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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등학교 교사의 실과교과 내용 역별

요도,지도 능력 인식 교육 요구도 조사

김 은 정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실과교육 공

지도교수 김 용

본 연구는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을 심으로 제주 지역의 등 교사를 상

으로 실과교과의 역별 목표에 따른 교사 집단 간의 요도,지도 능력 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해서 수행되었다.

이 조사 연구를 하여 등 교사들을 상으로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가정생활’,‘기술의 세계’2개의 역에서 설문지를 자체 제작하여 활

용하 다.

교사 집단 간의 인식 비교에서는,교직 경력 10년 미만의 교사 집단과 교직 경

력 10년 이상의 교사 집단으로 나 어 비교하 으며,총 1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고,160부를 회수한 결과 160부 모두 통계 분석이 가능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

다.수합한 자료는 SPSS10.0으로 통계처리 하 으며,기술 통계치와 t검증(α=

.05,양방향)을 실시하 다.

이 조사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5학년 실과교과에서의 요도 인식에서는 ‘쓰 기 처리와 재활용’(M =

4.14),‘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M =4.08)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생

활 속의 목재 이용’(M =3.17),‘목제품 구상과 만들기’(M =3.17),‘나의 생활과 옷

차림’(M =3.48)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교직 경력 별 요도 인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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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력의 교사 집단과 10년 미만 경력의 교사 집단 간에 ‘나의 생활과 옷

차림’(p=.033),‘생활 속의 식물’(p=.002)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도 능력 인식에서는 ‘쓰 기 처리와 재활용’(M =3.88),‘사이버 공간의 특성

과 윤리’(M =3.85)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목제품 구상과 만들기’(M =

3.03),‘생활 속의 목재 이용’(M =3.06)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교직 경력별

지도 능력 인식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 집단과 10년 미만 경력의 교사 집

단 간에 ‘꽃이나 채소 가꾸기’(p=.001),‘간단한 조리’(p=.003)등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6학년 실과교과에서의 요도 인식에서는 ‘나의 미래와 진로’(M =4.14),

‘일과 직업의 요성’(M =4.07)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M =3.15),‘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M =3.27),‘간단한

자 회로 꾸미기’(M =3.33)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도 능력 인식에서는 ‘나의 미래와 진로’(M =3.87),‘정보를 활용한 생활’(M =

3.86),‘정보의 탐색과 선택’(M =3.85),‘일과 직업의 요성’(M =3.84)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M =3.06),‘간단한

자 회로 꾸미기’(M =3.13)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교직 경력별 지도 능력

인식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 집단과 10년 미만 경력의 교사 집단 간에 ‘바

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p=.000),‘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p=.002)

등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5학년 실과교과의 교육 요구도 분석 결과는 ‘양과 식품’(1.07)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나의 생활과 옷차림’(-0.2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6학

년 실과교과의 교육 요구도 분석 결과 ‘기· 자용품의 사용과 리’(1.12)에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0.09)는 교

육 요구도가 가장 낮았다.교육 요구도 분석 결과 교사들이 다양한 실천 경험의

기회를 쌓아서 지도 능력을 높여야 되겠다고 단되며,교육 요구도가 낮게 나타

난 것은 지도 능력이 높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주요어:교육 요구도,실과교육,실과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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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실과는 학생들로 하여 여러 가지 일의 성격을 이해하게 하며,일을 수행하는

데 기 기능을 체험 으로 익히게 함으로써,유능한 생활인으로서의 건 한 생

활 태도를 기르고 실의 생활과 미래의 변화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교과이다.

한편 학생의 실태,지역 학교의 실정에 따라 지도 내용의 비 과 지도 시간,

지도 형태를 달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교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노인 문제,가족 가치

의 부재 혼재로 인한 이혼율 증,가정 폭력,청소년 범죄 등 다양한 가족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 문제로 확 되고 있다. 한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의복과 주거 환경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받고 있어,지속 가능한 삶을 한 의

생활,식생활,주생활,소비 생활의 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실하다.

실과교육은 학생들이 일과 노작의 요성을 알고 실천 인 활동을 통하여 생활

향상을 꾀하려는 교과이니 만큼,그 내용도 우리의 생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일의 바탕 에서 존재하므로 학생들에게 일과 인간 계를 이

해시키고,일을 하기 한 기 작업을 익히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시키

는 것은 물론,미래의 비교육으로도 요하다.

실과의 교육목표는 ‘개인과 가정 산업 생활의 이해와 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

능을 습득하여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고,정보화,세계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를

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로 되어 있다(교육부,1998,p.168).그래서

등학교 실과교육은 실과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실천하고 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며,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동 이고,인간 이며 자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간으로 기를 수 있다.더 나아가 속하게 변화

하는 정보화 사회에 비하는 국제인,세계인으로 키우는데 가장 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과교육은 요하고 등학교에서 꼭 해야 한다.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에서는 역이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의 2개의

역으로 구성되었다.국가·사회·시 의 요구나 상황을 반 하고 7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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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을 해결하여 학교 장에서의 문제 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흥

미와 심을 갖도록 생활과 련된 문제를 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도록 하

다( 국교육 학교 실과교과교육연구회,2009).

오늘날 학교 실정을 살펴보면 실과교육에 한 교사 자신의 흥미나 심이 부

족한 편이며 학습내용이 어렵고 내용 구성이 실과 거리감이 있음을 느낀다.

한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의 미숙,수업시간과 실습실,학습자료 부족 등으로 실험

·실습이나 교과 본질에 맞는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려면 학생들보다 교사들에게 실과교육에 한 인식과 실제 으로 지

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나 학부모의 실과교육에 한 의식 문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교사들

에는 이론 으로 당히 가르쳐도 된다고 인식하여 안 해도 되는 주변 교과 정

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지며,학부모도 주지교과에 해서

는 심이 지 하나 실과교육에 해서는 좀 못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

고 있다. 한 실천 심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경험이 아닌 이론 지식

습득으로 인하여 이력, 응력이 부족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실이다.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는 교육환경의 개선,교사들의 지식 심의 교과 지양,실천과 노작 심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과교육은 입시 주의 주입식 교육,근로 경시 풍토의 통 인 인식 등 사회

원인 실습시설 설비의 부족,실습 비의 어려움,시간 부족 등의 환경과 부

한 교육과정 편성의 이유로 학습 장에서는 실습 주의 정상 인 교수-학

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입식 강의 학습으로 개되면서 주변 교과로 맴돌며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실과교육은 그 동안 교육과정이 개편

될 때 마다 시간 배당이나 학년 편제가 수시로 변하고 운 상에도 많은 문제 을

안고 있었으며,교수-학습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과 한 업무 속에서 한

교사가 10개 교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엄청난 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오늘

날 학교 교육의 실이라고 하 다(유희섭,2001).

이 연구는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 실과교과 내용의 역별

학습목표에 한 교사들의 요도,지도 능력 인식을 조사하 으며,이를 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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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요구도를 산출하 다.

요도와 지도 능력,교육 요구도를 토 로 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은 교육 내용

을 구명할 수 있도록 하며,실과교육에서의 개선할 을 찾아 실과교과의 내용

역에 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실과교과의 역별 학습목표에 한 교사들의 요도와 지도

능력 인식 교육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장에서 실과교과 지도 시 요구되는

지도 내용이나 운 방법 등 실성이 가미된 실과교육 내용 탐색의 기 자료를

제시하여,효과 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 용에 따른 제주도내 등학교 교육 장

에서의 교사들의 실과교육에 한 요도,지도 능력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기

로 하여 교육 요구도를 산출하는 것으로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2007개정 교육과정의 실과교과 역별 학습목표에 한 교직 경력별 등학

교 교사들의 요도에 한 인식 정도를 구명한다.

나.2007개정 교육과정의 실과교과 역별 학습목표에 한 교직 경력별 등학

교 교사들의 지도 능력에 한 인식 정도를 구명한다.

다.2007개정 교육과정의 실과교과 역에 한 요도,지도 능력 인식을 기

로 등학교 교사들의 교육 요구도를 산출한다.

3.용어의 정의

교육 요구도

본 연구에서의 교육 요구도는 실과 교육과정 운 에 한 교사들의 인식 수

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를 의미하며,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하여 교사들이 재교육의 필요 정도를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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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제주도내 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실태를 조사하 다.그래서 이

결과를 국에 있는 교사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 5 -

Ⅱ.이론 배경

1.실과 교육과정의 개념

가.실과교육의 개념

실과교육의 개념은 사 ㆍ어원 의미,교과가 담고 추구하고 있는 교육 목

표,그리고 교과가 담고 있는 교육 내용,그리고 교과의 방법론 인 측면에서

상을 도입 규정하는 속성에 따라 구체화할 수 있다.

실과교육에서 실과는 Res(羅) 는 realien(獨)의 語義에서와 같이 실제로 존재

하는 것(사물,sachen)을 뜻하는 말로,자연과학 기술 등 실물상의 지식을 다루

는 교과로서 인문(liberalarts)과 구분하여 불려졌다.역사 으로 볼 때 세 유럽

에서는 산수,기하,음악,천문과 같은 역에까지도 생업 인 것에 포함시켜 실과

(artsreales)라 불 으며,18세기 독일에서는 수공 교육을 실시하던 實科學校

도 있었다(곽상만,1988).

이러한 어원 인 논의는 실과의 개념이 ‘실천 ,실천과학 학문’이라는 개념

요소가 포함된다.즉,實科에서 ‘實’에 담겨 있는 의미는 사 으로 추론하면

實踐的인 것,實在的인 것,實物的인 것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 실과교육은 통 으로 그 학문 역이 다소 응용과학 이며 직업 성격

이 강한 가정,농업,공업,상업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교양 교육

성격을 강하게 부각하여 가정학,생명과학,기술학,정보공학의 네 학문 역으

로 발 해 왔다.

실과교육은 그 역에 있어서 농업,공업,상업,가사 등의 역을 확인하고 있

지만,직업교육이 아닌 교양 교육 성격을 제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사회와 계 회복 등의 실과교육 목 이 갖는 의미

는 직업 성향보다 내면화될 수 있는 일반교양 교육 성향을 구체 으로 제시

하고 있다.이는 학문 요소를 보다 많이 통합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제7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에서 실과교육은 교양교육으로 볼 수 있다.

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과교육은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과목표별

로 개념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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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교육은 개인과 가정,산업생활의 이해와 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

득하여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고,정보화ㆍ세계화 등 미래사회에 처할 수 있

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하여 정보공학(informationtechnology),교양 농업

(generalagriculture),기술학(technology),가정학(homeeconomics)의 모학문에

기 하여 진로 탐색 교육,생활 기술교육,생활,환경교육의 내용을 체험,창의

탐구,생활문제 해결, 동 일의 수행에 바탕을 둔 교육방법을 추구하는 비직업

교양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실과교육의 성격

실과교육의 성격 규명은 곽상만(1988),김진순(1990),최유 (1997),최정혜

(1997),이무근(1998)등에 의하여 개념화되어 왔다.

<표 Ⅱ-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과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할 수 있다.

실과는 응용 교과 종합성과 실천성을 가진 교과이다.구조 으로는 ‘종합

구조’와 ‘실천 구조’를,기능 으로는 ‘종합 작용’ 는 ‘실천성’을 지닌 교과로 규

정하고 있다.

<표 Ⅱ-1>기존의 실과교육의 성격 규명

성격의 규정 연구자

생활교과,기능교과,종합교과
곽상만(1988)

최정혜(1997)

교양교육 인 생활교육,노작활동 인 기능교육,생활실천 인

종합교육
김진순(1990)

실천성을 부여하는 기능,기술성을 부여하는 기능,창조성을

기르는 기능
곽상만(1998)

종합 구조,다가치 구조, 심 구조 곽상만(1998)

생활기능교육,산업기술 환경 교육,소비자 교육,생애교육 이무근(1998)

주.출처 실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Ⅰ. 국교육 학교 실과교과교육연구회 편.p.17.

이 체와 부분은 계를 지니면서,상호유 하여 실생활 는 가정생활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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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발 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과 같다.생명체는 생존을 한 행동 기능

을 지니고 있으므로 행동 구조를 가지는 것도 유사하다.유기체에서의 구조와

기능은 일체이고,분리 요소를 갖는다.이와 같이 실과는 종합 체질과 실천

행동력을 지닌 ‘산 유기체 교과’이다.따라서 실과는 구조 성격 측면에서 종합

구조,다가치 구조,인간 심 구조로 특성화할 수 있고,기능 측면에서

실천성을 부여하는 기능,기술성을 부여하는 기능,창조성을 기르는 기능,구조

에서 종합 구조,다가치 구조,인간 심 구조로 규정할 수 있고,교과

특성 측면에서 생활교과,기능교과,창조 인 종합교과로 규정하 다(곽상만,

1988).

실과교육은 지식의 구조 측면에서 ‘통합 지식교과’,교육목표의 측면에서 ‘교

양 교육 생활교과’,그리고 교육의 방법 측면에서 ‘창조 노작교과’로 재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최유 ,2001).

통합 지식교과의 의미는 실과교육은 다른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습득된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체계에서 분류·조직하여,

통합 인 계와 질서를 발견하는 교과임을 강조하고 있다.그래서 이러한 성격

진술은 단순한 물리 ‘종합’이 아니라 ‘통합’의 의미로 되살아나야 한다.

비직업 교양교육(non-vocationaleducation)을 제로 한 실과교육은 생활과

한 련을 맺고 있는 교양교육 생활교과이다.그러나 실과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직업 비의 탐색교육(pre-vocationaleducation)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이는 직업 탐색 교육의 의미는 실과교육이 생애교육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창조 노작교과의 의미는 방법 측면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자

세하게 말하면,단순한 신체 활동의 수 에서 머무는 활동인 노동이 아니라 창

조 변용 가능성이 열린 실천 노작활동과 기존의 것을 그 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 기술성의 본질 특성을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탐구 생활문화 기술 교과라는 의미는 학습자원의 일반성과 다양성을 표 한

것으로서 학습 자원의 선정과 조직에 매우 요한 요소이다.왜냐하면 실과교육

이라는 의미는 학습자들이 가치 있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데 을

두고 있다.따라서 실과교육 내용 요소는 일반 들이 향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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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양 요소로 구성되어있다.그러므로 우리 생활 주변 학습자원의 탐구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실과교육을 통해서 가치(도덕 ,심미 )있는 생활기술과 생

활문화를 습득하여 실생활에 변용하고, 용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

이다.

실과교육의 성격을 통합 에서,지식의 구조,교육목표,교육방법 측면에

서 재분류하여 합의된 통합 의미로서 성격을 재개념화하면 <표 Ⅱ-2>와 같다.

<표 Ⅱ-2>실과교육 성격의 재개념화

성격의 지식구조의 교육목표의 교육방법의

기존 성격의 구성

요소

종합교과

통합 지식

종합 구조

산업 기술

환경

생활문화기술

교양교육 생활교육

다가치 구조

인간 심 구조

소비자교육

생활문화(다문문화)

기술의 이해

창조성

문제해결

노작

실천성

기능

생활기능

기술성

생활문화기술

실과교육의 성격
통합 지식교과

생활문화기술

교양교육 생활교과

생활문화기술 습득

창조 노작교과

탐구 생활문화실천

주.출처 실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Ⅰ. 국교육 학교 실과교과교육연구회 편.p.18.

다. 등 실과교육의 학문 체계

등학교의 실과교과는 학문 인 체계에서 과학과 응용면에서 혼선을 빚고 있

다.그러나 학문 인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문 인 체계가 정립되

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다.

실과교육은 학문분류체계상 상 역인 사회과학의 교육학에 포함되며,하

역으로는 등 실과교육으로 세분된다.실과교육은 실생활과 일,그리고 직업

세계와 한 계가 있는데,실생활이나 직업 세계는 학교와 조 인 개념을

갖는다.따라서 실과교육은 학교를 통해서 기 인 지식과 정 이고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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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형성하여 실생활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교과가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

(lifelongeducation)과 생애교육(careeredu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평생교

육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교육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생애교육은 직업인이 되기 해서는 체계 인 교육을 받

을 필요가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해서 받는 교육을 생애교육

이라 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vocationaleducation)이라고도 한다.

실과교육의 학문 구조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근할 수 있다.그

하나는 다른 과학 는 학문 세계와 련하여 실과교육의 치를 조망하는 방법

이고,다른 하나는 실과교육 자체가 담고 있는 지식의 구조를 탐구하는 방법이다.

김 기,류청산(1996,p.21).은 등 실과교육의 학문 체계 연구에서 등 실

과교육의 학문 치를 논의하 는데,실과교육은 학문 분류 체계상 상 역

인 사회과학의 교육학에 포함되며,하 역으로는 등 실과교육과 등 실과교

육으로 세분된다고 밝혔다.

교육을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으로 는 평생 교육과 생애 교육으로 분류할 경

우, 등 실과교육은 생애 교육의 일부분으로서 생애에 한 자각 는 인식

(careerawareness)의 단계에 해당하는 교양 교육 차원의 직업 교육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김 기,류청산,1988,p.2).

등 교과 교육학의 연구 역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근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등’,‘교과’,‘교육학’이라는 세 가지의 개념이 복합된 것이며, 하나

는 ‘등’과 ‘교과 교육’이라는 두 개념이 복합된 개념이다. 자는 등 교과 교육

학이 등 교육 이론,교과 이론,그리고 교육 일반 이론으로 구성되며,후자는

등 교육 이론과 교과 교육 이론으로 구성되는 학문이다.교육 이론을 일반 이론과

특수 이론으로 구별할 때 자는 교육 일반 이론(교육학)과 특수 이론( 등 이론,

교과 이론)으로 구성되며,후자는 교육 특수 이론만으로 구성된다(김용식,1994,

p.2).

등 교과 교육학의 낱말의 구성상 등학,교과(내용)학,교육학의 세 학문

역과 한 련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등 교과 교육학은 세 역의 단순

결합은 아니다.그 학문들의 바탕에 둔 제 4의 별도 학문이어야 한다.교과 교육

이 단순히 교과 내용 학문과 교육학 일반 원리의 결합이라고 여겨질 때 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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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허숙,1995,pp.9-10).따라서 실과교육 교육학은 교

과로서의 실과와 교육학에 바탕을 둔 독자 인 학문 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 으로 등 교과 교육학은 세분화된 내용을 통합하기가 쉽지 않고,학문

의 독자성을 갖기 하여 의 논의는 ‘등 교육학’과 ‘교과 교육학’이 단순한 결

합이 아닌 별도의 통합된 교육 특수 이론의 학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논의의 을 ‘등 실과교육 교육학’으로 한정한다면,‘등 교육학’과

‘실과교육 교육학’이 통합된 학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실과교육 교

육학의 학문 기 는 다음의 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등 교육은 후속되는 교육의 바탕이 되는 기본 인 기 교육으로 기 기능

(독,서,산),생활 기능,탐구 창조 기능,공민 자질과 공동체 의식,자아 개

념 형성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특히 등 교육의 생활 교육 학습 활동은 학생

들의 직 인 체험,실험이나 찰,조사,수집,노작,견학 등의 생활 경험과 연

결하여 지도하는 경험 교육이 필요하다(허숙,1995,p.11).여기서 실과교과는

‘생활 기능과 탐구 창조 기능’에 합한 교과로 볼 수 있다.

교과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학문은 그 나름 로의 탐구 주제와 내용 그리고 탐

구의 방법론을 갖는다.내용 학문의 성격은 그 학문의 탐구 활동에서 주로 요구되

는 지 활동의 양식(principalmodesofintellectualactivities)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허숙,1995,p.13).

․실증 양식,사실 진술,경험 학문

․논리 양식,형식 진술,논리 학문

․도덕 양식,가치 진술,규범 학문

․심미 양식,심미 진술,심미 학문 등

실과교육의 학문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에서 논의되어야 한다.우선 등

수 의 실과교육은 등 수 에서는 기술․가정과 교육으로 학문 연계를 지니

고 있다.이와 같은 에서 보면 실과교육의 모학문은 기술학(technology

education)과 가정학(homeeconomics)으로 별될 수 있다.그러나 등 실과교

육의 측면에서 보면 통 으로 가정 과학,생명 과학,설계․기술,정보 기술 등

으로 학문 구조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엄 히 말하면 이 두 가지 근은 같은



- 11 -

맥락에서 볼 수 있다.여기서 설계․기술의 학문 바탕은 기술학에 두고 있다.

기술학은 기술 자체의 본질 특성 이해로 고도화된 기술 문명 사회에서 응

할 수 있는 기술 교양을 강조하는 교양 기술 교육의 원천이다.그리고 기술학의

역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물기술,제조기술,건설기술,수

송기술,정보통신기술의 다섯 가지 역은 등학교 수 의 학문 구조와 매우

히 련되어 있다.이들 각각의 기술 역에서 등학교는 기 인 기술의

인식 등을 다루게 하 으며,제7차 실과 교육과정 역인 가족과 일의 이해,생활

기술,생활자원과 환경 리는 실과교육의 학문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최유

,1997).

한편 Lux와 Ray(1966)는 인간의 지식에 한 지 까지의 견해를 검토한 결과

네 가지 독특한 지식의 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그들은 사실 는 기술

지식(eventordescriptiveknowledge;물리,화학,생물,사회과학 등),평가

는 규범 지식(valuationorprescriptiveknowledge;미술,인문학),형식

는 구조 지식(formalofstructuralknowledge;수학 논리학 등),실천과학 지

식(knowledgeofpracticeorpraxiologicalknowledge)등의 상호 배타 인 지식

이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들은 실천과학 지식을 지식의 독특한 역으로 확인하 을 뿐만 아니라 그

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실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김진순,1990,

p.35).

여기서 실천과학(praxiology)은 가치 있는 목표를 효율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행동 방법을 다룬다.실천과학을 의미하는 ‘praxiology'의 용어는 실천이

나 행 를 의미하는 희랍어의 'praxis'에 체계 연구를 의미하는 ’-ology'가 결

합된 것이다.이 실천과학은 실천에서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목 이 있

으므로 단순히 기술 지식이나 평가 지식과는 구별된다.실천과학에서는 “왜

이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가”,“실행의 조건이 바 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

는가?”,“두 방법 어느 것이 더 효율 인가?”등에 한 해답이 축 된 지식을

다룬다(류창렬,1994,pp.35-36).

따라서 실과교육의 학문 구조는 그 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며,기

술학과 가정학의 ,가정학,설계․기술,생명과학,정보공학의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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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모학문의 실천과학 통합 근을 강조하는 실천과학의 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2.실과 교육과정의 변천

가.제 1차 실과 교육과정기(1954∼1963)

제 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등학교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 령은 우리나라가 독립 한 후 처음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교육

과정의 기틀이 되었는데,이 교육과정 기 령에서는 지 까지 도화 공작,조리 재

,가사 등으로 되어 있던 내용을 정리하여 ‘실과’로 통합하고 재와 같은 교과

로 확정되었다.이 시기 실과는 과거에 분과되었던 개념을 일소하고 종합 으로

다루며 특수한 단원을 제외하고는 남녀 구분 없이 학습하도록 강조하 다.그러

나 기능의 습득에서는 남녀에 구분을 두어 지도하도록 하 다.즉 1956년 4,5학

년 교과서와 6학년용은 남자용,여자용으로 구분하여 편찬하 고,교과 내용

에서 ‘○’표 한 것과 ‘X’를 한 것,표시가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표는

남자에게만,‘X’는 여자에게만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

다.1956년에는 4,5학년 실과교육서와 6학년용은 남자와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편

찬 사용하 고 그 후 1960년에 실과교사용 지도서 4,5,6학년용이 편찬되었다.

나.제 2차 실과 교육과정기 (1963∼1973)

1963년부터 1973년까지가 제 2차 실과교육과정기인데,이 시기의 실과교육서의

내용은 가사,공업,농업,상업,수산업 등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련되는 기

인 내용을 선정하 다.그 내용과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 실과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에 한 태도를

기르고 자기 스스로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처리하고 생활화할 기 인 이해와

기능 태도를 길러,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실천 력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 다.

다.제 3차 실과 교육과정기 (1973∼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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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에서 실과의 재배,사육 등의 비 이 크다는 의

견과 가정생활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종합되어 제3차 교육과정 개정에

서는 가정생활 역과 공작 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면서 내용 역을 재

배,사육,설계 공작,기계기구 조작,경 계산,식품 조리,재 세탁,주택 환

경 생,생활 계획의 9개 역으로 구성하 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지도방향은 모든 내용에 걸쳐 남녀 모두에게 이수토록 하

고 그 내용의 지도는 단순한 노작에 그치지 않고 창의와 능률,실력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동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역 을 두었다.특히 1973년의 교육과정 개

정에 의한 실과교육 목표는 5개항으로 제시되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육을

강조하 다.

라.제 4차 실과 교육과정기 (1981∼1987)

제4차 국민학교 실과교육과정의 개정령이 종래의 부령이 고시로 시행되었고,

제4차 교육과정이 1982년에 용되는데 실과교육은 4,5,6학년에 시행되었으므로

실제 용은 1983년이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실과목표는 종합목표와 학년목표 내용으로 나 어제시

하 다.그리고 내용을 ‘가족의 기능과 역할’,생활기능,소비 약,일과 직업의 이

해의 4가지 역으로 나 어 나선형 교육과정을 취하 다.이 교육과정의 교육목

표는 ‘실생활에 필요한 기 인 일의 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소양을 계발하고,건

한 생활 태도를 확립하게 하여 상황변화에 처하며,사회발 에 기여 할 수 있

는 기본 인 자질을 기른다.’는 문을 내세우고,4개 항의 교과목표와 학년별 목

표 4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 목표 4개항은 ① 원만한 가족 계와 가족 성원으로서의 보람,자조,근면,

동하는 생활의 실천과 인간 계,② 간단한 일에 한 계획과 실천을 통한 생활

기능,③ 일용품의 유통구조 이해, 명한 소비자로서의 자질,④ 직업 세계에

한 심과 직업 존 등이다.

마.제 5차 실과 교육과정기 (1987∼1992)

1987년 6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87-9호에 따른 제5차 실과 교육과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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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산 인 기능과 실천 인 활동을 통해서 학습시켜야 한다.즉 손과 몸을 써서

실제로 행해보는 것이 요하다.

② 가정생활을 학습의 상으로 하고,이에 한 지식이나 기능을 심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③ 생활자원의 합리 인 선택,활용, 리 기능을 익히게 하여 능동 이며 창의

인 가정생활 심의 교육이어야 한다.

④ 산업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하여 실과교육의 내용을 로젝트화와 통합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로젝트법은 실제와 련되어 사회와 계되고 학생

의 필요와 계된다.

제5차 교육과정의 목표 면에서는 ‘실과는 다양하고 포 인 일상생활 주변의

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생활 개선 용에 직결된 과제의 해결에 바탕을 둔 구체

이고 폭넓은 경험을 통하여,개인의 소질을 계발하고 건 한 생활 태도를 익힘

으로써 인 인 발달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시하 다.즉 인간존

의 인본주의를 통한 자립을 한 실천 행동, 동의 생활화,근로 존 의 정신

과 근검, 약의 실천이 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5차 교육과정에서 지도 내용은 생활계획과 리,생활기능,소비와

약,일과 직업의 이해의 역을 제시하고,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지도 내

용을 달리 할 수 있게 하 다.특히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산업 사회 발

에 처 할 수 있도록 하 다.

바.제 6차 실과 교육과정기 (1992∼1997)

1992년 9월 30일자로 고시된 제 6차 실과 교육과정의 개정 은 실천 ,체험

학습을 시했다.즉 다루기,만들기,가꾸기 기르기,건사하기 등의 노작과

기능 활동에 을 두도록 하 다.이에 따른 개정 은 다음과 같다.

첫째,제6차에서는 실과교육의 성격,목표,내용체계,방법,평가 체제로 개정하

여 실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이에 맞는 목표와 내용 체계를 제시하 다.

둘째,제5차 이수 편제를 4,5,6학년에서 3,4,5,6학년 이수 편제로 개정하여

학년의 통합과정과 직 연계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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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실과의 교과목표와 역별 목표 체계를 일상생활에서 실과 학습목표

체계로 명료화하 다.

넷째,내용 역의 구성이 다루기,만들기,가꾸기 기르기,건사하기 등 하기

심의 상 행동 심 체계로 개정하여 실과의 특성과 독자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 다.

다섯째,지도 내용은 주변에 있는 것,쉬운 기능 심으로 선정하되 주당 수업

시수의 감축비율을 감안하여 극히 기본 인 일부에 한정하 다.

여섯째,실과 학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수방법과 평가를 고려했다.

이러한 개정 에 따른 교육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학생의 소질을 계발하고 앞으로의 실생활에 처할 수 있는 기본 인 능력과 태

도를 기르게 하기 하여 첫째,기본 인 공구와 기구를 다룰 수 있게 하며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기 능력을 가지게 하고 둘째,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며 개선할 수 있는 리 능력을 기르고 셋째,일의 체험을

통하여 근로의 가치를 이해하게 하며 근면과 동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데

있다.

사.제 7차 실과 교육과정기(1997∼2007)

제 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고시하 다.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ㆍ정보화 시 를 주도할 자율 이고 창의 인

한국인 육성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 다.

실과는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총론의 기본 정신에 따라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

의 하나로서 등의 기술ㆍ가정과와 하나의 교과 체제로 연계 되었으며,5,6학년

에서만 주당 2시간씩으로 운 되었다.이 시기의 총론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은 10

개의 국민공통기본교과를 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국

민공통교육기간으로 설정하여 이수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실과교육이 3,

4학년 편제에서 빠짐으로써 사실상 그 원칙은 스스로 모순 인 모습을 보 다.

이러한 상은 기존의 총 이수단 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 에서 주당 1시간씩

편제됨으로 인해 실습 등 수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장의 목소리를 반 하

여 이수 학년수를 이는 신,주당 2시간씩으로 이수하도록 한 해결 방법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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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

총론의 기본 입장에 따라 5∼6학년 실과와 7∼10학년의 기술ㆍ가정교과는 하나

의 교과로 인식되고,그에 따라 교과의 성격,목표,지도 내용 등에서 6년간 연계

성,계열성,통합성을 유지하여 편성하도록 하 다.학교 에 따라 5∼6학년에서

는 기 인 수 으로 하고,7∼10학년은 그 상 수 으로 하며,11∼12학년은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을 두어 수 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 다.

실과(기술ㆍ가정)교육과정 개정의 은 기 생활지식 기술의 습득과

응력 제고,일의 가치에 기 를 둔 진로 교육의 충실,정보화 사회에 비한 컴

퓨터 교육의 강화,실천 환경교육의 강화,자원의 합리 활용과 소비자 교육의

충실과 교육과정 운 의 다양화와 효율성 강조 등 6가지 다.

실과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역의 통합화로서 5,6학년의 실

과와 7∼10학년의 기술ㆍ가정 교과의 지도 역을 통합하여 교과의 성격,목표,

지도 내용 등에서 연계성,계열성,통합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둘째,지도 내용의 양과 수 의 정화로서 이수학년이 축소된 과 기술ㆍ가

정 교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 내용을 축소하고 정선하여 학습량을 정화

하 다.

셋째,지도 내용 조직의 체계화이다.내용의 조직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1개 학

년에서만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내용의 양이 많거나 수 을 달리해야 하

는 경우에는 나선형 조직을 병행하도록 하 다.

넷째,국가ㆍ사회 내용 반 이다.인성교육,환경교육,세계 이해교육,통

일교육,보건교육,성교육,경제교육,근로교육,안 교육 등 국가ㆍ사회 요구 사

항을 고려하고 학년별로 진로 인식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제 7차 실과교육과정의 성격의 특징은 생활 심의 실천 교과 성격을 강조하

고 진로 교육 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을 들 수 있다.교과의 목표는

총활 목표와 3개항의 하 목표로 제시하 다. 역별 학년별 목표는 해당 역의

목표가 체 으로 통합 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각 역에서 다루고 있는 하

역의 목표를 나열하 다.

내용에서도 등의 실과와 등의 기술ㆍ가정과와 같은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

다.내용 역은 ‘가족과 일의 이해’,‘생활 기술’,‘생활자원과 환경의 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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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역으로 구성하 으며,각 내용 역에 합한 다양한 지도 방법을 용

하도록 권장하고 평가는 실기 평가와 질 평가에 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아.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기 (2007∼2009)

2007년 2월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고시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

진 것이다.국가 교육과정 체 입장에서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

시·보완 체제를 의도하 고,이를 구축하 다는 것이다.

2007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에는 1,2학년에 용하 으며,2010년 3,4학년,

2011년 5,6학년이 용되었다.

교육과정 개정의 수시·보완체제라는 의미에서 실과 교육과정 개정은 국민공통

기본교과와 국민공통교육기간 등의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등의 기

술·가정과와 한 교과로서의 틀과 연계를 유지하여야 함을 제로 하 다.

실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국가·사회·시 의 요구나 상황을 반

하고,둘째, 행 교육과정 운 상의 문제 을 해결하여 학교 장에서의 문제

을 최소화하며,셋째,실과교육,기술과 교육,가정과 교육의 정체성을 반 하여

구성하고,넷째,학생들이 수업에 흥미와 심을 갖도록 생활과 련된 문제를

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도록 하 다.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성격은 행교육과정에서 · 등 구별 없이 통합 으로 진술되어 있었

던 것에 비해,새 교육과정에서는 실과,가정과,기술과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

도록 공통 인 성격과 특징 인 성격을 구분하여 진술하 다.

둘째,목표는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역 목표를 심으로 구성하 으나,실과

와 기술과 가정과가 공통으로 추구하고 있는 진로교육에 한 목표를 별도로 구

성하 다.

셋째,내용은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으로 제시하 는데,5,6학년 각 7개씩의

역을 두었고,2개의 역 별로도 7개 역으로 구성되도록 하 다.각

역에는 모두 2개씩의 소 역을 두어 내용 요소 제시에서의 양 균형을 고려하

다.

넷째,교수·학습방법은 공통 인 교수·학습방법을 진술하고 역별 지도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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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하거나 생략하여 교사가 창의 인 수업을 운 하도록 하 다. 한 교수·

학습자료에 한 내용과 신설 내용에 한 교수·학습방법의 방향을 제시하 다.

다섯째,평가는 행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진술하 으며, 련항목을 유목화 하

다.

다음의 <표 Ⅱ-3>과 <표 Ⅱ-4>는 제 7차 실과 교육과정과 2007개정 실과 교

육과정의 내용 체계표를 비교한 것이다.

제 7차 실과 교육과정의 내용 역은 ‘가족과 일의 이해’,‘생활 기술’,‘생활자원

과 환경의 리’라는 3개의 역과 16개의 역으로 구성되었다.

<표 Ⅱ-3>제 7차 실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

역 5학년 6학년

가족과

일의 이해

○ 나와 가정생활

ㆍ가정생활의 요성

ㆍ가정에서 나의 치와 역할

ㆍ생활 계획과 실천

○ 일과 직업의 세계

ㆍ가족이 하는 일

ㆍ직업의 세계와 진로 계획

생활 기술

○ 아동의 양과 식사

ㆍ아동의 양과 식품

ㆍ조리기구 다루기

ㆍ간단한 조리하기

○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ㆍ스킬 자수

ㆍ뜨개질

ㆍ손바느질

○ 기 기구 다루기와 자 키트

만들기

ㆍ 기 기구 다루기

ㆍ 자 키트 만들기

○ 꽃과 채소 가꾸기

ㆍ꽃 가꾸기

ㆍ채소 가꾸기

○ 컴퓨터 다루기

ㆍ컴퓨터의 구성

ㆍ자 다루기와 쓰기

○ 간단한 음식 만들기

ㆍ식품 고르기와 다루기

ㆍ밥과 빵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 재 틀 다루기

ㆍ기 박기

ㆍ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 목제품 만들기

ㆍ목공구 다루기

ㆍ간단한 목제 용품 만들기

○ 동물 기르기

ㆍ애완동물, 붕어 기르기

ㆍ경제동물 기르기

○ 컴퓨터 활용하기

ㆍ컴퓨터로 그림 그리기

ㆍ컴퓨터 통신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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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계속

역 5학년 6학년

생활자원과

환경의 리

○ 용돈 리하기

ㆍ용돈 계획 세우기와 용돈 기입장

기

ㆍ 융기 이용하기

○ 생활환경 정돈하기

ㆍ책상과 옷장 정리하기

ㆍ청소와 쓰 기 처리하기

○ 자원 활용하기

ㆍ생활자원의 이용과 약

ㆍ생활용품 재활용하기

○ 집안 환경 가꾸기

ㆍ실내 환경 꾸미기

ㆍ나무심기와 손질하기

주.출처.실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Ⅰ. 국교육 학교 실과교과교육연구회 편,p.71.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의 내용 역은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2개의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의 수도 16개에서 14개로 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4>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

역 5학년 6학년

가정생활

○ 나의 성장과 가족

ㆍ나와 가족

ㆍ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

○ 나의 양과 식사

ㆍ 양과 식품

ㆍ간단한 조리

○ 옷 입기와 리하기

ㆍ나의 생활과 옷차림

ㆍ나의 옷 리

○ 쾌 한 주거 환경

ㆍ정리 정돈과 청소

ㆍ쓰 기 처리와 재활용

○ 간단한 음식 만들기

ㆍ건강한 먹거리의 마련

ㆍ음식 만들기

○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ㆍ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

ㆍ바느질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

기

○ 생활자원과 소비

ㆍ생활자원의 이용과 리

ㆍ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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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계속

역 5학년 6학년

기술의

세계

○ 생활 속의 목제품

ㆍ생활 속의 목재 이용

ㆍ목제품 구상과 만들기

○ 식물과 함께하는 생활

ㆍ생활 속의 식물

ㆍ꽃이나 채소 가꾸기

○ 정보기기와 사이버 공간

ㆍ정보기기의 특성과 활용

ㆍ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

○ 생활 속의 기ㆍ 자

ㆍ 기ㆍ 자용품의 사용과 리

ㆍ간단한 자회로 꾸미기

○ 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ㆍ생활 속의 동물

ㆍ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

○ 인터넷과 정보

ㆍ정보의 탐색과 선택

ㆍ정보를 활용한 생활

○ 일과 진로

ㆍ일과 직업의 요성

ㆍ나의 미래와 진로

주.출처.실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Ⅰ. 국교육 학교 실과교과교육연구회 편,p.71.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세경,2007).

첫째,개정 실과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장의 요구를 조화시킨 교육과정으

로 마련되었다. 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교육 비,진로교육에 한 요구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요구를 담고자 하 으며, 한 장의 요구로서 기 연구

와 장 합성 검토 연구의 결과는 교육과정 개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분

명한 기 으로 작용하 다.

둘째,개정 실과 교육과정은 ‘생활’의 측면에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생활교과로서의 교과의 정체성을 강조하 다.

실과교육은 아동의 생활 그 자체를 다루면서 인간의 일상생활을 가능 하는

항구불변의 조건에 해 애정과 심을 갖고 아동들의 재 미래의 생활능력

을 길러 주며,이를 실천 체험을 통해 강조하는 본질 인 생활교과라는 요성

과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타 교과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고자 하 다.

셋째,개정 실과 교육과정은 등의 기술 ·가정과와의 연계성을 극 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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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체계화하 다.개정 실과 교육과정은 수시,보완체제의 의미를 살려

등 기술·가정교과와 연계되는 교과로서 재규정하 고,이에 따라 교과의 성격과

목표,내용,방법,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의 체제를 체계화하 다.특히 기

술·가정교과와 더불어 교육내용의 역을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로 구성함

으로써,내용체계로서의 틀을 보다 확고히 마련하고자 하 고,이에 따라 2개의

역에서의 주제들과 내용들은 학문 구성과 범주에서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연속,심화,확 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의 <표 Ⅱ-5>는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에서의 역별,학년별 목표를 나

타낸 것이다.

<표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과에서는 일의 의미와 요성을 알게 하고,

일을 효율 으로 하기 한 방법과 순서 등 기 기능을 익히며,궁극 으로는 학

습자 자신의 삶에서 일에 한 정 가치와 의미를 내면화하여 이를 실천 으

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정형화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추구하는 에서 벗어나 통합 인 지

능력,통찰력,기능 능력을 고루 갖춘 인 인간을 기르게 하는 게 실과교과

의 목표라 할 수 있다.

<표 Ⅱ-5>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의 역별․학년별 목표

역

학년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

6학년

자신의 가정생활을 바람직하고 극

으로 하려는 방법으로써 자신

의 한 끼 식사 비,소품 만들기를

통한 의생활의 이해,용돈과 시간 등

의 자원 리 등을 통하여 생활 속에

서의 자기 리 수행 능력과 태도

를 기른다

동물, 기․ 자,인터넷과 정보의

특성과 우리 생활에서의 바람직한 이

용에 한 이해를 기 로 일상생활에

서의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 자

신과 직업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

일과 작업에 한 건 한 가치

과 태도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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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계속

역

학년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

5학년

자신과 가족,자신의 식생활,의생활

주생활 등 자신이 하고 있는 기

본 이고 실제 인 가정생활의 내용

을 살펴보고,그 의미와 요성을 이

해하며 건강한 가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 인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식물,목제품,정보 기기와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우리 생활에서의 바

람직한 이용에 한 이해를 기 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

다.

주.출처. 등학교 실과 지도서 6.천재교육,2010,p.9.

아.2009개정 실과 교육과정기 (2009∼ )

2009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로

고시하 다.2011년 1,2학년 용을 시작으로 하여,2012년 3,4학년,2013년 5,6

학년에 용 될 정이며,실과는 과학교과와 함께 교과군으로 설정하여 교육과

정 운 의 융통성과 다양성의 폭을 확 하게 된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단편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

력을 기르도록 하고,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특히 지역,학교,학습자의 수 요구를 반 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 의 자율성을 한층 강화하 다.

2009개정 실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 자질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며,둘째,일상생

활과 련되는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응하는 능력과 태

도를 기르고,셋째,일의 가치에 기 를 둔 진로를 탐색하고 가정생활과 일을 조

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2009개정 실과 교육과정의 교육 은 다음과 같다.

첫째,가정생활의 요성을 알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며,일상

생활과 련된 문제 해결 심 교육을 실천하도록 한다.

둘째,자신의 성 계발과 진로 의식 함양을 한 다양한 실천 경험을 하며,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수집하여 활용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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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합리 인 경제의식 지도와 건 한 소비생활을 실천하며,우리 맛,우리 식

품에 한 심을 갖고 애용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 다.

넷째,지역의 특성,자연환경,기후 등을 고려한 재배,사육 역을 재구성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지역의 생활 자원을 학습 소재나 실습 재료로 선택,구입,활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그 지역의 산업과 련된 직업을 탐색해 보는 내용으

로 재구성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다.

2009개정 실과 교육과정의 운 방법과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학생들의 수 , 심,필요 등을 고려한 수업을 계획하여 학생 심의 수

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며,둘째,실험,실습,조사,토의 등 활동

심,사례 심, 력 학습,탐구 학습으로,개인과 가정의 문제 해결 과정에 창의,

인성 교육을 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셋째,실생활에 련되는 다양한

실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성을 계발하고 진로 계획을 합리 으로 수립하

며,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직업 과 건 한 직업윤리를 갖도

록 지도한다.

평가는 평가 항목을 세목화,단계화하여 평가 기 을 작성,활용하여 객 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며,수행 평가는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따라 찬,반 토

론법,실기 시험,자기 평가 동료 평가, 로젝트,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히 활용한다. 한 평가 결과는 교육목표,교육내용,교수․학습방법,평가 계

획 등에 반 하도록 하며,학습자의 자기 진단을 한 자료 진로 지도에 활용

하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2009, 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3.선행 연구의 고찰

등 실과 교육과정에서 실과 목표에 따른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실과 교육과정 역과 련된 연구들을 조사해 이 우선 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에 따라 가정 역의 교육과정 즉,교과 목표,성격,편제,

지도 내용,방법,평가와 운 에 한 요구도 조사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

다.

김종우(1999)는 실과교육자가 인식하는 등학교 실과교육 목표의 요도에서

실과교육자가 요하게 인식하는 실과교육 목표는 ‘일상 생활에 유용한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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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활용 능력’,‘유능한 생활인으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명한 소비자로서

의 의사 결정 능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원 집단과 문 연구 집단 간에는 유

의차가 있는 것으로 검증하 다.

정병훈(1998)은 등학교 교사의 실과교육 목표에 한 인식 수 에서 ‘실과교

육은 실제로 일을 체험시켜 근면성과 동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하다’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하 다.여기에서 볼 때 가정 역의

단원 목표는 가장 요하게 인식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목표이므로 가정 역의

실과 목표에 한 합성에서 인식 수 이 큰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등학교 교사의 실과교육 내용에 한 인식 수 은 ‘실과에서 지도할 내용은

활동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여 조직되어야 한다’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이에 가정 역의 지도 내용이 활동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정 역의 내용 구성 면에 요구도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

되었다.

실과교육 방법에 한 등 교사의 인식 수 은 ‘연모를 사용하거나 연료를 취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안 교육에 힘써야 한다’,‘실과 실습 후에는 뒷정리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에 높은 수치로 나타나 가정 역의 지도 방법이 마찬

가지로 크게 비 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실과교육 가정과 교육의 인식이나 교육 요구도에

한 연구를 통해 가정 역을 구분하고 가정 역의 내용에 한 교육 요구도

조사의 문제 해결을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강분 외(1994)는 가정과 교과의 주생활 단원에 한 남녀 학생의 인식과 활

용도에 한 연구에서 가정 교과 학습 내용의 유용도에 한 인식은 약간 도움이

되거나(59.9%)많은 도움이 된다(14.8%)가 체의 74.9%로 비교 정 인 것으

로 나타났다.그리고 주생활 내용에 한 인식은 학생들의 성별,주택형태,주택의

소유 계,학업 성 ,가장의 학력,월 평균 수입 등에 따라 가정 교과의 주생활

단원에 한 인식 활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필요도 인식

에는 남학생이 주거 공간 계획,주거 생과 설비 역의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주거환경,미화 역에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은희(1993)는 ․ ․고등학교 의생활 교육과정의 체계정립 필요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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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등학교는 의생활에 한 기 인 이해와 기능 태도육성에 높은

결과가 나왔고 학교는 의복의 선택 리에 한 지식 기능,의생활과 소비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에 고등학교는 의생활과 련 있는 산업 직업

세계의 이해와 자신의 진로탐색에 가장 높게 나왔다.

역별 교육내용은 의복재료에서 등 교사는 실의 종류별 특성에, ․고등학

교 교사는 섬유의 종류별 특성에 필요도가 높았고 의복 구성에서 등 교사는 재

용구 갖추기에, 학교 교사는 디자인의 원리에,고등학교 교사는 바느질 방법

에 높게 나타났다.의복 리에서는 세탁과 의복의 보 에,의복차림에서는 의복의

기능,의복의 종류에 따른 단정한 옷차림에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난숙(1997)은 세 가지 행동체계에 따른 ․고등학교 가정 교과 식생활 내용

에 한 교사의 요구 조사에서 가정과 교사들은 식생활 교육내용에 해 해석

행동체계에 한 내용을 제일 요하다고 인식하고 가정과 교사로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과서의 반 도를 높게 인식하며,교육 요구도는 고등학교 교사에

게 더욱 높이 나타났다.

장 진(2002)은 등학교 교사들의 실과 담 연수에 한 요구도 조사에서 연

수 목표를 실과 교육과정 용에 따른 장의 문제 해결에 가장 높이 나타났고

연수 시간에 해서는 52.2%가 60시간을 하다고 하 고,연수방법은 1순 로

실험․실습법,2순 로 장 견학법이 좋다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가 방법은 1순

로 실기평가,2순 로 과제물 평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수내용으로

는 1순 에 정보과학,2순 는 환경,진로이며 3순 가 가정과학이며 가정과학

역에서 교사들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은 1순 가 식품조리와 식사,2순 가

아동의 양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백 희(2003)는 등학교 교사들의 실과 가정 역에 한 인식 요구도 조사

에서 학생들에게 합한 수 과 내용, 성과 능력의 계발,지도 내용의 수 과

범 조정의 가능성,실기 능력 평가의 가능성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습지도에 필요한 기구와 시설에 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여 장에

서 실습지도에 필요한 기구와 시설이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하 다.더욱 비 을

두어야 할 역에 해서는 생활자원의 리와 소비생활에 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도하기 어려운 역은 의생활 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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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볼 때 선행연구자들은 가정과의 어느 한 역과 제재에 한 인식과

교육 요구도를 연구한 것이 부분이고 실과교육 내용 역 반에 걸쳐

요성과 지도 능력 교육 요구도를 알 수 있는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7차 개정 실과 교육과정 에서 좀 더 요하게 다루어 질 역

이 무엇인지 요도와 지도 능력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기 로 교육 요구도를 산

출,분석하여 실과교육에서 재의 상태보다 더 요구되는 역의 교육과정 운

과 교육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 본 연구에 의해 구명된 교육 요구도를 반

하여 실과교육의 발 을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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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차

1.조사의 상

본 연구의 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등학교 교사를 상으

로 담임 교사와 교과 담 교사를 포함하며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와 10

년 이상인 교사를 균형 있게 조사하 다.제주시 지역 등학교 8개교에 직 방

문하여 연구의 목 과 설문 방법을 구체 으로 설명한 후 응답하도록 하여 회수

율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 다.

구체 인 설문지 배부수와 회수 상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설문지 회수 분석 황

구분 배부 회수 회수율(%) 무효부수 자료 처리수

인원 180 160 88.88 20 160

조사 상 교사는 총 160명으로 그 여교사가 139명(86.88%),남교사는 21명

으로(13.13%) 부분의 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남교사 보다 여교사의 비율

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연령은 30-40 가 106명으로 체의 66.26%로 30-40 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20 는 28명(17.50%),50 는 26명(16.25%)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보직여부는 평교사가 135명(83.75%),부장교사는 25명(15.63%)으로 평

교사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교직 경력은 10년 미만의 교사는 78명(48.45%),교

직 경력이 10년 이상의 교사는 82명(51.25%)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인 경우 부분 장에서는 5,6학년을 담당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따른,실과교과 내용 역별 학습목

표에 한 등 교사의 교직 경력별 요도와 지도 능력 인식 정도를 비교 분석

하고,이를 기 로 교육 요구도를 산출하여 분석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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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1 13.13

여자 139 86.88

나이

20 28 17.5

30 73 45.63

40 33 20.63

50 26 16.25

보직여부
부장교사 25 15.63

평교사 135 84.37

교직 경력

10년 미만 78 48.75

10년 이상 82 51.25

2.조사 도구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한 실과교과 내용 역별 요도와 지도 능력에

한 인식 정도를 악 하고자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하 다.지도교수와 동

료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정․보완하 으며,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가정생활’,‘기술의 세계’2개의 역별 목표를 심으로 문항을 작성하 다.

구체 인 내용은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5,6학년 내용 역별 학습

목표를 심으로 ‘가정생활’ 역에서 요도 조사 14문항,지도 능력 조사 14문

항,‘기술의 세계’ 역에서 요도 조사 14문항,지도 능력 조사 14문항 총 56문항

을 선정하 으며,‘매우 높다’,‘높은 편이다’,‘보통이다’,‘낮은 편이다’,‘매우 낮다’

의 Likert식 5단계 척도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의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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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조사 도구 내용

역 문항의 내용
문항수

요도 지도능력

가정생활

나와 가족

14 14

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

양과 식품

간단한 조리

나의 생활과 옷차림

나의 옷 리

정리 정돈과 청소

쓰 기 처리와 재활용

건강한 먹을거리의 마련

음식 만들기

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

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

생활 자원의 이용과 리

생활 시간과 용돈의 활용

기술의 세계

생활 속의 목재 이용

11 11

목제품 구상과 만들기

생활 속의 식물

꽃이나 채소 가꾸기

정보 기기의 특성과 활용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

기ㆍ 자 용품의 사용과 리

간단한 자회로 꾸미기

생활 속의 동물

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

정보의 탐색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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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계속

역 문항의 내용
문항수

요도 지도능력

기술의 세계

정보를 활용한 생활

3 3일과 직업의 요성

나의 미래와 진로

계 28 28

총계 56

<표 Ⅲ-4>를 살펴보면 신뢰도 검증 결과 56개 질문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체 .962로 나타나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검사 56개 문항 각각에 하여 해당 문항을 제거했을 때 신뢰도 계수를 알

아본 결과 격하게 낮아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56개 문항 모두가 신뢰롭다고 단하여 56개 문항을 상

으로 통계 처리하 다.

<표 Ⅲ-4>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역 설문 내용
문항

번호

해당문장

제거시

Cronbachα 

요

도

나의 성장과

가족

나와 가족 1 .961

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 2 .962

나의 양과

식사

양과 식품 3 .962

간단한 조리 4 .962

옷 입기와

리하기

나의 생활과 옷차림 5 .961

나의 옷 리 6 .961

쾌 한 주거

환경

정리 정돈과 청소 7 .961

쓰 기 처리와 재활용 8 .961

생활 속의

목제품

생활 속의 목재 이용 9 .961

목제품 구상과 만들기 10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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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계속

구분 역 설문 내용
문항

번호

해당문장

제거시

Cronbachα 

요

도

식물과 함께

하는 생활

생활 속의 식물 11 .961

꽃이나 채소 가꾸기 12 .961

정보 기기와

사이버 공간

정보 기기의 특성과 활용 13 .961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 14 .961

간단한 음식

만들기

건강한 먹을거리의 마련 15 .961

음식 만들기 16 .961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 17 .961

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 18 .962

생활 자원과

소비

생활 자원의 이용과 리 19 .961

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 20 .961

생활 속의

기․ 자

기· 자 용품의 사용과 리 21 .961

간단한 자 회로 꾸미기 22 .961

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생활 속의 동물 23 .961

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 24 .961

인터넷과

정보

정보의 탐색과 선택 25 .961

정보를 활용한 생활 26 .961

일과 진로
일과 직업의 요성 27 .961

나의 미래와 진로 28 .961

지

도

능

력

나의 성장과

가족

나와 가족 1 .962

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 2 .961

나의 양과

식사

양과 식품 3 .961

간단한 조리 4 .961

옷 입기와

리하기

나의 생활과 옷차림 5 .961

나의 옷 리 6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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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계속

구분 역 설문 내용
문항

번호

해당문장

제거시

Cronbachα 

지

도

능

력

쾌 한 주거

환경

정리 정돈과 청소 7 .961

쓰 기 처리와 재활용 8 .961

생활 속의

목제품

생활 속의 목재 이용 9 .962

목제품 구상과 만들기 10 .962

식물과 함께

하는 생활

생활 속의 식물 11 .961

꽃이나 채소 가꾸기 12 .961

정보 기기와

사이버 공간

정보 기기의 특성과 활용 13 .961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 14 .961

간단한 음식

만들기

건강한 먹을거리의 마련 15 .961

음식 만들기 16 .961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 17 .961

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 18 .961

생활 자원과

소비

생활 자원의 이용과 리 19 .961

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 20 .961

생활 속의

기․ 자

기· 자 용품의 사용과 리 21 .961

간단한 자 회로 꾸미기 22 .961

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생활 속의 동물 23 .961

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 24 .961

인터넷과

정보

정보의 탐색과 선택 25 .961

정보를 활용한 생활 26 .961

일과 진로
일과 직업의 요성 27 .961

나의 미래와 진로 28 .961

체 56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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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의 처리

총 1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160부를 회수한 결과 160부 모두 통계 분석이

가능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 으며,수합한 자료는 부호화와 데이터 수정작업을

거쳐 SPSS10.0으로 통계처리 하 다.기술 통계치와 t검증(α=.05,양방향)을 실

시하 으며,각 질문지 내용에 해 빈도,평균,표 편차 등의 분석이 이루어졌

다. 한 실과교육 내용에 한 교사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요도와 자신의 지도

능력에 한 교직 경력별 등 교사 집단 간의 인식 차이는 t검증(α =.05,양방

향)을 통하여 분석하 다.

각 문항별 요도와 지도 능력의 인식 결과를 기 로 교육 요구도를 산출하

으며,Borich(1980)가 제시한 교육 요구도 분석 모델을 용하 다.교육 요구도

는 그 값이 ‘-’값을 갖는 경우는 인지한 요도 보다 재 실제 수행 능력의 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값을 갖는 경우는 인지한 과업의 요도 수 에 비

하여 재 능력이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도와 지도 능력 수를 토

로 한 교육 요구도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교육 요구도 =

×


PIC(PerceivedImportanceofCompetency):인지한 요도

PCL(PresentCompetencyLevel): 재의 교수 능력 수

 :인지한 요도 평균

N: 체의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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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해석

1.교직 경력에 따른 실과교과의 내용 역별 요도,지도 능력 인식

가.5학년 실과 가정생활 역

1)나의 성장과 가족

가)나와 가족

5학년 실과 가정생활 역에서 나의 성장과 가족 단원에 한 교직 경력별 교

사 집단 간의 요도,지도 능력 인식 조사 결과는 <표 Ⅳ-1>,<표 Ⅳ-2>에서 보

여주는 바와 같다.

<표 Ⅳ-1>에서 나와 가족에 한 요도,지도 능력 인식을 분석한 결과 요

도에 있어서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94로 나타났으며,교

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의 집단의 평균은 3.91을 보여주고 있다.이 결과를

보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나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 모두

나와 가족 소단원은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원만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

원만한 인 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습목표에 따른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직 경력이 10년 미

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54를 나타냈으며,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

의 경우는 평균이 3.80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은 요도에 비해 지도

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보다 교직 경

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이 훨씬 지도 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이는

경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인 삶의 내

용을 담는 곳이 가정이라는 걸 알고,원만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정 인 사고와 함께,원만한 인 계가 성립한다는 걸 깊이 알고 있다는 증거

이기도 하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64,p<.01)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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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나와 가족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나와 가족

10년 미만 78 3.94 0.65

0.20 .846

3.54 0.66

-2.64 .009
**

10년 이상 82 3.91 0.72 3.80 0.62

합계 160 3.92 0.69 3.67 0.64

**
p<.01

나)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의 의미를 알고,가족원의 역할에

한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이 표를 분석해 보

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00,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01로 나타났다.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에 한 요도

인식에서는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나 교직 경력이10년 이상인 교사 모두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59,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8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92,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일수록 교직 경력

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보다 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에 한 지도 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생활에 한 풍부한 경험이 학생들에게 가정과 가족

에 한 요성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정은 인간 형성의 요한 환경임을 이해하게 하며,가정 일을 담당하는 가족

원들의 역할에 해 생각해 보고,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함으로써 가

족의 한 사람으로서 력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교사는 최선의 안

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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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

10년 미만 78 4.00 0.62

-0.11 .910

3.59 0.63

-2.92 .004
*

10년 이상 82 4.01 0.73 3.88 0.62

합 계 160 4.00 0.68 3.73 0.63

*
p<.05

2)나의 양과 식사

가) 양과 식품

나의 양에 한 기 지식과 하루에 필요한 식품의 구성,식품의 합리 인 선

택 방법을 알아,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Ⅳ-3>에 나타나 있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01,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99로 두

집단의 요도는 높게 나타났으며,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

사 집단의 경우 평균은 3.64,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78로

나타나 요도에 비해 지도 능력은 조 낮게 나타났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식의 올바른 섭취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기본 조건이다.우리는 부분 식

사 과정을 통하여 식품으로 만들어진 음식으로부터 양소를 섭취하게 된다.학

생들에게 음식과 건강과의 계를 이해하여 균형 잡힌 식사와 올바른 식습 형

성의 요성을 알게 해야 한다.

최근 학생의 비만,편식,결식 등의 식생활 문제의 증가는 아동기의 올바르고

한 식사에 한 필요성은 물론이고,학생의 체력이나 건강 리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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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생활방식이나 생활환경에 한 이해와 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표 Ⅳ-3> 양과 식품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양과

식품

10년 미만 78 4.01 0.69

0.23 .817

3.64 0.74

-1.32 .187

10년 이상 82 3.99 0.68 3.78 0.59

합 계 160 4.00 0.69 3.71 0.67

나)간단한 조리

조리기구의 종류와 쓰임새를 이해하고 삶기, 기 등의 조리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본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

석하면 <표 Ⅳ-4>와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경우 평균이

3.68,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경우 평균이 3.80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일수록 조리에 한 심과 요성이 높게 나타났

으며,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의 평균은 3.46,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2로 나타나

고 있다.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의 집단은 요도에 비하여 오히려 지도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 가정생활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조리에 한 심이 많

으며,지도 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t=-3.02,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식품들이 한 조리 방법을 거쳐 다양한 음식이 되는 계를 이해하게

하고,간단한 조리 방법을 익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 조리 기구의 종류와 쓰임새를 알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조리의 기 를 익

안 하고 생 이며 합리 으로 조리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학생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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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리에 한 자신감, 정 ,창의 태도를 길러 주도록 한다.

<표 Ⅳ-4>간단한 조리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간단한

조리

10년 미만 78 3.68 0.78

-1.03 .305

3.46 0.83

-3.02 .003
**

10년 이상 82 3.80 0.76 3.82 0.65

합 계 160 3.74 0.77 3.64 0.74

**
p<.01

3)옷 입기와 리하기

가)나의 생활과 옷차림

옷의 기능을 이해하여 나의 신체 성장 발달과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 <표 Ⅳ

-5>와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경우 평균 3.35를 나타내고,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경우 평균이 3.61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일수록 옷의 기능과 옷차림에 한 요도가 높게 나타나

고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15,p<.05)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

사 집단의 경우 평균 3.38을 나타내고,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경우

평균 3.68을 보여주고 있다.

교직 경력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일수록 옷의 기능과 옷차림에 한 지도 능력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58,p<.05)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때와 장소,목 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옷을 입게 되므로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장면을 통해서 옷의 기능,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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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장소,목 에 맞추어 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보건 생상 활동 편의상

바람직 할 뿐만 아니라,사회생활에서 의 기본임을 알게 해야 한다.

등학교 5,6학년이 되면 자신의 외모와 옷차림에 한 심이 증가하는 시기

이므로 자신의 의생활에 한 주체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표 Ⅳ-5>나의 생활과 옷차림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나의

생활과

옷차림

10년 미만 78 3.35 0.77

-2.15 .033
*

3.38 0.76

-2.58 .011
*

10년 이상 82 3.61 0.78 3.68 0.70

합 계 160 3.48 0.78 3.53 0.73

*p<.05,*p<.05

나)나의 옷 리

옷의 종류와 용도에 맞게 정리,보 ,수선을 할 수 있고,자원과 환경을 고려하

여 옷을 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이 결과를 보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

교사 집단과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 간에는 요도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옷의 정리와 보 의 필요성,보 방법을 알아 실천할 수 있게 한

다.옷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착용하는 계 이나 사용 빈도에 따라 옷을 분류하

여 보 하기 등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

사 집단의 평균은 3.38로 나타나고 있으며,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65

를 나타내고 있다.이 결과를 보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과 교직 경

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 간에는 지도 능력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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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t=-2.15,p<.05)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심리 ,정서 으로 자아 개념이 형성되어 자신의

외모와 옷차림에 한 심이 높다.옷차림에 한 학습이 자칫하면 소비성향을

부추길 수 있으며,학생들로 하여 화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자신의 옷을 정리하고 리하는 일은 자기 리 능력을 길러 주는 기 가 된다.

<표 Ⅳ-6>나의 옷 리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나의

옷 리

10년 미만 78 3.41 0.81

-1.46 .148

3.38 0.78

-2.15 .033
*

10년 이상 82 3.60 0.81 3.65 0.76

합 계 160 3.50 0.81 3.52 0.77

*
p<.05

4)쾌 한 주거 환경

가)정리정돈과 청소

청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청소 계획을 세워 순서와 방법에 맞게 청소를 함으

로써 쾌 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조사한 결과 <표 Ⅳ-7>과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

균은 3.87,교직 경력이 10년 이상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2로 나타났으며,두 집단

의 요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청소하는 방법과 순서에 한 교육 측면에서는 모두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조사한 결과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

사 집단의 평균은 3.65,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3으로 나

타났으며, 요도 보다 실제 지도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은 요도에 비해 실제 지도 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 41 -

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경우 요도는 높으나 실제 지도 능력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정리 정돈과 쾌 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습 을 갖게 하

며,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곳을 스스로 정리하게 해야 한다.청소할 때는 청소 용

구를 바르게 사용하고,청소 용구 보 등의 뒤처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

해야 한다.

<표 Ⅳ-7>정리 정돈과 청소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정리

정돈과

청소

10년 미만 78 3.87 0.78

0.42 .675

3.65 0.74

-1.49 .138
10년 이상 82 3.82 0.86 3.83 0.75

합 계 160 3.85 0.82 3.74 0.75

나)쓰 기 처리와 재활용

생활 속에서 재활용의 가치를 이해하여,생활 쓰 기를 이고 올바르게 분리,

처리하여 주거 환경을 하게 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해 보면 <표 Ⅳ-8>과 같다.교직 경력이 10

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08,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20으로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 교사의 집단 보다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의 집단이 요도 인식에서 조 높게 나타났다.이는 통계 으로는 유의미한 차

이가 없으나 등학교 때부터 쓰 기 처리 방법과 재활용에 한 확실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해 보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

사 집단의 평균은 3.78,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98로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 보다 교직 경력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

다.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쓰 기 분리 배출과 환경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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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실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배출되는 쓰 기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쓰 기의 분

리 처리로 생활 쓰 기의 양을 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이고자 하는 태도를 가

지게 한다.버려지는 물건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함으로써 물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고 주 의 재활용품을 극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 Ⅳ-8>쓰 기 처리와 재활용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쓰 기

처리와

재활용

10년 미만 78 4.08 0.72

-1.06 .290

3.78 0.71

-1.71 .090

10년 이상 82 4.20 0.69 3.98 0.72

합 계 160 4.14 0.70 3.88 0.71

나.5학년 실과 기술의 세계 역

1)생활 속의 목제품

가)생활 속의 목재 이용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목재와 목제품의 종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의 집단 평균은 3.19로 나타났으며,교직 경력

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16을 나타내고 있다.교직 경력이 10년 미

만인 교사 집단의 요도 인식이 높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분석에서는 <표 Ⅳ-9>와 같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 교사 집단의 평균은 2.97로 나타났으며,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15를 나타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 교사 집단의 경우는,목제품에 한 심이나 요도가 높은 편이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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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도 능력에서는 비교 낮게 나타났다.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되고 있는 목재는 자연 상태에서 생산되고 그 종

류도 다양하며,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이용된다.목재와 목제

품의 종류,특성에 하여 알아보고,목재를 이용하여 필요한 제품을 제작해 으

로써 인간이 이루어 온 제조 기술에 해 기본 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Ⅳ-9>생활 속의 목재 이용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생활

속의

목재

이용

10년 미만 78 3.19 0.58

0.33 .744

2.97 0.74

-1.44 .152

10년 이상 82 3.16 0.71 3.15 0.77

합 계 160 3.17 0.65 3.06 0.76

나)목제품 구상과 만들기

간단한 목제품을 창의 으로 구상하여 만들어 으로써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목제품의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

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표 Ⅳ-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목제의 구상과 목제품 만들기 역에서는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 교사의 평

균은 3.17이며,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18로 요성 인식

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0>에 나타난 바

와 같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2.88,교직 경력이 10년 이

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18로 나타났는데,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의 경

우, 요도에 비해 실제 지도 능력은 낮게 나타났다.목제의 구상과 목제품 만들

기 역에서는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보다 가정생활 경험이 있는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일수록 지도 능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분석 결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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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32,p<.05)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의 구상이 창의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구상하기,아이디어

스 치 실습하기에 을 두며 목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목공구의 종

류와 사용 방법을 알고 안 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자신이 구상한 것

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 지기까지 장인이 된 마음으로 제

품이 완성되도록 학생들을 리하고 격려해야 한다.

<표 Ⅳ-10>목제품 구상과 만들기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목제품

구상과

만들기

10년 미만 78 3.17 0.76

-0.13 .897

2.88 0.84

-2.32 .021
*

10년 이상 82 3.18 0.82 3.18 0.79

합 계 160 3.17 0.79 3.03 0.81

*p<.05

2)식물과 함께하는 생활

가)생활 속의 식물

여러 가지 꽃과 채소의 종류와 특성을 악하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는

지 그 쓰임새를 이해하고,식물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실내 환경을 꾸 수 있다

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37,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73으로 교직 경력이 10년 이

상인 교사 집단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에 비하여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이는 교직 경력이 높은 교사 집단일수록 식물재배에 한 심과 참여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식물이 학생의 정서와 심리 안정에 많은 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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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3.08,p<.0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분석에 한 결과는 <표 Ⅳ-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21,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57로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이 교직 경

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이는 경력이 높은 교사일수

록 식물재배에 심이 많으며 직 재배 경험이 풍부함에서 오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86,p<.01)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Ⅳ-11>생활 속의 식물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생활

속의

식물

10년 미만 78 3.37 0.70

-3.08 .002
**

3.21 0.78

-2.86 .005
**

10년 이상 82 3.73 0.77 3.57 0.85

합 계 160 3.55 0.73 3.39 0.81

**
p<.01,

**
p<.01

나)꽃이나 채소 가꾸기

꽃 는 채소를 선택하여 가꾸어 으로써 재배의 의의를 알고 생명을 소 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

석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이 결과로 보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62,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72로 나타나

고 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 등학교에

서는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값이 비싸지 않으며,교실에서도 재배가 쉬운 꽃이나

채소 가꾸기를 하고 있다.꽃이나 채소 가꾸기의 용기는 폐품이나 재활용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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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으며,재배 식물 가꾸기를 통하여 생명 존 교육과 아울러 경제교육

도 병행하고 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분석 결과 꽃이나 채소 가꾸기에서 교직 경

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21로 요도에 비해서 실제 지도 능력은

낮은 편이다.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62로 나타나고 있으

며,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3.31,p<.01)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사실

상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들인 경우 부분 학교 장에서 고학년을 담당

하고 있어 식물재배에 한 심이 있을지라도 재배나 가꾸기를 할 시간 여유

가 없는 실정이다.

<표 Ⅳ-12>꽃이나 채소 가꾸기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꽃이나

채소

가꾸기

10년 미만 78 3.62 0.83

-0.81 .421

3.21 0.80

-3.31 .001**

10년 이상 82 3.72 0.81 3.62 0.80

합 계 160 3.67 0.82 3.42 0.80

**
p<.01

3)정보 기기와 사이버 공간

가)정보 기기의 특성과 활용

정보 기기의 종류,특성,기능을 이해하여,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

-13>과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7로 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2를 나타내고

있다.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정보 기기의 종류와 특성에 해

서도 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정보기기를 사용하기 에 사용법을 충분히 알

게 한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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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결과는 <표 Ⅳ-13>과 같이 교직 경력이 10

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56,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72를 나타내고 있다.교직 경력과 상 없이 평균이 높은 까닭은 일상생활에서

정보기기에 한 심과 활용도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 결과는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13>정보 기기의 특성과 활용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정보

기기의

특성과

활용

10년 미만 78 3.87 0.76

0.46 .645

3.56 0.82

-1.30 .194

10년 이상 82 3.82 0.74 3.72 0.69

합 계 160 3.85 0.75 3.64 0.76

나)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사이버 공간에서의 올바른 윤리 의식을 실천

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14,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01을 나타내고 있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학교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

인터넷 독의 진단과 방,사이버 공간에서의 작권,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 가치 규범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주기 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분석 결과는 <표 Ⅳ-14>와 같이 교직 경력

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1,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9를 나타내고 있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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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

10년 미만 78 4.14 0.66

1.17 .243

3.81 0.67

-0.77 .441

10년 이상 82 4.01 0.73 3.89 0.69

합 계 160 4.08 0.69 3.85 0.68

가.6학년 실과 가정생활 역

1)간단한 음식 만들기

가)건강한 먹을거리의 마련

먹을거리의 선택과 마련에 한 요성을 이해하고,건강하고 안 한 식생활을

하기 한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요성과 지도 능

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04로 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98로 나타나고 있으며,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우리의 먹을거리는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해졌으나 그에 따라 잔류

농약,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될 험이 증가하고 있다. 한

외식 즉석 식품 섭취로 인한 식 독,비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등 교

육 단계에서는 건강과 식생활의 계를 이해하여 안 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

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필요성이 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분석 결과는 <표 Ⅳ-15>와 같이 교직 경력

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63으로 요도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

고 있다.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3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학생들로 하여 식품

의 생과 안 에 한 기 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건강한 먹을

거리를 마련하여 섭취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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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건강한 먹을거리의 마련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건강한

먹을거리

의 마련

10년 미만 78 4.04 0.73

0.57 .570

3.63 0.70

-1.81 .072

10년 이상 82 3.98 0.67 3.83 0.70

합 계 160 4.01 0.70 3.73 0.70

나)음식 만들기

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밥과 빵 등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을 만들고 식사

을 갖추어 식사하며,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한 이해를 해 통 음식 는

지역의 향토 음식에 해 조사하고 만들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요도와 지

도 능력 분석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99,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최근에는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스스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와 요리에

한 심이 많아지면서 양을 고려한 간단한 한 그릇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

력을 길러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한 우리나라의 통 음식이나 향토 음식을

만들어 으로써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고 자 심을 갖도록 해야겠으며,무엇

보다는 교사 자신이 먼 통 음식과 향토 음식에 해 바르게 알고 자 심을

가져야겠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54,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71로 나

타났으며,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경우 요도에 비해 실제 지도 능력이 많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사 자신이 다양한 조리 실습 경험을 쌓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와 련된 연수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통음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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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의 향토음식에 해서도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Ⅳ-16>음식 만들기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음식

만들기

10년 미만 78 3.99 0.69

1.47 .143

3.54 0.75

-1.46 .146

10년 이상 82 3.83 0.66 3.71 0.71

합 계 160 3.91 0.68 3.63 0.73

2)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가)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

손바느질을 이용하여 덧소매,주머니,받침 등 나의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만들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 분석 결과는 <표 Ⅳ-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21,교직 경

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경우는 3.34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Ⅳ-17>에서와 같이 통계 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일수록 바느질에 한 요도가 높으며 학습 경

험을 통해 바늘의 사용 방법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요함을 느끼고 있다. 한 교사는 의생활과 련된 진로를 탐색하여 일과 직업

에 한 건 한 태도를 기르도록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

사 집단의 평균은 3.03,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46을 나타

내고 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3.12,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일수록 바느질에 한 요도와 지도 능력이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일수록 경험미숙으로 인

하여 지도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주제와 련된 연수의 기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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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경험을 쌓아 지도 능력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표 Ⅳ-17>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손바느질

로 용품

만들기

10년 미만 78 3.21 0.81

-1.05 .297

3.03 0.94

-3.12 .002**

10년 이상 82 3.34 0.83 3.46 0.83

합 계 160 3.27 0.82 3.25 0.89

**
p<.01

나)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

바늘,코바늘,재 틀,수 바늘 등 다양한 바느질 도구를 이용하여 생활 용품

을 창의 으로 만들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요도와 지도 능력 인식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13,교직 경

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17을 보 으며,두 집단 간의 요도 인식

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분석 결과는 <표 Ⅳ-1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2.79,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34를 보 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경우

요도는 높으나 지도 능력이 매우 낮게 나타나 실생활에서 체험 활동과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하여 지도 능력을 길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4.01,p<.00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바느질 도구 에서 어떠한 것을 택하여 용품 만들기를 하더

라도 공통 으로 실과 바늘을 통하여 생활용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의 의의와 기쁨

을 느낄 수 있고,인내심과 성취감이 길러지도록 해야겠다. 한 생활용품을 사서

쓰는 데에만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서툴더라도 스스로 만든 용품을 생활 속에서



- 52 -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가져 보도록 해야 한다.

<표 Ⅳ-18>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

10년 미만 78 3.13 0.86

-0.31 .754

2.79 0.84

-4.01 .000***

82 3.17 0.86 3.34 0.8810년 이상

160 3.15 0.86 3.06 0.86합 계

***
p<.001

3)생활 자원과 소비

가)생활 자원의 이용과 리

생활 자원의 종류를 알고 주변에서 생활 자원의 사용과 환경과의 계를 인식

하여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고 리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9>에 나타나 있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경우 평균은 3.65를,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경

우 평균 3.79로 나타나고 있다.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이 교직 경력

10년 미만인 교사의 집단보다 더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이 결과는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학생들로 하여 자신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향,소비와 자원

과의 계를 알게 함으로써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 자신의 일과와 생활을 분석해 으로써 시간 활용의 요성을 알게 하고 자

신의 시간 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조사 결과는 <표 Ⅳ-19>와 같이 교직 경력

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경우 평균 3.47,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

의 경우 평균 3.68로 나타났으며,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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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표 Ⅳ-19> 생활 자원의 이용과 리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생활

자원의

이용과

리

10년 미만 78 3.65 0.74

-1.24 .217

3.47 0.73

-1.74 .085

10년 이상 82 3.79 0.68 3.68 0.78

합 계 160 3.72 0.71 3.58 0.76

나)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

나의 생활 시간을 효율 으로 리하고,용돈의 개념을 이해하여 용돈을 합리

으로 계획하고 소비하여 명한 아동 소비자로서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01을,교직 경력이 10년 이

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00으로 나타나,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결과는 <표 Ⅳ-20>에서와 같이 교직 경력

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68,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95로 나타나고 있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경우 요도

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지도 능력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29,p<.05)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용돈을 얻게 된다.자기의 용돈을 계획하여 효율 이

고 합리 으로 사용하는 학생도 있으나,용돈을 아무런 계획 없이 마구 사용하는

학생들도 많다.자신의 용돈 사용을 우선순 에 따라 계획할 수 있고,사용한 내

용을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용돈을 합리 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과정을 습득하도

록 해야겠으며,올바른 용돈 리 능력과 소비 습 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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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생활 

시간과 

돈  

활

10년 미만 78 4.01 0.69

0.11 .909

3.68 0.71

-2.29 .023
*

10년 이상 82 4.00 0.72 3.95 0.78

합 계 160 4.00 0.70 3.81 0.75

*p<.05

나.6학년 실과 기술의 세계 역

1)생활 속의 기· 자

가) 기․ 자용품의 사용과 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기ㆍ 자 용품의 종류와 리 방법을 알아 안 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 인식 결

과는 <표 Ⅳ-21>과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59,교

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62로 나타났다.이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달로 가정생활을 비

롯한 일상생활에서 기․ 자 용품을 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학교 장에서도 학생들에게 기․

자용품의 사용과 리에 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 필요하다.

기ㆍ 자 용품의 종류와 리 방법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

<표 Ⅳ-21>과 같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09,교직 경

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51로 나타났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경우 요도는 높으나 지도 능력에 있어서 매우 낮게 나타나 일상생

활에서 다양한 경험과 주제와 련된 연수의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이 결과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96,p<.01)가 있다.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기․ 자용품의 사용 시 주의 사항에 해서도

지도하여 알아두면 안 사고에 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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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 기․ 자용품의 사용과 리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기ㆍ 자

용품의

사용과

리

10년 미만 78 3.59 0.76

-0.26 .798

3.09 1.00

-2.96 .004**

10년 이상 82 3.62 0.83 3.51 0.80

합 계 160 3.61 0.80 3.30 0.90

**
p<.01

나)간단한 자 회로 꾸미기

기ㆍ 자 부품과 공구를 사용하여 간단한 자 회로를 꾸며 으로써,여러

가지 기ㆍ 자 용품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

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22>와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19,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46을 나

타내고 있다.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경우 간단한 자 회로를 꾸

며 으로써 기․ 자 용품에 한 기본 이해를 돕고 자 부품의 특성 쓰

임새에 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분석 결과는 <표 Ⅳ-22>에서와 같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2.92,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

의 평균은 3.35를 나타내고 있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경우

요도는 높으나 지도 능력이 매우 낮은 편으로,생활 경험이 고 여교사 일수록

기․ 자에 해 자신감 부족과 단원에 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3.00,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원은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자 제품은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기본 인 자 부품의 모양과 쓰임새를 이해하도록 하는데,교사가

사 에 실습 조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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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간단한 자 회로 꾸미기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간단한

자회로

꾸미기

10년 미만 78 3.19 0.91

-1.95 .053

2.92 0.98

-3.00 .003
**

10년 이상 82 3.46 0.85 3.35 0.84

합 계 160 3.33 0.88 3.13 0.91

**
p<.01

2)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가)생활 속의 동물

생활 속에서 인간과 동물의 계를 이해하고,기르는 목 에 따른 동물의 종류

와 특징을 알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23>과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42,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56을 나타냈다.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이 교직 경력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 던 동물과 인간과의 계

를 이해하고 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21로 요도 인식보다 실제 지도 능력은 낮게 나타나고 있

다.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50을 나타났으며,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54,p<.05)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동물은 애완동물로서,먹을거리나 생활용품의 재료를 제공

하여 주는 경제동물로서 인간과 함께하여 왔다.학생들로 하여 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여,생활 속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은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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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가 아닌,애정을 서로 주고받는 계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표 Ⅳ-23>생활 속의 동물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생활속의

동물

10년 미만 78 3.42 0.67

-1.22 .226

3.21 0.73

-2.54 .012
*

10년 이상 82 3.56 0.76 3.50 0.74

합 계 160 3.49 0.71 3.36 0.73

*
p<.05

나)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

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여 애완동물 는 경제동물을

선택하여 기를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 분석 결과

는 <표 Ⅳ-24>와 같다.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35,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38을 나타내고 있으며,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분석 결과는 <표 Ⅳ-24>와 같이 교직 경력

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19,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46을 나타내고 있으며,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22,p<.05)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애완동물을 기르며 돌보는 생활을 통해 정서 인 만족을 추구하기도 하

나,한편으로는 버려지는 애완동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학생

들로 하여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험을 통하여 보살핌과 생명의 고귀함에 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소,돼지,닭 등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제 이득을

주고 있는 경제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운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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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

10년 미만 78 3.35 0.72

-0.25 .799

3.19 0.77

-2.22 .028
*

10년 이상 82 3.38 0.86 3.46 0.77

합 계 160 3.37 0.79 3.33 0.77

*
p<.05

3)인터넷과 정보

가)정보의 탐색과 선택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효율 으로 탐색하고 유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

-25>와 같다.교직 경력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03으로 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교직 경력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9를 나타내고 있

다.이 결과에 따르면 교직 경력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이 교직 경력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보다 높으며,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우리 생활 반에 많은 향을 주고 있다는 을 시사

하고 있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분석 결과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6,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3을 나타내

고 있으며,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인터넷의 발달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으며,그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그 변화의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으므로,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에듀넷 등 다양한 교육용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고,인터넷 신문 방송, 자 도서 ,인터넷 자료실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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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정보의 탐색과 선택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보  

탐색과 

택

10년 미만 78 4.03 0.72

1.12 .264

3.86 0.60

0.28 .780

10년 이상 82 3.89 0.80 3.83 0.73

합 계 160 3.96 0.76 3.85 0.67

나)정보를 활용한 생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와 취미 활동 등에 한 여러 가지 정

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후,컴퓨터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

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 분석 결과는 <표 Ⅳ-26>과 같다.교직 경력

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96,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7을 나타내고 있다. 등학교에서는 부분의 고학년에 10년 미만 교사

가 많음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응용 소 트웨어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는 등 활동 심 학습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

사 집단의 평균은 3.85,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7을 나타

내고 있으며,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정보화 생활이 서로에게 미치는 향력과 그 상호 계를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효율 으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통 심사 는 여가나 취미 활동 등에

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찾아보고,수집한 정보를 기 로 하여 구

체 인 활동 계획을 세워보도록 한다.

장학습,수학여행 등과 같이 사진이나 활동 소감을 포함한 활동 결과를 컴퓨

터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게 한다거나,학 홈페이지에 탑재 하는 것도 정보를 활

용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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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정보를 활용한 생활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보  

활 한 

생활

10년 미만 78 3.96 0.69

0.83 .409

3.85 0.63

-0.18 .856

10년 이상 82 3.87 0.77 3.87 0.73

합 계 160 3.92 0.73 3.86 0.68

4)일과 진로

가)일과 직업의 요성

일과 직업의 의미와 요성을 탐색하여,가정의 일과 직업의 상호 보완 인

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 분석 결과는

<표 Ⅳ-27>과 같다.교직 경력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09를,교직 경

력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05를 나타내고 있다.2007개정 실과 교육

과정에서는 진로 지도의 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어 교육과정 반에 걸쳐 자

기의 특기와 특성을 계발하는 진로 지도를 계획하고 있다.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 선택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매우 요하므로,자신의 흥미와

성을 탐색하고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이 결과에

따르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 분석 결과는 <표 Ⅳ-27>과 같이 교직 경력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79,교직 경력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8을 나타내고 있다.학생들로 하여 직업의 종류 특성을 악하게 하고,사

회에는 다양한 일과 직업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이 결

과에 따르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로 하여 가정 내외에서 가족이 하는 일을 알고,일과 직업의 요성을

탐색하여 가정의 일과 직업의 상호 보완 인 계를 인식하도록 한다.인터넷 등

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직업을 조사하고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며,나

의 흥미와 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보는 기회로 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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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일과 직업의 요성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과 직업  

10년 미만 78 4.09 0.69

0.37 .710

3.79 0.63

-0.77 .442

10년 이상 82 4.05 0.70 3.88 0.73

합 계 160 4.07 0.69 3.84 0.68

나)나의 미래와 진로

나의 흥미와 성 등을 악하고,미래 세계에 합한 직업을 탐색하여 일에

한 정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요도와 지도 능력

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28>과 같다.이 결과에 따르면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

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4.1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

사 집단의 평균은 4.10을 나타내고 있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미래 사회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직업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정된 직업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등학교 고학년은 진로 인식,진로 탐색 진로 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따라서,이 단원을 통해 학생 자신의 성이나 흥미를 알아보고 이

에 맞는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며,나아가 일에 한 인 태도와 가치

을 함양하고 자신의 특성과 직업 세계에 한 바른 이해가 요함을 강조하여 지

도할 수 있어야겠다.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련된 직업을 찾아 으로써

사회에는 다양한 일과 직업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에 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81,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은

3.93을 나타내고 있으며,두 집단 모두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산업의 발 은 가

정을 변화시키고,직업 세계에도 크게 향을 다.자신의 흥미와 성 등을

악하여 자신에게 합한 직업을 탐색하고,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정 인 태

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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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8>나의 미래와 진로

소단원 집단

요도 지도 능력

n M SD t p M SD t p

나  

미래  

진로

10년 미만 78 4.19 0.70

0.85 .399

3.81 0.72

-1.01 .313

10년 이상 82 4.10 0.71 3.93 0.77

합 계 160 4.14 0.70 3.87 0.75

2.실과교과의 내용 역별 요도,지도 능력에 따른 교육 요구도

가.5학년 실과 가정생활 역에 한 교육 요구도

5학년 실과 가정생활 역에 한 요도,지도 능력 인식에 따른 교육 요구도

는 <표 Ⅳ-29>에 나타나 있다.이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도 인식 평균은

3.48이상 4.14이하로 비교 높게 나타나고 있다.비교 낮게 나타난 것은 ‘나의

생활과 옷차림’(M =3.48),‘나의 옷 리’(M =3.50) 으며,높게 나타난 것은 ‘쓰

기 처리와 재활용’(M =4.14),‘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M =4.00),‘양과

식품’(M =4.00),‘나와 가족’(M =3.92)등이었다.

자신의 실제 지도 능력 인식에 한 평균 비교 낮게 나타난 것은 ‘나의 옷

리’(M =3.52),‘나의 생활과 옷차림’(M =3.53),‘간단한 조리’(M =3.64)등이었

으며,지도 능력 인식에 한 평균이 비교 높게 나타난 것은 ‘쓰 기 처리와 재

활용’(M =3.88),‘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M =3.73)등이었다.

‘나와 가족’,‘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양과 식품’,‘쓰 기 처리와 재활용’

은 요도 인식에서 보다 자신의 실제 지도 능력 인식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나의 생활과 옷차림’,‘나의 옷 리’는 요도 인식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신의 실제 지도 능력 인식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요구도는 ‘양과 식품’(1.0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1.00),‘쓰 기 처리와 재활용’(0.95),‘나와 가족’(0.93)에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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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나의 생활과 옷차림’(-0.2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29>5학년 실과 가정생활 역에 한 교육 요구도

소단원

Mean

교육 요구도
요도 지도 능력

나와 가족 3.92 3.67 0.93

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 4.00 3.73 1.00

양과 식품 4.00 3.71 1.07

간단한 조리 3.74 3.64 0.37

나의 생활과 옷차림 3.48 3.53 -0.21

나의 옷 리 3.50 3.52 -0.05

정리 정돈과 청소 3.87 3.74 0.37

쓰 기 처리와 재활용 4.14 3.88 0.95

나.5학년 실과 기술의 세계 역에 한 교육 요구도

5학년 실과 기술의 세계 역에 한 요도,지도 능력 인식에 따른 교육 요구

도는 <표 Ⅳ-30>에 나타나 있다.이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도 인식 평균은

3.17이상 4.08이하로 비교 높게 나타나고 있다.비교 낮게 나타난 것은 ‘생활

속의 목재 이용’(M =3.17),‘목제품 구상과 만들기’(M =3.17) 으며,높게 나타

난 것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M =4.08)‘정보 기기의 특성과 활용’(M =

3.85)등이었다.

자신의 지도 능력 인식에 한 평균 비교 낮게 나타난 것은,‘목제품 구상

과 만들기’(M =3.03),‘생활 속의 목재 이용’(M =3.06)이었으며,지도 능력 인식

에 한 평균이 비교 높게 나타난 것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M =3.85),

‘정보 기기의 특성과 활용’(M =3.64)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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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실과 기술의 세계 역에서 요도 인식 보다 자신의 실제 지도 능력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요구도는 ‘꽃이나 채소 가꾸기’(0.9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사

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0.84),‘정보 기기의 특성과 활용’(0.74)에서 비교 높게

나타났다.‘생활 속의 목재 이용’(0.42),‘목제품 구상과 만들기’(0.51)에서 비교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교사와 학생이 생활 속에서 흥미와 심도가 낮고 직 하

는 것이 어려운 가꾸기에서,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0>5학년 실과 기술의 세계 역에 한 교육 요구도

소단원
Mean

교육 요구도
요도 지도 능력

생활 속의 목재 이용 3.17 3.06 0.42

목제품 구상과 만들기 3.17 3.03 0.51

생활 속의 식물 3.55 3.39 0.60

꽃이나 채소 가꾸기 3.67 3.42 0.93

정보 기기의 특성과 활용 3.85 3.64 0.74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 4.08 3.85 0.84

다.6학년 실과 가정생활 역에 한 교육 요구도

6학년 실과 가정생활 역에 한 요도,지도 능력 인식에 따른 교육 요구도

는 <표 Ⅳ-31>에 나타나 있다.이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도 인식 평균은

3.15이상 4.01이하로 비교 높게 나타나고 있다.비교 낮게 나타난 것은 ‘바느

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M =3.15),‘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M =3.27)

으며,높게 나타난 것은 ‘건강한 먹을거리의 마련’(M =4.01),‘생활시간과 용돈

의 활용’(M =4.00),‘음식 만들기’(M =3.91)등이었다.

자신의 지도 능력 인식에 한 평균 비교 낮게 나타난 것은 ‘바느질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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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M =3.06),‘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M =3.25),‘생활 자

원의 이용과 리’(M =3.58)등이었으며,지도 능력 인식에 한 평균이 비교

높게 나타난 것은 ‘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M =3.81),‘건강한 먹을거리의 마

련’(M =3.73)등이었다.

6학년 실과 가정생활 역에서 요도 인식 보다 자신의 실제 지도 능력 인

식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는 요도와 지

도 능력 인식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요구도는 ‘음식 만들기’(1.0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건강한 먹

을거리의 마련’(1.02),‘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0.70),‘생활 자원의 이용과

리’(0.53)는 비교 높게 나타났다.상 으로 ‘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0.09)는

교육 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6학년 실과 가정생활 역에 한 교육 요구도

소단원
Mean

교육 요구도
요도 지도 능력

건강한 먹을거리의 마련 4.01 3.73 1.02

음식 만들기 3.91 3.63 1.05

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 3.27 3.25 0.09

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 3.15 3.06 0.28

생활 자원의 이용과 리 3.72 3.58 0.53

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 4.00 3.81 0.70

라.6학년 실과 기술의 세계 역에 한 교육 요구도

6학년 실과 기술의 세계 역에 한 요도,지도 능력 인식에 따른 교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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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표 Ⅳ-32>에 나타나 있다.이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도 인식 평균은

3.13이상 4.14이하로 비교 높게 나타나고 있다.비교 요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간단한 자 회로 꾸미기’(M =3.33),‘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M =

3.37),‘생활 속의 동물’(M =3.49)이었다. 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나의 미래

와 진로’(M =4.14),‘일과 직업의 요성’(M =4.07),‘정보를 활용한 생활’(M =

3.86),‘정보의 탐색과 선택’(M =3.85)등이었다.

자신의 지도 능력 인식에 한 평균 비교 낮게 나타난 것은 ‘간단한 자

회로 꾸미기’(M =3.13),‘기· 자용품의 사용과 리’(M =3.30),‘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M =3.33) 으며,지도 능력 인식에 한 평균이 비교 높게

나타난 것은 ‘정보의 탐색과 선택’(M =3.96),‘정보를 활용한 생활’(M =3.92),

‘나의 미래와 진로’(M =3.87),‘일과 직업의 요성’(M =3.84)등이었다.

교육 요구도는 ‘기· 자용품의 사용과 리’(1.12)가 높게 나타나 교사들이

기· 자용품의 사용과 리에 한 심과 실생활과 련되는 다양한 실천 경

험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다고 단된다.

<표 Ⅳ-32>6학년 실과 기술의 세계 역에 한 교육 요구도

소단원
Mean

교육 요구도
요도 지도 능력

기· 자용품의 사용과 리 3.61 3.30 1.12

간단한 자 회로 꾸미기 3.33 3.13 0.70

생활 속의 동물 3.49 3.36 0.51

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 3.37 3.33 0.12

정보의 탐색과 선택 3.96 3.85 0.42

정보를 활용한 생활 3.92 3.86 0.21

일과 직업의 요성 4.07 3.84 0.86

나의 미래와 진로 4.14 3.8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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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을 심으로 제주 지역의 등 교사를 상

으로 실과교과의 내용 역별 학습목표에 따른 교직 경력별 등 교사 집단 간의

요도,지도 능력 인식의 차이 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해서 수행되었다.

본 조사 연구를 하여 등 교사들을 상으로 2007개정 실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가정생활’,‘기술의 세계’2개의 역별 학습목표를 심으로 설문지

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 으며,교직 경력별 10년 미만 10년 이상의 교사 집

단으로 나 어 비교하 다.

총 1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160부를 회수한 결과 160부 모두 통계 분석이

가능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 으며,수합한 자료는 SPSS10.0으로 통계처리 하

고,기술 통계치와 t검증(α=.05,양방향)을 실시하 다.

본 조사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5학년 실과교과에서는 요도 인식에서 ‘쓰 기 처리와 재활용’(M =

4.14),‘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M =4.08)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생

활 속의 목재 이용’(M =3.17),‘목제품 구상과 만들기’(M =3.17),‘나의 생활과 옷

차림’(M =3.48)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교직 경력 별 요도 인식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 집단과 10년 미만 경력의 교사 집단 간에 ‘나의 생활과 옷

차림’(p=.033),‘생활 속의 식물’(p=.002)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지도 능력 인식에서 ‘쓰 기 처리와 재활용’(M =3.88),‘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M =3.85)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목제품 구상과 만들기’(M =

3.03),‘생활 속의 목재 이용’(M =3.06)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교직 경력별

지도 능력 인식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 집단과 10년 미만 경력의 교사 집

단 간에 ‘나와 가족’(p=.009),‘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p=.004),‘꽃이나 채

소 가꾸기’(p=.001),‘생활 속의 식물’(p=.005),‘간단한 조리’(p=.003),‘나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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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과 옷차림’(p=.011),‘나의 옷 리’(p=.033),‘목제품 구상과 만들기’(p=.021)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5학년 실과교과의 교육 요구도 분석결과 ‘양과 식품’(1.07)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1.00),‘쓰 기 처리와 재활

용’(0.95),‘꽃이나 채소 가꾸기’(0.93),‘나와 가족’(0.93)에서도 높게 나타났다.‘간

단한 조리’(0.37),‘정리 정돈과 청소’(0.37),‘나의 옷 리’(-0.05)가 비교 낮게 나

타났으며,‘나의 생활과 옷차림’이 -0.21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교육 요구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지도 능력이 높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셋째,6학년 실과교과에서는 요도 인식에서 ‘나의 미래와 진로’(M =4.14),‘일

과 직업의 요성’(M =4.07),‘건강한 먹을거리의 마련’(M =4.01),‘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M =4.00)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M =3.15),‘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M =3.27),‘간단한 자 회로

꾸미기’(M =3.33)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도 능력 인식에서 ‘나의 미래와 진로’(M =3.87),‘정보를 활용한 생활’(M =

3.86),‘정보의 탐색과 선택’(M =3.85),‘일과 직업의 요성’(M =3.84)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M =3.06),‘간단한

자 회로 꾸미기’(M =3.13),‘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M =3.25)가 상 으로 낮

게 나타났다.교직 경력별 지도 능력 인식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 집단과

10년 미만 경력의 교사 집단 간에 ‘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p=.000),

‘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p=.002),‘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p=.023),‘기․

자 용품의 사용과 리’(p=.004),‘간단한 자 회로 꾸미기’(p=.003),‘생활

속의 동물’(p=.012),‘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p=.028)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6학년 실과교과의 교육 요구도 분석 결과 ‘기· 자용품의 사용과

리’(1.1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음식 만들기’(1.05),‘건강한 먹을거리의

마련’(1.02),‘나의 미래와 진로’(1.02)에서 비교 높게 나타났다.‘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는 0.09로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낮았다.

5,6학년 실과교과의 역별 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다양한 실천

경험을 쌓아 지도 능력을 높여 학습의 효과를 극 화 시켜야 한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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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실과교육은 개인과 가정,산업생활의 이해와 응에 필요한 지

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학생들이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정보화,세계화 등 미래사

회에 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변

천을 겪으면서 축소되어 실과교육의 정체성 재정립이 시 하다.

둘째,실과교육의 활성화를 해서는 교사 자신이 실과교육도 주지 과목 못지

않게 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며,교육과정 내용에서 경험이 부족한 학습 내용

에 해서는 연수의 기회를 확 할 필요가 있다.

셋째,교과서를 통한 주입식 교육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 수가 없어 교육 효과

가 미미하기 때문에 실과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 에서

학생의 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체험 주의 다양한 로그램 개발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

넷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응할 수 있도록 실과교육 내용도 시 를 반

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하여 교사,학부모,학생들이 바라는

실과교육에 한 근방법을 모색하여 시 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유용한 내용

들이 교육내용에 반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실과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요구된다.시설과 환경의 열악은 교사들이 실습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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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ASurveyonEducationalNeedsandAwarenessof

ElementarySchoolTeachersofJejuonImportanceand

TeachingAbilityofEducationContentsinPracticalArts

Kim,EunJeung

MajorinElementaryPracticalArts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Jeju,KOREA

SupervisedbyProfessorKim,YoungYong

Thepurposesofthisstudyweretosurveyeducationalneedsandawareness

ofelementaryschoolteachersofJejuonimportanceandteachingabilityof

educationcontentsinPracticalArts.

Thequestionnaireintheareasof'homelife'and'technologyworld'of2007

revisedPracticalArtswasdevelopedtosurveytheresearchcontentsforthe

elementaryschoolteachersinJeju.180questionnairesweresentoutforthe

elementaryschoolteachers,160questionnaireswerecollectedandanalyzed.

Inferentialstatisticswitht-testtechniqueanddescriptivestatisticswith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Febr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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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andstandarddeviationwereusedtoanalyzedatabySPSS18.0statistics

packageprogram.

Themajorfindingswereasfollow.First,thelevelofimportanceawareness

oftheteacherswithminimum of10yearseducationalexperiencewashigher

statisticallythanthatoftheteacherswithmaximum of10yearseducational

experiencein'mylifeanddress'and'plantsinlife'area.

Second,theleveloftheirteachingabilityawarenessoftheteacherswith

minimum of10yearseducationalexperiencewashigherstatisticallythanthat

oftheteacherswithmaximum of10yearseducationalexperiencein'meand

family','houseworkandroleoffamilymembers','cooking','mylifeand

dress','mendingdress','designingandmakingofwoodenarticles','plantsin

life','growingofflowersandvegetables','makingarticlesbyneedlework',

'makingarticleswithhaberdashery','managementoftimeandmoney','use

and managementofelectricity/electronic products','designing ofsimple

electroniccircuit','animalinlife','keepingpetsandanimals'.

Third,educationalneedsinalleducationcontentswereoverzeroexcept'my

lifeanddress'and'mendingdress'.Andsuchas'houseworksandrolesof

familymembers','nutritionandfood','gettinggoodfood','cooking','useand

managementofelectricity/electronicproducts','myfutureandcareer'were

higherthan1.0ineducationalneeds.

*Key Words:EducationalNeeds,PracticalArtsContents,PracticalArts

Education



- 74 -

안녕하세요?

교육 장에서 교육의 역할에 념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

다. 는 제주 학교 교육 학원에서 등실과교육 공으로 석사학 논문을

비하고 있는 교사 김은정입니다.

이 설문지는 등학교 교사들의 실과교육 역별 학습목표에 한 요도

지도 능력 인식을 조사하기 하여 제작 되었으며,2007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실과 5,6학년의 단원 내용에 따른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학습목표에 하여 요한 정도를 평정해 주시고,아울러

자신의 지도 능력도 평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에 하나의 일거리를 드리지 않나 조심스럽습니다.응답하신 내

용은 연구의 목 으로만 이용될 것을 약속드리며 연구 수행을 한 필수 인

과정이라 거듭 양해의 말 을 드립니다.아울러 장의 실제 상황이 이 연구에

반 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년 4월 일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실과교육 공 김은정 올림

<부 록>

[초등학  사  실과 과 내  역별 

도, 지도 능력 식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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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내용:나의 성장과 가족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나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나의 성장에 기

여하는 가정생활의 요성을 인식한다.

㈏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의 의미를 알고,가족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함으로써 력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키운다.

※ 다  사 상 사  변  사하기 한 기초 료 니다. 해

당란에 ‘○’, 혹  ‘√’ 해주시기 랍니다.

1. 별: ①남 ____   ②여 ____

2. 나 : ①20  ____  ② 30  ____ ③ 40  ____ ④ 50  상 ____

3. 보직 무: ①  사 ____ ② 평 사____

4. 직 경력: ①10  미만 ____ ② 10 상 ____ 

※ 다  생님들  식하고 는 실과  학습 내  ‘ 도’  실  

생님 신  학습 내  지도 능력  ‘지도 능력’  알아보기 한 것 니다. 

현재  기 로, 문항에 한 생님  생각  해당란에 기(√)해주시기 랍

니다.

<5학  단원 내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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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내용:나의 양과 식사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나의 양에 한 기 지식과 하루에 필요

한 식품의 구성,식품의 합리 인 선택 방법

을 알아,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

㈏ 조리 기구의 종류와 쓰임새를 이해하고 삶기,

기 등의 조리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한 음

식을 만든다.

단원내용:옷 입기와 리하기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옷의 기능을 이해하여 나의 신체 성장 발

달과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한다.

㈏ 옷의 종류와 용도에 맞게 정리,보 ,수선을

할 수 있고,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옷을

리하는 태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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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내용:쾌 한 주거 환경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청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청소 계획을 세워

순서와 방법에 맞게 청소를 함으로써 쾌 한

주거 환경을 유지한다.

㈏ 생활 속에서 재활용의 가치를 이해하여,생활

쓰 기를 이고 올바르게 분리,처리하여 주

거 환경을 하게 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단원내용:생활 속의 목제품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목재와 목제품의

종류 특성을 이해한다.

㈏ 간단한 목제품을 창의 으로 구상하여 만들어

으로써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목제

품의 제작 과정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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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내용:식물과 함께하는 생활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여러 가지 꽃과 채소의 종류와 특성을 악하

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쓰임새

를 이해하고,식물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실

내 환경을 꾸 수 있다.

㈏ 꽃 는 채소를 선택하여 가꾸어 으로써 재

배의 의의를 알고 생명을 소 히 여기는 태도

를 가진다.

단원내용:정보 기기와 사이버 공간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정보 기기의 종류,특성,기능을 이해하여,생

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한다.

㈏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사이버 공간

에서의 올바른 윤리 의식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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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내용:간단한 음식 만들기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먹거리의 선택과 마련에 한 요성을 이해

하고,건강하고 안 한 식생활을 하기

한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밥과 빵 등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을 만들고 식사 을 갖추어

식사하고 정리하며,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한 이해를 해 통 음식 는 지역의 향토

음식에 해 조사하고 만든다.

단원내용: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손바느질을 이용하여 덧소매,주머니,받침 등

나의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만든다.

㈏ 바늘,코바늘,재 틀,수 바늘 등 다양한

바느질 도구를 이용하여 생활 용품을 창의

으로 만든다.

<6학  단원 내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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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내용:생활 자원과 소비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생활 자원의 종류를 알고 주변의 생활 자원의

사용과 환경과의 계를 인식하여 자원을 효

율 으로 이용하고 리한다.

㈏ 나의 생활 시간을 효율 으로 리하고,용돈

의 개념을 이해하여 용돈을 합리 으로 계획

하고 소비하여 명한 아동 소비자로서 능력

과 태도를 기른다.

단원내용:생활 속의 기ㆍ 자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기ㆍ 자 용품의 종

류와 리 방법을 알아 안 하고 편리하게 사

용한다.

㈏ 기ㆍ 자 부품과 공구를 사용하여 간단한

자 회로를 꾸며 으로써,여러 가지 기

ㆍ 자 용품의 특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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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내용: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생활 속에서 인간과 동물의 계를 이

해하고,기르는 목 에 따른 동물의 종

류와 특징을 안다.

㈏ 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를 습득하여 애완동물 는 경제동물을

선택하여 기른다.

단원내용:인터넷과 정보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효율

으로 탐색하고 유용한 정보를 선택한다.

㈏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

가와 취미 활동 등에 한 여러 가지 정

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후,컴퓨

터로 작성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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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내용:일과 진로

학습 목표

요도 지도 능력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매

우

낮

다

낮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은

편

이

다

매

우

높

다

㈎ 일과 직업의 의미와 요성을 탐색하여,

가정의 일과 직업의 상호 보완 인

계를 인식한다.

㈏ 나의 흥미와 성 등을 악하고,미래

세계에 합한 직업을 탐색하여 일에

한 정 인 태도를 갖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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