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며, 가정교과와 타분야와의 융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교육의 기본 틀인 교육과정과 핵심개념 ‘발달’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수
행되지 않아 현행 교육과정과 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다양한 관
점과 방법을 적용하여 가정 교과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역시 교육과정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제작된 중등 기술·가정 교과서 중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중 핵심개념 ‘발달’ 단원에 대한 구체
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2018년부터 중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5종 기
술‧가정 교과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중 핵심개념 ‘발달’ 단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는 가정교육의 세부 전공(의류, 식품, 아동가족)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이 다양
한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과서 5종을 선택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 5종은 미래엔, 지학사, 원교재사, 교학도서, 천재교과서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교과
서에 대한 표기를 편의성 및 서술 과정에서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출판사명 대신 A～E로 표
기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중등 기술‧가정 교과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중 핵심개념 ‘발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 5종에서 핵심개념 ‘발달’에 대한 내용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출판사별 단원명과 페이지 구성 비율을 살펴보았다. 단원 구성에서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명을 비교하였고 페이지 구성에서는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중 핵심개념 ‘발달’에 해당
하는 페이지 비율을 가정생활, 기술·가정 전체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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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 5종에서 핵심개념 ‘발달’에 대한 단원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도입-전개-마무리로 나누어 구성 체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성취기준 그리고 권장하는 교수학습방법을 기준으로 201
5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 5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각 교과서별 학습목표와 관련성을 살
펴보았고, 성취기준의 경우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학습활동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습활동은
실천적 문제해결력 증진이라는 가정교과의 특성과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학생중심의 수업
진행을 잘 반영하는 교과서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학습활동을 진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분석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교수학습방법과의 관련성을 살
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은 가정교육학과를 졸업한 아동학 박사수료 연구원 1인과 아동학 박사 연구원
1인이 해당 연구절차 별 빈도 분석과 내용 정리 및 분류를 진행하였고, 이후에 가정교육의 세
부 전공(의류, 식품, 아동가족) 박사학위 소지자 3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3. 분석 범위 및 준거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5종 기술·가정 교과서 중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중 핵심개념 ‘발달’ 영역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과서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참고한 내용 분석법을 활용하였다(김자영, 조병은, 2008; 김형균, 2012; 노진영, 변우
열, 이병기, 2008).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 5종의 핵심개념 ‘발달’에 대한 내용 및 단원
구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경아의 연구(2016)에서 사용된 분석준거를 활용하였다. 또한 교
육과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 성취기
준과 교수학습 방법을 정리한 후, 이와 관련 있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직접 선별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준거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분석 준거 및 항목
분석준거

분석 항목

비고

내용구성

대/중/소단원명 및 구성 비율

양적분석

단원구성

도입/전개/마무리 구성 체제 비교

질적분석

2015개정
교육과정
관련성

목표: 각 교과서별 학습목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가정교과의 인간발달
과 가족 영역 목표 (① 자신의 발달과 ②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③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④ 배려와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⑤ 관계형성 능력과 ⑥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
부 확인

질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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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준거

분석 항목

비고

성취기준 : 핵심개념의 내용요소에 대한 성취 기준 키워드(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발달특성, 또래문화, 친구관계, 성적발달, 성 가치관)를 각 교과서에서 어떠한
학습활동으로 다루고 있는지 분석

질적분석

교수학습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기준으로 각 교과서별
학습활동 진행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분석

질적분석

IV. 연구결과
1. 기술‧가정 교과서의 ‘발달’ 핵심개념에 대한 내용 구성
2015 개정 중학교 가정교과서 5종의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발달’ 영역의 경우 대부분 대단
원명이 ‘청소년의 발달과 이해’와 비슷한 명칭으로 되어있었다. D교과서의 경우에만 ‘인간발
달과 가족’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었다(<표 Ⅳ-1> 참고). 분석대상인 다섯 가지 교과서
모두 공통적으로 ‘발달’ 영역의 중단원을 청소년 발달의 특징을 다루는 단원과 성과 또래관계
를 다루는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중단원은 대게 2～4개의 소단원
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발달의 개념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A, D, E는 발달을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반면, C는 신
체, 정신, 성적 발달에 중점을 두었고, B는 특정 발달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분
석 대상인 다섯 가지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발달특징, 자아정체감, 성, 친구관계를 다루고 있지
만 이를 소단원명으로 제시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D의 경우 의문형의 단원명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다
른 교과서에 비해 D교과서에서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출판사별 2015 개정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페이지 구성은 <표 Ⅳ-2>에 나타난 바
와 같다. 전체 교과서 페이지 중에서 ‘발달’ 영역은 교과서의 가정생활영역 대비 적게는 24.5
9%에서 많게는 31.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중 ‘발달’ 관련 내용
이 차지하는 비율은 교과서에서 각각의 핵심개념을 비슷한 양으로 나누어 제시하는지를 알려
줄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중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발달, 생활문화, 관리의 세 가지 핵
심개념을 다루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비교적 균등하게 교과서 양이 분배되어 있지만, 다
른 핵심개념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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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출판사별 2015 개정 가정교과서 페이지 구성

1
학
년

A

B

C

D

E

Ⅰ

청소년의 발달과
이해

청소년의 발달

청소년의 이해

인간 발달과 가족

청소년의 이해

8-37 (30)

8-43 (36)

8-41 (34)

8-45 (38)

10-43 (34)

Ⅱ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자립적인
가정생활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가정생활과 안전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38-89 (52)

44-81 (38)

42-85 (43)

46-95 (50)

44-91 (48)

청소년의 자원
관리와 자립

청소년기 자원
관리

청소년의 자원
관리

자원 관리와 자립

청소년의 지원
관리

90-129 (40)

82-125 (44)

86-119 (34)

96-129 (33)

92-131 (39)

기술의 세계

기술의 발달과
생활

기술의 활용

기술과
발명‧표준의 세계

130-185 (56)

126-173 (48)

120-149 (30)

130-191 (62)

134-185 (52)

제조 기술

제조 기술과 문제
해결

발명과 표준

기술 시스템

제조기술의 세계

186-219 (34)

174-211 (38)

150-189 (40)

192-249 (58)

186-219 (34)

건설 기술

건설 기술과 문제
해결

생산 기술의 세계

건설기술의 세계

220-251 (32)

212-243 (32)

190-231 (42)

220-253 (34)

122

118

112

122

122

244

236

224

242

244

Ⅲ

Ⅳ

Ⅴ

Ⅵ
가정생활
영역
교과서
전체

기술과 발명

주. 괄호 안 숫자는 페이지 수를 의미

<표 Ⅳ-2> 출판사별 2015 개정 가정교과서 핵심개념 ‘발달’ 단원 구성
출판사

대단원명

A

청소년의
발달과
이해

중단원명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B

청소년의
발달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 관계

청소년의
이해

D

인간발달과
가족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
청소년기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자아 정체감의 발달
청소년기의 성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

성장이 아름다운 청소년기
청소년의 우정 만들기
우리의 소중한 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생활
청소년의 발달

C

소단원명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
청소년의 성적 발달
소중한 나의 성
건강한 친구 관계
신체적 발달
지적 발달

39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2권 제4호 (2019)

출판사

대단원명

중단원명

청소년기 성과 친구관계

청소년의 발달
E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소단원명
정서, 사회적 발달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의 형성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람직한 성 가치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청소년기 친구 관계, 왜 중요한가?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적·사회적 발달
자아 정체감의 형성
청소년의 성
청소년의 친구 관계

2. 기술‧가정 교과서의 ‘발달’ 핵심개념에 대한 단원 구성
5개의 출판사별 단원 구성을 도입, 전개, 마무리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도입 부분은 대단원에 대한 도입과 중단원에 대한 도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출판사
모두 대단원 도입 부분을 2쪽에 걸쳐 기술하고 있으며, 대단원명과 중단원 구성 차례 그리고
대단원 개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단원과 중단원 도입에 삽화나 사진 등을 활용
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발달’ 관련 단원의 도입은 중학교 가정
교과목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내용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는 단원으로 타 단
원에 비해 본인이 직접 실생활에서 느끼는 궁금증이나 어려움에 관한 삽화나 이야기로 학생
들로 하여금 가정 교과에 대한 흥미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A 교과서의 경우 해
당 단원과 관련된 ‘학습 요소’와 ‘기능’을 짝지어 나만의 학습 목표 만들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개념과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용이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학
생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개는 소단원명으로 시작하는데, 그 형식은 크게 질문 제시형, 생각해볼 주제 제시형, 학
습목표 제시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당 단원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며 시작하
는 형식은 학생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친근하게 주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단원에서 배워야할 내용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다. 생각해볼 주제를 제시하
는 형식은 해당 단원과 관련된 실생활의 문제를 기반으로 단원을 시작하게 하여 폭넓은 사고
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형식은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 단
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소단원명 이후에는 소단원에서 학습해야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출판사에 따라 기술 내용 및 방식이 상이하여 출판사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5개 출판사 모두 다양한 활동 및 읽기자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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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원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기술·가정과 교과
역량의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활동명에 ‘창의’, ‘융합’을 다수 활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융합적 사고 향상을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습
을 찾아볼 수 있었다.
마무리 부분은 5개의 교과서 모두 퍼즐이나 게임 등을 활용하거나 평가 문제를 제시하여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을 점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중 B와 C 교과서의 경우 체험 활동
을 제시하여 해당 단원의 내용을 토대로 실험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점이 돋
보인다. 또한 C 교과서의 경우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알려줌으로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가정은 실생활과 관련된 체험활동 및 문제해결을 중
시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지식적 차원에서의 점검을 넘어 수업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일
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기술‧가정 교과서의 ‘발달’ 핵심개념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출판되어 있는 5개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목표, 성취기준 및 교수·학습 방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가. 목표와의 관련성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세부목표는 자신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배려와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형성 능력과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세부목표를 내용에 따라 6가지
로 분류한 뒤 각 교과서 중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목표들이 교육과정의 어떤 목표와 관
련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Ⅳ-4> 참조). 교과서에 중단원 목표 없이 소단원 목표만 있는
경우에는 소단원 목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핵심개념 발달에 해당하는 학습목
표의 개수는 5～10개 정도였으며,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목표 중 자신의 발달에 대한 이해,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 관계형성 능력 및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관계형성 능력과 관
련된 목표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학습목표는 1
개씩만 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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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단원 학습 개관, 주  대단원의 소개
제 살펴보기, 스스로
계획하기

B
 대단원 도입

D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
소개
 대단원 도입

E

마무리

함께 해 보기
더 들여다보기
연결
용어 설명
채널 e
보충설명
사례
Q & A
주제 활동
스스로 점검하기

 중단원 마무리 (퍼즐, 게임 등)
 교실 바깥세상
 대단원 마무리 (학습 내용 정리하  대단원 마무리
기, 문제 풀이로 정리하기, 수업 소  함께하는 체험 활동
감 쓰기)









활동  활동 자료 (역량 키우기, 활 
동+, 스스로 점검하기
하고

실천  창의·융합 가정/기술
하기

배우  소단원 도입 (사례, 질문)
고익  보조단 학습 도우미 (용어
해설, Tip, 궁금증 해결사,
히기
클릭! 인터넷/동영상)
 읽기 자료 (톡톡 기술/가정,
한 걸음 더)






 소단원 도입
 창의력이 빵! 터지는 활동
시간
 생각 쑥쑥 지식 충전소
 열린 세상 생생 정보
 한눈에 보는 이야기
 LINK
 척척 용어 박사
 사례, 잠깐, 알쏭달쏭 Q &
A, 아하! 그렇구나

직업의 세계
 중단원 마무리 (핵심 용어,  중단원 마무리 여행 (게임,
개념 쏙쏙과 토의/토론
스스로 정리)
마인드맵 등)
우리 실력 점검하기
 대단원 마무리 (진로 내비  창의·융합 놀이터
다 함께 하는 창의·체험
게이션으로 정리하기, 체크  대단원 마침표 (내용 정리,
리스트로 확인하기, 문제로
학습
마무리 활동, 평가 문제)
확인하기)

소단원  학습 목표
 학습 목표
 본문 내용 (학습 활동, 전개  핵심 질문
하나 더 읽을거리, 용어
해설, 정리하기, 연결 학 다양한  활동 해보기
활동  정보 플러스
습 및 관련 누리집)
자료  토론 활동
 생각 넓히기
 조사해 보기
 창의·인성
 창의·융합
 체험 활동

중  창의 열기 (이야기, 만화, 활동 등)  주제 도입 (생활 속 이  중단원의 소개 (핵심 용  중단원 도입 (학습 목표, 생  중단원 도입
야기)
어, 생각 열기, 생각 나
각 열기, 핵심 용어)
단
누기)
원

전개

도
입

대  나만의 학습 목표 만들기
단
원

A

<표 Ⅳ-3> 출판사별 단원 구성 체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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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목표와 교과서 내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목표
① 자신의 발달과 ②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③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④ 배려와 돌봄을 실천함
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⑤ 관계형성 능력과 ⑥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가정교과서의 핵심개념 ‘발달’ 영역 목표
출판사

A

학습목표






청소년의 신체 발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적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성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관련성
1
1
1, 3
1
5, 6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과 자신의 발달 특징을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1
3
5
5, 6

C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나의 신체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성, 임신, 피임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 문제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다.
성적 자기 통제력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건강한 동성 및 이성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1
1
1
3
1
1
5, 6
5

D








청소년기의 신체적, 지적, 정서·사회적 발달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기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행동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특성을 알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성적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바람직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우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B






E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정서적·사회적 발달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발달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여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1

1
1
3
1
1
5
1
1
1
3
1
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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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취기준과의 관련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영역별 성취기준과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내용 및 학습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성취기준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
력으로 지식과 기능을 구조화하여 반영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지식 뿐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할 수행 능력을 성취기준으로 강조하고 있
다. 이상의 기준을 토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에서는 각각의 성취기준에 대해 성취기준
키워드를 내용과 기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에서 제시하는 중학
교 가정 교과 중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 대한 성취기준 키워드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중 핵심개념 ‘발달’의 성취기준 키워드
내용
요소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청소년기
성과
친구관계

성취기준

성취기준 키워드
내용

기능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소년기의 발달 특징과
자신의 발달 특징을 연결 지어 이해한다.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발달 특성

이해/탐색/설명

청소년기 또래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또래 문화,
친구관계

이해/분석/설명
/제안

청소년의 성적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한다.

성적 발달,
성 가치관

이해/탐색/추론
/판단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에서 제시한 성취기준 키워드를 기준으로 각 출판
사별 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각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학습활동1)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질 좋은 교과서란 교육과
정에서 제시하는 학습 내용 요소를 잘 반영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조직되어야하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활동은 교과의 교육목표 달성이나 학습자의
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이경애, 2013). 모든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습 내
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동일한 학습 내용 요소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차이는 학습 활동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교과서별 학습 활동과 성취기
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의 달성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개념 ‘발달’에 대한 성취기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우선, 청
소년기 발달의 특징에서는 5개의 교과서 모두 발달 특성에 대한 학습 활동이 가장 많은 것을
1)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학습활동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설명하고, 작성하고,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는
활동 모두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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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는 발달 특성이 신체발달 뿐만 아니라 정서 및 사회성 발달도 포함하고 있어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에 비해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A 교과서의 경우 세 가지 성취기준 키워드에 해당하는 활동을 모두 제시하였고 설
명하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B 교과서 역시 세 가
지 성취기준 키워드에 해당하는 활동을 모두 제시하였고, 특히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학습 활동이 해당 개념의 이해 및 적용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C 교과서의 경우
자아정체감과 발달 특성에 대한 학습활동을 하나씩 제시하여 간결하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측면도 있으나 타교과서에 비해 학습 활동의 양이 적어 다양한 기능 활용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D 교과서의 경우 발달 특성과 관련되는 활동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의 활동들이 실
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연계되어 있지만, 해당 학습 요소와의 관련성이 다소 약한 활동들도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 교과서의 경우 발달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 활동이 포
함되어 있으며, 설명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탐색하는 기능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성과 친구관계에서는 5개 교과서 모두 또래문화보다는 친구관계와 관
련된 학습 활동이 많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인 왕따 문제 및 이성교제와 관련
된 내용이 친구관계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 교과서의 경우 또래문화와 친구관
계에 해당하는 학습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설명하기 기능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 비교
적 제안하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B와 D 교과서의 경우 친
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나,
또래문화에 대한 학습활동이 없었다. C 교과서의 경우 하나의 학습활동만을 제시하여 해당
성취기준 달성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 교과서의 경우 또래문화와 친구관계에
해당하는 학습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광범위한 친구관계의 내용을 다루어 왕따 혹은 이성교제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활
동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성적 발달과 성 가치관 내용을 살펴보면, E를 제외한 교과서들
은 성적 발달과 성 가치관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이해하기와 탐색하기
의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교과서들이 성
가치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D 교과서의 경우 성적 발달을 이
해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C 교과서의 경우 성 가치관과 관련하여
추론하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다. 교수‧학습 방법과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2017)에서 기술·가정 교과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
는 문제해결 교수·학습 방법, 프로젝트 교수·학습 방법, 실습 중심 교수·학습 방법, 협동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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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을 중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된 활동은 <표 Ⅳ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5종의 교과서 모두에서 협동중심 교수·학습 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
났다. 주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 해보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식의
형태가 많았다. 다음으로, 문제해결 교수·학습 방법의 경우 친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선택하며 평가해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적용
되었다. 프로젝트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된 활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중심 교수·학
습 방법은 면 생리대 만들기 등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것과 역할극이나 체험을 통한
반복적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다.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B교과서의
경우 짧은 지시문이어도 ‘모둠별로 함께 이야기해보자/친구와 함께 해보자’라는 식으로 활동
이 작성되어 있어 교사로 하여금 협동 중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A교
과서의 경우 프로젝트와 실습중심 교수·학습 방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D교과서는
만들어보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많아 오히려 수업에서 모든 활동을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판된 5종의 중등 기술·가정 교과서의 인
간발달과 가족 영역 중 핵심개념 ‘발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교과
서별 단원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성취기준, 권장 교수·학습
방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과 이에 대한 논의 및 본 연구의 제
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교과서 중 4종은 핵심개념에 따라 비슷한 대단원명이 기술되어있으며, 중
단원 역시 대단원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들 간에 비슷한 단원명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소단원
은 4∼7개로 구성되었고 단원명도 교과서 간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소단원 없이
다른 핵심개념과 함께 중단원까지만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분량은
가정생활 교과서 전체 대비 24.59%에서 3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기술 가정과의 교
수학습 방향에 따르면 각 분야의 영역별로 균형 있는 편성 및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분량이 양적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해당 영역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및 실제적인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교과서의 양적 측면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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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년기
성과
친구
관계

청
소
년
기
발
달
의
특
징

내용
요소

A

B

C

교과서
D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법 이야기해보기
 건강한 친구관계 만들기
 내가 만든 명언
 멋진 내 친구 소개하기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왕따 체험하기
 건강한 친구 관계 유지 방
있는 대상에 대해 쓰기
안 설명하기
 또래 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기
 우정을 쌓기 위한 활동 생
각하고 실천해보기

친구
관계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친구 ‘가나다’ 사전 만들기
 친구 들여다보기
 사이버 불링 가해자의 주장
비판해 보기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돕
는 나의 하루’ 주제로 일
기 쓰기

 청소년기 또래문화 특징
설명하기

또래
문화

 자신에게 나타난 신체변
화에 표시하기
 내 모습 사랑하기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
할지 적어보기
 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시
짓기
 청소년 발달 신문 만들기

 자신의 신체 변화 기록하기  나의 성장 현황 확인하기  내 몸의 변화 알아보기
 신체 관련 문제로 고민하  자기중심적 사고 경험 쓰기
는 친구 응원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만들기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 생각해보기
 나의 감정 표현하기
 성장급등과 청소년기 이
후 신체적 특징 설명하기
 청소년기 인지·사회성 발
달 설명하기

발달
특성

 나와 친구의 신체적 변화 써
보기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해 적어
보기
 ‘남편은 벌을 받아야 하는가’
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인사이드 아웃’을 토대로 감
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만다라 컬러링 해보기
 ‘동조 실험’을 읽고, 또래 압력
에 의해 동조되었던 경험담
이야기해 보기

E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찾아보기

자아  자아정체감 의미 설명하기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  ‘나를 찾아서’에 대한 내용 적 
정체감
을 위한 방법 써보기
구인지 적어보기
어보기

자아  자아존중감 의미와 영향  긍정 돋보기, 부정 돋보기
존중감
설명하기
를 활용한 자신의 모습 살
펴보기

성취
기준
키워드

<표 Ⅳ-6> 핵심개념 ‘발달’에 대한 성취기준과 관련된 각 교과서별 학습활동 내용

내용
요소
 이성교제 찬반 토론
 이성친구와의 문제에 대
한 고민 상담해 주기
 폭력없는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또래 상담사 되어 보기

B

C
 이성 교제 예절에 대해 토의
하기
 이성 교제 관련 주제에 대해
적어보기

D

 성에 대한 궁금한 점 적어  ‘성’에 대해 생각나는 것  남녀가 함께 임신부 체험  청소년의 성 문화 연구에 대 
보고 답 조사해 보기
적어보기
하기
해 적어보기
 청소년기 성적 발달 특징  청소년 성 문제에 대해 토
 나의 성 지식 점수 알아보기
과 수정 및 임신과정 설명
론하기
 성에 대한 나의 생각 써 보기
하기
 면 생리대 만들기
 성교육 미니북 만들기
 남녀의 생식 기관 퍼즐 맞추기
 주사위 게임하며 성과 친구
관계 이해하기

A

교과서
E

성
 배려하는 성 가치관 형성  나만의 청소년 성 수칙 세  성을 상품화한 매체를 찾  양성평등한 픽토그램 제작하기  청소년기 건강한 성적 성
가치관
하기
워 보기
아보기
숙을 위해 필요한 바른
 양성평등 대안 광고 만들기
몸가짐에 관해 이야기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항  바람직한 성 가치관 형성  청소년기 성 행동의 결과  음란물의 문제점에 대해 적어
보기
목에 표시하기
하기
적어보기
보기
 10대 임신에 대해 적어보기  성에 대한 건강한 마음 기
르기

성적
발달

성취
기준
키워드

협동
중심

프로
젝트
실습
중심

문제
해결

교수‧
학습
방법

A

 성 상품화한 자료를 찾아
보고 문제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학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 보자.
 이성교제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자.

 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적
어보고 답을 조사해 보자.

 친구와의 친밀감을 높이
고, 우정을 쌓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여
친구와 함께해 보자.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반 토론해 보자.
 모둠별로 생각한 학교 폭
력 예방 방안을 모두 모아
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하는 세 가지 방안을 선택
해 적고, 발표해 보자.
 청소년 성 문제 중 모둠별
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
여 서로의 생각을 토론해
보자.

 면 생리대 만들기

B

 남녀가 함께 임신부 체험
하기
 청소년기에 키가 잘 자라
는 방법에 대하여 친구들
과 이야기해 보자.
 나의 장점에 대하여 친구
들과 이야기해 보자.
 성을 상품화한 광고에 대
하여 친구들과 토의해 보
자.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방
법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
 또래 문제 또는 왕따 문제
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하여 토
의해 보자.

 사례를 통한 우리 생활 속
문제해결하기(또래 압력)

C

출판사
D

 내가 감정을 느끼게 된 사건
또는 상황을 친구와 함께 말
해보자.
 모둠별로 양성평등 대안 광
고를 만들어보자.
 음란물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자.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
자.
 이성 교제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토의해 보자.
 사랑을 할 때에 느끼는 감정
에 대해 모둠 구성원과 생각
해 보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란?’의 주제로 공동체 서클
활동을 해보자.
 ‘남자, 여자 성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주제에 대해 모둠
별로 토론해 보자.

 성교육 미니북 만들기

<표 Ⅳ-7> 교과서 내 활동의 교수·학습 방법 분석

E

 모둠별로 청소년의 발
달 특성에 대한 신문을
만들어 보자.

 사례를 읽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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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과서 단원 구성 체계를 살펴본 결과, 도입 부분에서는 대단원과 중단원 중 한 곳에
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대단원과 중단원별로 학습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학
생들이 학습 내용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며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목표를 작성하
도록 하는 방법 역시 학습자 중심의 수업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단원 도
입에서는 해당 단원과 관련된 실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학생
들의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개 부분에서는 출판사마다의 특징이 잘 드러
나며 학습 내용을 보조자료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후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활동을 설계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창의·융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마무리
부분은 평가문제만을 제시하는 것보다 다양한 게임이나 퍼즐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단원과 관련된 타교과와의 융합 활
동, 심화 학습 자료, 학생들의 진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도 추가한다면 보다 질 좋
은 교과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세부목표와 교과서 내 학습목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발달에 대한 이해 및 관계형성 능력 목표가 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
은 핵심개념 ‘발달’에 해당하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된 빈도가
낮아 추후에는 그 중요성이 학습목표에서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교과서에서는 청
소년의 발달에 대한 지식 획득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마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르는 데까지 그 목표를 확장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 내 학습활동과의 관련성의 경우에는 발달 특
성과 친구관계에 대한 학습활동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특성
이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을 포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주제이고, 청소년들이 친구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 고민들을 활동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성 가치관은 모든 교과서에서 활동으로 다루고 있어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성 가치관을 형
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에는 상대적으로 활동이 부족한 자아
존중감과 또래문화의 활동이 보완되어 성취기준의 키워드별로 고른 활동이 이루질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5종의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교수·학습방법은 협동중심
교수·학습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의 주제와 상황에 따라 여러 토론 모델과 협동
학습 모델을 적용한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과 자아정체감 형성은 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할 것이 권장되지만(교육부, 2015a)
프로젝트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활동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포트폴리오나 UCC 제
작 등의 활동과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진행된다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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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술‧가정 교과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내용 분석: 핵심개념 ‘발달’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12종 중 5종의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후연
구에서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서도 분석한다면 보다 다양한 교과서간의 비교 자료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교과서 목표와 교육과정 목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학습활동을 기준으로 성취기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데에는 연구자들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학습활동만으로 성취기준의 달성여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내용을 분석하
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달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
육과정이 실제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를 알려주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실제 교육현장
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
로 교수 및 학습 역량에 대해 살펴본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 활동 및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가정 교과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중 발달이라는 핵심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서 활용방안
및 향후 교과서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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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ontents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Area
of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in Accordance with the 2015 Revised Curriculum:
Focused on Core Concept ‘Development’
Kim Kyungmin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Song Jieun
Ph. D. Student,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contents of the middle school Technology-H
ome Economics textbook dealing with the core concept ‘Development’ based on the 2015 r
evised curriculum. The subjects were 5 textbooks from the twelve middle school ‘Technol
ogy-Home Economics’ textbook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most te
xtbook used ‘Adolescence development and understanding’ as a chapter name. Second, eac
h unit structure has various picture, graphs and activities to make interesting class to stu
dents. Finally, 5 textbooks include goals of self understanding, positive self-identity, relati
onship building and problem-solving. Also, various activities help students accomplish achi
evement standard 2015 revised curriculum oriented. And cooperation focused teaching-lear
ning methods were used the most.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the contents
of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and propose improvement directio
n of future textbooks reform.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Technology-Home Economi
cs textbook contents analysis were also provided.
Key Words: 2015 revised curriculum,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
xtbooks analysis,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Area, Core Concep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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