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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home economics(hereafter HE) curriculum in Victoria State, Australia, and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the HE curriculum in Korea. To accomplish the purposes,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were 

analyzed through the relevant web page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HE curriculum implementation were identified through

e-mail and interviews with HE teachers and administra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HE curriculum 

for F-10 was one of the cross-curriculum resources based on the content description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Design 

and Technologies' and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Because the HE curriculum is competency-based curriculum 

and did not stipulate what was to be taught then, HE teachers had lots of autonomy in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curriculum,

which led to the need for professionalism. Second, VCE subjects, both ‘Food Studies’ an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which are HE elective curriculum for 11th and 12th graders, require students to take written tests produced by the VCAA. 

Because there are no specific details to be taught in the curriculum, the HE teacher had the need to devise and operate various

classes to foster problem-solving skills, critical thinking skills, etc. Third, HE teachers had the discretion to create all the subject

names, contents to deal with, and evaluations to prepare for the school curriculum, and thus were exerting their professionalism.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system was well equipped and VCE subjects were audited, even though teachers’ performances

were related to their individual competencies.

Key words: 교육과정 검증(curriculum audit),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home economics curriculum in Victoria Australia), 

역량중심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 통합교육과정 자료(cross-curriculum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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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호주의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위해 일반역량을 설정하고, 

각 교과를 통해 일반역량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Paik & Ohn, 2015). 따라서 호주 교육과정은 

교과를 통하거나 두 교과를 걸치거나 교과를 초월하여, 또는 

새로운 교과를 만들어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활동을 배치하고 한 학년을 마치면 주 교육과정에

서 강조하는 역량이 계발되도록 하게 된다(Cho & Shon, 2018). 

호주 교육과정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상세히 언급되지 않고, 

교육과정 문서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목표지점, 성취기준 등을 제시해 준 상태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가 국가와 

주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자신의 학교 내 다른 교과의 교육과

정 및 운영 여건, 학생들의 요구, 관심,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

을 창조하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과정 전달자나 교육과

정 실행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넘어 교육과정 창조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학습

자 중심의 수업 실행능력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가정과교

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시도별 가정교과연

구회가 그동안 다루었던 연구활동 주제들을 살펴보면 1990년

대는 수업모형에 대한 연수, 2000년대 초반에는 개정된 교육

과정의 이해 및 전달, 2010년 이후에는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역량개발, 교사역량개발 등의 주제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 이

를 확인할 수 있다(Yoo, Yang, Ju, & Yu, 2019).

호주는 연방에서 8개의 핵심 학습영역과 역량을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을 제시하고, 각 주는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참고로 주 단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제시하고, 교사들은 주 

단위 교육과정을 참고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행하되, 

주 교육부로부터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원과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6개 주와 2개의 준 주 중에서 빅토리

아주를 중심으로 가정과교육과정의 편성과 실행을 살펴보았

다. 빅토리아주는 호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된 

곳이며, 국가교육과정 개발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계기가 

된 ‘멜버른 선언’이 이루어진 만큼 교육과정 개발에 매우 상징

적인 주이기도 하다. 또한 Home Economics Victoria의 CEO인 

Carol Warren이 세계가정학회(IF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 회장을 역임할 만큼 가정과교사들의 네

트워크와 연구 활동이 매우 왕성한 주로 가정과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제를 알아보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호주에서는 가정교과가 대학입학을 원하는 11, 12학년 학

생들을 위한 선택과목에 포함된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식생활(food studies)’, ‘건강과 인간발달(health and human 

development)’ 과목을 가정과교사가 11~12학년을 대상으로 개

설 운영하며 대학입시에 포함되는 선택과목이다. 따라서 빅토

리아주 가정과교사에게는 교육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생

들이 해당 과목의 점수를 잘 받도록 수업교재와 수업방법을 

개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외국 교육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에는 교육과정 문서를 

위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Kim, Kim, & Mo, 

2016; Ko, Chang, & Lee, 2016; Yang, 2019; Yu, 2010)들이 대부

분인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문서 뿐 아니라 가정과교사

와 가정과교육과정 담당자와의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학

교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하는 지 살펴 

본 사례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가정과교육

과정을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내용은 첫째, 공통필수 가정과교육과정 고찰, 

둘째, 선택중심 가정과교육과정 고찰, 셋째, 가정과교육과정

을 실행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과 지원환경 고찰이며, 각 고찰

에 이어 논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가정과

교사의 수업실행에 대한 아이디어와 차기 가정과교육과정 개

발에 시사점을 제공한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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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정의

가정과교육과정

호주 국가 교육과정 및 빅토리아주 교육과정에서는 가정

교과가 교육과정 영역(curriculum area)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과정 자료(cross-curriculum resources) 중의 하나로, 

두 개의 교과 교육과정 영역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subject)로 설정할 수 있다.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속하는 공통필수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영역 ‘기

술’과 ‘건강과 체육’에 속한 스트랜드(strand) 중에서 내용체계

와 성취기준을 정하여 가정과교사가 식생활, 건강, 관계맺기 

등을 주제로 한 수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11~12학년에 속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 중에서 ‘식생활’, ‘건강과 

인간발달’ 이 가정과수업에 속한다. 이와 같이 가정과교사가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수업을 하는 데 근거 또는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 구조 및 내용체계 모두를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육

과정이라고 일컫는다.

Ⅱ.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 및 

빅토리아주 교육과정

호주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

의 국가 수준 및 주 수준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평가원 및 빅토리아주 교육과정평가

원 웹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호주는 6개의 주(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Western Australia, and Victoria)와 2개의 준 주(the 

Australia Capital Territory-ACT, the Northern Territory)로 이루

어진 연방공화국이다. 이전에는 교육과정 개정 또는 학교 교

육과정 운영이 주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전

후 국가수준의 통일된 교육과정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

에, 2008년 12월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육부장관협의회를 가졌고, 이 협의회에서 ‘호주 청소년들

을 위한 교육목표’(멜버른 교육선언, Melbourne Declaration of 

Educational Goals for Young Australians)를 선언하고 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결의하였다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 2013). 이후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 작업이 이루어

졌다.

1. 호주 국가 교육과정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 개발은 2009년 연방정부에 의해 설

립된 호주교육과정평가원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호주교육과

정평가원은 각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

하고 전문가, 교사, 학부모, 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총 4단계, 즉 (1) 핵심 학습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

과정의 기본 틀을 만들고(shaping), (2)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의 교육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과 성취기준의 내용을 작성

한 다음(writing), (3)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 주와 

준 주의 교육과정과 학교 관련자들이 실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implementation), (4) 실행을 통해 받은 피드백

을 바탕으로 수정하는(monitoring and evaluation) 과정을 거쳐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에 이르는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였

다(ACARA, 2013).

호주의 교육과정은 공통필수 교육과정(F-10 curriculum)과 

선택중심 교육과정(senior secondary curriculum)으로 나눌 수 

있다. 공통필수 교육과정은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의 교육과

정으로 3차원의 구성요소, 즉 학습영역(learning area), 일반역

량(general capabilities), 범교과1) 고려사항(cross-curriculum 

priorities) 등으로 구성되었다<Figure 1>. 선택중심 교육과정

은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 과정, 직업을 원하는 학생

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영역은 영어, 수학, 과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예술, 

외국어, 건강 및 체육, 기술 등 8개 영역이며, 그 아래 세부 

과목들(subjects)을 두었다. 다음 세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1) 앞서 용어설명에서 언급한 ‘cross-curriculum resources’과 다르게 여기서는 ‘범교과’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다루도록 한 ‘범교과 학습주제’와 맥락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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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structure/)

Figure 1. The three dimensions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필요한 능력인 일반역량은 문해력, 수리능력, ICT 능력, 비판

적⋅창의적 사고, 개인적⋅사회적 역량, 윤리적 이해 능력, 

문화 간의 이해 능력 등 7가지로 제시하였으며, 범교과 고려사

항은 호주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3가지 주제로, 호주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 아시아 및 호주-아시아의 관계, 지속가

능성 등으로 구성되어졌다. 특히 범교과 고려사항은 국가교육

과정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할 세 가지 주제로, 따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서 즉 모든 학

습영역 및 관련 교과를 통해서 다루어지게 된다. 범교과 고려

사항의 경우, 과거 영국의 식민지 역사와 호주 원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받아들인 이민과 이주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된 다문화 국가인 호주의 정체성과 일맥상

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호주의 국가교육과정의 특징

은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호주의 국가

적 기본 방침이 잘 드러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빅토리아주 교육과정

호주 모든 주의 유⋅초⋅중등 교육기간은 13년이며, ‘유초

등 7년-중등 6년제’를 취하고 있는 주와 ‘유초등 8년-중등 5년

제’를 취하고 있는 주로 대별된다. 빅토리아주는 ‘유초등 7년-

중등 6년제’를 취한다.

빅토리아주 교육과정은 빅토리아주 교육과정평가원(VCAA: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호주 국가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빅토리아주의 

우선 고려사항과 기준을 일부 반영한다. 빅토리아주 교육과정

은 호주 국가교육과정과 같이 유치원부터 11년 동안의 공통필

수 교육과정(F-10 curriculum)과 11,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senior secondary curriculum)으로 구성된

다. 이 중에서 중등교육 6년은 공통필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

는 7-10학년의 전기 중등교육(junior secondary)과 선택중심 교

육과정으로 운영되는 11-12학년의 후기 중등교육(senior secondary)

으로 구분된다.

빅토리아주에는 공립 학교, 카톨릭 학교, 독립 학교(independent 

schools) 등 세 가지 학교유형이 있는데,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다소 다르다. 공립학교와 카톨릭 

학교는 빅토리아주 F-10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며, 독립학교는 

호주 국가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빅토리아주 F-10 

교육과정을 참고한다.

가. 공통필수 교육과정

빅토리아주 공통필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과 같이 학

습영역, 역량, 범교과 고려사항 등 3차원의 구성요소로 이루어

졌다(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n.d.a). 범교과 고려사항은 국가 교육과정과 동일하여 여기서

는 학습영역과 역량에 대해서만 논하겠다.

공통필수 교육과정은 8개의 학습영역과 4개의 역량으로 

구성된다. 학습영역은 호주교육과정과 동일하게 8개로 구성

되며, 학생들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관여하기 위한 독특한 

방법을 통해 제공되고 정의된다. 8개의 학습영역 중에서 예술, 

인문학, 기술은 학생들에게 별도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참여하게 한다. 가정교과내용은 학습영역

에 속하는 ‘기술’과 ‘건강 및 체육’ 교육과정에서 해당 요소들

을 취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가정과교육과정 섹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역량의 경우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적용되는 일련의 

지식과 기술을 나타내는데,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7개 

일반역량에서 3개가 제외되어 창의적⋅비판적 사고, 윤리적 

이해 능력, 문화간의 이해 능력, 개인적⋅사회적 능력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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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areas

The arts

Dance

Drama

Media arts

Music

Visual arts

Visual communication design

English
English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EAL)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The humanities

Civics and citizenship

Economics and business

Geography

History

Languages

Mathematics

Sciences

Technologies
Design and technologies

Digital technologies

Capabilities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Personal and social capability

Ethical capability

Intercultural capability

Note. Two subjects in bold are related to home economics curriculum.

Table 1. Learning areas and capabilities in Victorian curriculum

Introduction Curriculum

Rationale and aims

Structure

Learning in ‘Learning area’ or ‘Capabilities’

Scope and sequence

Resources

Glossary

Level/band descriptions

Content descriptions

Achievement standards

Table 2. Contents of learning areas and general capacities

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일반역량 중 문해력, 수리능력, ICT 

능력을 제외시켰는데, 이는 문해력, 수리능력, ICT 능력을 따

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일

반역량도 교과로 다룰 수 있도록 내용 진술(content description)

과 그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Table 

1>은 학습영역과 세부 과목, 역량을 보여준다.

각 학습영역과 일반역량의 문서체제에는 <Table 2>와 같이 

각 교과에 대한 소개(introduction)와 교육과정 설명(curriculum)

이 있다. 교과에 대한 소개는 교과목표, 구조, 학습, 범위와 

계열성(scope and sequence), 자료, 용어설명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과정 설명은 학년/밴드에 대한 기술, 내용 진술, 성취기준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과에 대한 소개 중에서 ‘구조’에서는 스트랜드(strand)와 

하위 스트랜드(sub-strand)2)별로 다루게 되는 내용을 제시한

2)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 내용체계표에 있는 ‘영역’이 빅토리아 교육과정에서 스트랜드이고, ‘핵심개념’이 하위 스트랜드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원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빅토리아주 교육과정 용어설명에 의하면 스트랜드는 ‘각 교육과정 영역에서 다루게 되는 핵심 

요소(Key organising elements within each curriculum area)’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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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과목별 내용체계에 해

당한다. ‘학습’에서는 해당 학습영역이나 역량을 지도할 때 

유의점이나 고려해야 할 점, 예를 들어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

보 보호, 동물 윤리 등이 포함되며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정보 또한 제공된다. ‘범위와 계열성’에서는 내용 진술이 학년

별로 어떻게 다른 지, 학생들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어떻게 

두어야 할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교육과정 설명 중에서 학년/밴드(band)에 대한 기술은 학년 

또는 밴드에 해당하는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설명하는 진술

이다. 교과에 따라서 매 학년마다 내용체계가 다르기도 하고, 

밴드마다 다르기도 하다. 밴드란 두 개 학년씩 묶은 형태를 

말하는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2개 학년씩 묶어 6개의 밴드

가 있으며, 동일한 밴드 내에서는 학년과 상관없이 해당 교육

과정 내용을 이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교육(civics and 

citizenship)은 학년마다 내용체계가 다른데 비해, 가정교과는 

밴드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한 밴드에 속한 7학년과 8학년이 

이수하게 되는 내용체계가 동일하다. 밴드별로 내용체계가 

제시되면 학년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내용 진술은 교사들이 가르칠 것으로 기대되고 학생들이 

배울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리된 

정보를 하위 스트랜드별로 알려주는데, 만약 해당 하위 스트

랜드가 없는 경우 스트랜드별로 알려주며 식별 코드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용 진술’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나 학습요소와는 달리 역량중심으로 진술되어 있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건강과 체육’의 9-10학년용 ‘내용 진술’ 중 

하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평가하고 개인이 어떻

게 타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한다(VCHPEP142)”

로 특정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각 ‘내용 진술’별로 

3~4개의 상세 진술(elaborations)이 있는데, 상세 진술은 교육

과정이 실제 수업활동에 어떻게 변환되는 지 이해를 돕는 예

시일 뿐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은 아니다(non-mandated).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

는 것과 학생들의 성과를 기록해서 보고하기 위한 기준을 진

술한 것이다. ‘건강과 체육’의 9-10학년용 성취기준의 한 예를 

들면, ‘10학년을 마치면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 관계, 의사

결정과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인 요인들을 비판적으

로 분석할 수 있다.’와 같이 역량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선택중심 교육과정

호주 빅토리아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는 대학진학 준비교

육인 VCE(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 교육과정 외에 

직업교육훈련인 VET(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교육과정

이 있다. VET교육과정은 호주 전역에 걸친 산업체주도 교육, 

도제견습제 교육, 국가인증 훈련기관주도 교육 등 세 가지 

유형의 국가 직업교육훈련과 연계된 것으로, VCE VET 교육

과정(약어로 VES), 학교기반 도제견습제, 블록 크레딧 인정제

(block credit recognition) 등 세 가지이다. 여기에서는 대학진

학 준비교육인 VCE 교육과정 위주로 다룬다(VCAA, n.d.b).

VCE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2-3학년에 해당하는 11~1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을 

가리킨다. 이 자격증을 위한 VCE 교육과정은 행위예술, 시각

예술, 기술, 영어, 수학, 인문학, 과학, 디지털 기술, 경영과 

경제, 건강과 체육, 외국어, 연구논문(extended investigation) 

등의 영역 내 총 47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교과의 

각론 교육과정 개발 시기는 교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VCE 교육과정의 적용시기는 교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수

학이나 영어는 2016년부터 적용되고, 식생활 과목은 2017년

부터, 댄스나 연구논문 과목은 2019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11, 

1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VCE 교과를 한 학년에 

5~6개를 선택하여 공부한다.

VCE 모든 교과는 2년간 프로그램으로 각각 총 네 개의 

unit(unit 1, 2, 3, and 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의 unit을 

이수하게 되면(최소 50시간) 1단위를 취득하게 된다. unit 1과 

unit 2는 각각 이수하거나 한꺼번에 이수할 수 있고 unit 1, 

2단원을 건너뛰고 unit 3부터 이수할 수 있지만, unit 4는 반드

시 unit 3을 공부한 이후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unit 1과 

2의 이수여부는 학교 내에서 성취 수준을 결정할 수 있지만 

unit 3과 4의 이수여부는 학교와 외부 사정으로 평가된다. 

11-12학년 학생들은 대학 진학 자격인 VCE를 받기 위해서 

영어과목군(english group) 3단위를 포함하여 최소 16단위를 

이수해야 한다(VCAA,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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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분석법과 면담법

이 이용되었다.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을 파악하기 위하

여 빅토리아주 교육과정평가원 및 Home Economics Victoria 

웹페이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

정 담당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아 가정과교육과정의 세부내용

과 실제 운영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또한 빅토리

아주 가정과교육과정의 실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과교사

와 가정과교육과정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선정 과정

연구참여자들은 가정과교사 3인(T, S, R교사)과 가정과교

육과정 담당자 1인(L장학사(design and technologies manager 

of curriculum))이다. 가정과교사 2인(T, S교사)과 L장학사는 

가정과교육 학술대회(Home Economics Victoria가 개최함)의 

발표자 또는 토론자였으며, 연구자가 2019년 11월 22일 가정

과교육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개인 정보를 받았다. 예비 연구

참여자들에게 2020년 2월 14일 연구자의 이력서, 본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동의서를 포함한 이메일을 보내어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T, S교사는 가정과교육 학술대회에 본인 

수업경험을 공유할 정도로 경험 많고 유능한 가정과교사이며, 

R교사의 경우 S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추천하여 본 연구참여

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참고로, Home Economics Victoria는 1958년 가정과교사들

의 모임으로 시작하여 현재 건강증진 자선단체로 발전하였고, 

보건부 및 교육부와 협력하여 중등학교 가정과수업을 통해 

건강한 식사 및 식생활역량(food literacy)을 증진하는 데 기여

하고 있다. 현재 9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가정과

교육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발표물 70% 이상이 가정과교사

들의 교육과정 편성, 교수⋅학습 과정안,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 계획 등으로 2019년 11월 개최한 학술대회에는 가

정과교사, 장학사, 가정과교사 교육자 2,000명이 참석하였다.

2. 자료수집 과정

2019년 10월부터 가정과교육 학술대회 참석, 학술대회 발

표물 수집 및 분석, 호주 국가교육과정 및 빅토리아주 교육과

정 문서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2020년 2월 21일 A학교를 방문

하여 가정과교사 2인(S교사, R교사)을 만나 S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추후 이메일 면담을 수행하였으며, R교사와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2월 26일 B학교를 방문하여 가정과교사 

1인(T교사), 교육연수부장 교사와 면담하였다. 대면 면담시간

은 R교사와 50분, T교사와 2시간동안 개별 면담을 하였으며, 

교육연수부장 교사는 T교사와 함께 20분 동안 면담을 하였다. 

빅토리아주 교육과정평가원 웹페이지의 교육과정 내용을 분

석할 때나 학교현장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때마다 S교사에게 

이메일로 5회 문의하여 답을 받았다. 3월 18일 빅토리아주 

교육청에 방문하여 L장학사와 대면 면담을 1시간 30분동안 

하였다.

교사를 위한 면담 질문은 가정과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과정,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수업 준비, VCE 시험에 대한 학생

들의 준비 등이었으며, 장학사를 위한 면담 질문은 VCE 검증

(audit) 과정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주 교육부의 지

원 방안 등이었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

취하여 영문으로 전사하였다.

3. 자료분석

영문 문서로 전사한 대면 면담 자료와 수집된 이메일 자료

는 귀납적 접근방식으로 분석을 하였다. 면담 자료를 면밀히 

읽으면서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의 편성 및 실행과 다른 

점,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을 주로 코딩하였다.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 

기술을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에 기술된 내용은 면담자와 이

메일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member checking)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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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areas Strands Sub-strands

Technologies

: Design and 

technologies

Technologies and society No sub-strands

Technologies contexts

Engineering principles and systems

Food and fibre production

Food specialisations

Materials and technologies specialisations

Creating designed solutions

Investigating

Generating

Producing

Evaluating

Planning and managing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Personal, social and community health

Being healthy, safe and active

Communicating and interacting for health and wellbeing

Contributing to healthy and active communities

Movement and physical activity

Moving the body

Understanding movement

Learning through movement

Note. Strands and sub-strands in bold are related to home economics contents.

Table 3. Strands and sub-strands of ‘technologies’ and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Ⅳ. 연구결과

1. 공통필수 가정과교육과정 고찰

공통필수 가정과교육과정은 두 개의 교육과정 영역(curriculum 

area)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두 개의 교육과정 영역과 

어떻게 연계하여 가정과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고, 

가정과교육과정 실행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과정평가원 웹

페이지에 예시로 제시된 가정과수업안을 소개하였다.

가. 개요

빅토리아주 F-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교과

(home economics)의 목표는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

를 해결하며, 개인, 가족, 공동체의 실질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반응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

다. 가정교과는 선택과목으로, 학교교육과정에 과목으로 편성

될 경우 두 개의 교육과정 영역 즉 ‘기술: 디자인과 기술’과 

‘건강과 체육’의 스트랜드, 내용 진술, 성취기준 등을 이용하

여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다. 이에 가정교과는 

통합교육과정 자료(cross-curriculum resource)에 해당한다

(VCAA, n.d.c).

가정과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술: 디자인과 기

술’과 ‘건강과 체육’의 스트랜드와 하위 스트랜드를 소개하면 

<Table 3>과 같다. 진하게 표시한 스트랜드 또는 하위 스트랜

드의 내용 진술과 성취기준이 가정과수업을 위해 사용된다.

<Figure 2>는 Home Economics Victoria에서 빅토리아주 가

정과교육과정을 가정과교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플로

우차트로, 9~10학년의 가정교과 내용이 어떻게 교육과정과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있다(Home Economics Victoria, 2016a). 

가정교과와 관련된 교육과정 영역, 스트랜드 및 하위 스트랜

드, 간략한 내용 진술, 성취기준 등으로 매우 간단히 구성되어 

있어 상세한 내용체계를 제시하는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 

문서와 대조된다. 다른 밴드 즉, 7~8학년의 가정과교육과정

(Home Economics Victoria, 2016b)도 9~10학년의 형식과 같이 

구성되어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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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학년 가정과교육과정은 <Figure 2>와 같이 ‘기술: 디

자인과 기술’의 세 스트랜드, 즉 ‘기술과 사회’, ‘기술 맥락’, 

‘디자인된 해법 창조하기’와 관련되며, ‘건강과 체육’에서 한 

개의 스트랜드 ‘개인적, 사회적, 지역사회 건강’에 속하는 내

용 진술과 성취기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 진술과 

성취기준들을 기초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교수⋅학습 프로

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내용 진술을 보면 빅토리아주 교육과정(Victorian Curriculum)

을 의미하는 ‘VC’로 시작하는 식별 코드번호가 있다. 그 외 

두 개 또는 세 개의 알파벳 문자가 그룹을 이루어 학습영역

명, 스트랜드명을 지칭하고, 마지막 숫자는 일련번호이다. 

<Figure 2>에 있는 ‘건강과 체육’의 내용 진술 중 코드번호 

하나를 예를 들자면, ‘VCHPEP142’의 ‘VC’는 빅토리아주 교

육과정을 의미하며, ‘HP(health and physical education)’은 교육

과정의 학습영역을 의미하고, ‘EP (technologies and society)’는 

스트랜드명을 의미한다.

나. 가정과수업안 예시

빅토리아주에서 가정과수업은 대체로 건강, 식생활을 위

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가정과수

업안 자료를 통해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1) 가정과수업안 개관

F-10학년을 대상으로 한 가정과수업은 ‘건강한 식사

(healthy eating)’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교사들은 학

습영역 ‘기술’에 속하는 ‘디자인과 기술’과 ‘건강과 체육’ 교육

과정의 스트랜드, 하위 스트랜드, 내용 진술 및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한다.

가정과수업은 ‘디자인과 기술’ 교육과정 스트랜드 중 하나

인 ‘기술 맥락(technologies contexts)’에 속한 ‘식품 전문화(food 

specializations)’를 통하여 과학적인 지식, 오감 등을 기초로 한 

원리를 식품 선택과 준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

점을 둔다. 학생들은 편의점 음식, 고도로 가공된 식품, 식품 

포장, 식품 운송 등과 같은 현대 기술과 관련된 식품 이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디자인과 기술’과 ‘건강과 체육’ 교육과

정을 통해 교사들은 함께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사회적 

기술을 계발하고 건강한 식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사

회적 요인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건강과 체육’ 교육과정에서 ‘개인적, 사회적, 지역사

회 건강’ 스트랜드를 통하여 학생들은 건강과 웰빙, 성장과 

발달, 정체성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맺기를 강조하는 

등 식품의 사회적⋅정서적인 역할을 탐색한다. 학생들은 가정

과수업을 통해 식품과 영양과 관련하여 이들 식품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양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술을 획득하게 

된다(VCAA, n.d.c.).

교육과정평가원 웹페이지에는 F-10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사’를 주제로 한 가정과수업안이 워드파일로 탑재되어 있

다. <Table 4>와 같이 유치원에서는 ‘식품과 나’, 1~2학년에서

는 ‘식품이 어디에서 왔을까?’, 3~4학년에서는 ‘텃밭’, 5~6학

년에서는 ‘식품과 다양한 문화’, 7~8학년에서는 ‘식품표시의 

실제’, 9~10학년에서는 ‘식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

성되었다(VCAA, 2019b; 2019c; 2019d; 2019e; 2019f; 2019g).

2) 9~10학년용 가정과수업안 예시

9~10학년 학생을 위한 ‘식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수업안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VCAA, 2019g).

가) 수업 소개- 주제: 식품선택에 미치는 영향

- 시간: 총 400분 (8차시)

- 해당학년: 9학년과 10학년

- 교육과정 영역: 디자인과 기술, 건강과 체육

나) 수업 개요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먹

는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야기하고 식품 선택에 미치는 

맥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심화해서 

탐구할 요인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는 탐구결과, 그들이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 더 

나은 건강과 웰빙을 가져올 액션들을 포함해야 한다. 각자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음식을 창의

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디자인 과정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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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underlined sentences and phrases are mentioned in Table 5.

Figure 2. Home economics curriculum for levels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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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levels Topics Learning activities

Foundation Food and you

- Five food groups and discretionary foods

- Rethink sugary drinks

- Discretionary foods interview

- Practical session: Make a healthy snack

1~2

Where does

our food

come from?

- Where does our food come from?

- Choosing healthy foods from the five food group.

- How does food get from the paddock to us?

- Practical session: Making butter

3~4
Kitchen

garden

- What’s in our garden?

- How can a garden promote health and wellbeing?

- Prepare a healthy lunch

5~6

Food from

different

cultures

- Food for celebrations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 Cultural celebrations

- Class presentations

- Tastes from around the world: sensory evaluation

- Prepare a dish from another culture

7~8
Food labelling

practices

- Front-of-package labelling

- Nutrition information and ingredients

- Kilojoule labelling at fast-food venues

- Requirements for food labels in Australia: Critical inquiry task

- Develop your own food package

9~10
Influences on

food choices

- What influences our food choices?

- Exploring factors that influence food choice

- Student investigative task

- Creating designed solutions

Table 4. Topics and learning activities for unit of work of home economics

다) 학습목표 (learning intentions)

- 식품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 나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요인들을 탐색한다.

- 내가 추구하는 미래를 고려해서 건강을 높일 수 있는 액

션을 제안한다.

- 내가 추구하는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음식을 디자인한다.

라) 빅토리아주 교육과정과의 연계

가정과수업을 계획할 때 교육과정 중 일정한 교육과정 영

역, 스트랜드, 내용 진술, 성취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Figure 

2>에서 밑줄 친 ‘내용 진술’과 ‘성취기준’이 본 가정과수업안

에서 사용되었으며 <Table 5>에는 일부만 기술하였다.

마) 지도상 유의점 (advice and teaching 

considerations)

-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록영화(documentary)를 발표

하기 위한 영상축제를 조직할 수 있다.

- 학생들이 그들의 탐색 중의 일환으로 인터뷰 또는 설문조

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이 있는 지 고려한다.

바) 본시 수업안의 학습활동 및 학습목표

학습활동 4가지의 학습목표와 수업차시는 <Table 6>과 같

다. 학습활동 1에서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로 TED 강의 ‘식품의 정치학: 우리가 먹는 것에 누가 영향

을 주는가?’를 보여주면서 학생들 각자 맥락에서 식품선택에 

영향을 받는 요인들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특히 학습활동 3의 

경우 4차시 분량으로 5~10분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인

데 ‘미디어아트’과목 수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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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영역 디자인과 기술 건강과 체육

스트랜드

기술과 사회

(Technologies and society)

기술 맥락

(Technologies contexts)

디자인된 해법을 창조하기

(Creating designed solutions)

개인적⋅사회적⋅지역사회 건강

(Personal, social and community health)

내용

기술

기술과 사회

-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와 디자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기술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해법을 발전

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VCDSTS055).

식품 전문화(기술 맥락에 속함)

- 어떻게 식품 안전, 보관, 준비, 제출, 오감을 통한 인식 

등이 건강한 식사를 위한 해법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

을 주는 지 탐색하고 판단을 내린다(VCDSTC058).

후략

건강하게 안전하고 활동적이기

-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평가하고 개인이 어떻게 타

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한다(VCHPEP142).

-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 능력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알아보고 비판한

다(VCHPEP145).

후략

성취

기준

10학년을 마치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추구한다고 기술

했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을 디자인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후략

10학년을 마치면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 관계, 의사결정

과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인 요인들을 비판적으

로 분석할 수 있다.

후략

Table 5. Curriculum connection to unit of work for levels 9~10

Learning activities Learning intentions Periods

1. 무엇이 식품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 식품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 나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요인들을 탐색한다.
1/8

2. 식품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탐색하기 - 식품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2/8

3. 학생 탐색 과제
- 식품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 내가 추구하는 미래를 고려해서 건강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한다.
3~6/8

4. 디자인된 해법 창조하기 - 내가 추구하는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음식을 디자인한다. 7~8/8

Table 6. Learning intentions of four learning activities

다. 논의 및 시사점

미래 학교로 갈수록 교육과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학교 

단위로 이양되어 학교 교사의 재량권과 자율권 강화, 교육과

정 실천 과정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사는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는 주체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

된다(Kwak, 2015). 그러려면 교육과정이 내용중심이 아니라 

역량중심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빅토리

아주 가정과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필수 가정과

교육과정의 분석을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토리아주 가정교과는 8가지 학습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습영역을 교육과정 영역(curriculum area)으로도 

일컫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에 비유하면 교과군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교과는 통합교육과정 자료(cross-curriculum 

resource)에 해당하며 두 개의 학습영역, 즉 두 개의 교육과정 

영역의 내용 진술 및 성취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은 교사가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하고 있지 않으며 주에서 승인된 가정교과서도 없다. 따라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가르칠 내용을 교사가 결정한다. 이

는 실제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개별 교사를 비롯한 교사집단에게 ‘숙의’ 과정이 허

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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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성취기준을 

만들어 성취기준의 수를 줄임으로써 양적 축소를 이루었다고 

표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용요소’, ‘학습요소’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기에 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우리나라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 ‘내용

요소’, ‘학습요소’ 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해당교육청에서 승인

이 되어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교육과정이 내용 

중심으로 된다고 생각된다. 교사가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어떤 ‘내용’을 다룰지 생각하는 것과 어떤 ‘역량’을 키워주

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되려면 역량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기술되어야 하

고, 교육과정 개발자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교육과정 해설서

를 작성하여 교육과정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것을 교사들

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이 식생활 위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정과수업안 예시를 보면, ‘건강과 식생활’을 

주제로 주제통합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즉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 뿐 아니라 자아정체성과 

타인과 관계맺기 등을 다룰 수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나 직

업의 세계까지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식생활을 주제로 다큐멘

터리를 만드는 수업활동을 포함한다면 다른 학습영역인 ‘미

디어아트’와 통합할 수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유연성이 크다.

셋째,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사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디

자인과 기술’, ‘건강과 체육’ 뿐 아니라 다른 학습영역의 ‘내용 

진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7학년 가정과교육과정에 

‘문화간의 이해능력 <Table 1>’ 교과의 7-8학년의 내용 진술 

중 ‘문화가 다양한 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의 도전 과제

와 기대효과를 파악한다(VCICCD015)’를 적용하여 관련 수

업활동과 평가내용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학

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숙의’를 통

해 다른 교과 교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다른 교과와 중복

(overlapped)된다면 한 교과에서 삭제해야 하지만, 서로 ‘상호

보완(complimentary)’한다면 두 교과에서 동일한 ‘내용진술’

을 공유할 수 있다(L. Compton, interview, March 18, 20). 이런 

점은 빅토리아주가 내용중심이 아니라 역량중심교육과정으

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

생별로 다른 학년의 ‘내용 진술’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학년 학생인데, 그 학생의 학습 역량이 부족하면 7-8학년용 

‘내용 진술’을 적용하여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를 함

으로써 학생 개인의 학습 역량과 진보에 맞게 평가를 하게 

된다. 이 과정은 우리나라 과정중심 평가나 학생의 성장을 

참조한 평가의 실행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된다.

다섯째, 가정과수업안 예시를 살펴보면 두 개 학년(밴드)별

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적합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년에 따라 난이도를 달리하면서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개인, 사회, 환경 등 맥락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사고

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에 2007 개정 이후 실천적 비판 관점을 적용하

기 시작한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2. 선택중심 가정과교육과정 고찰

11,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중심 가정과교육과정에

는 ‘식생활’과 ‘건강과 인간발달’ 과목이 있다. 이 중에서 ‘식

생활’ 과목의 교육과정 구성체제와 내용을 소개하고 VCE 기

출문제를 통해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가. 교육과정 구성체제 및 내용 예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학점인증제라고 할 수 있는 

VCE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필수 교과는 최소화하고 자신

의 진로진학과 관련된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이수

하게 된다. 11,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서 가정과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은 ‘식생활’과 ‘건강과 인

간발달’이다(L. Compton, email communication, March 6, 2020). 

과목마다 개발기간이 달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생활’ 교

육과정문서 적용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건강과 

인간발달’ 과목의 교육과정문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과목마다 적용기간이 다르다. VCE 교과교육과정 구성체제를 

‘식생활’ 과목을 예로 들어 제시하면 <Table 7>과 같이 주요 

정보, 도입, 평가와 보고, unit 1, 2, 3, 4 등으로 구성된다

(VCA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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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omponents

Important information

- Accreditation period

-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 VCE providers

- Copyright

Introduction
Scope of study, rationale, aims, structure, entry, duration, changes to the study design, monitoring 

for quality, safety and wellbeing, employability skills, and legislative compliance

Assessment and

reporting

- Satisfactory completion

- Levels of achievement

Unit 1: Food origins

- Area of study 1 (Food around the world), outcome 1, key skills, key knowledge

- Area of study 2 (Food in Australia), outcome 2, key skills, key knowledge

- Assessment

Unit 2: Food makers

- Area of Study 1 (Food industries), outcome 1, key skills, key knowledge

- Area of Study 2 (Food in home), outcome 2, key skills, key knowledge

- Assessment

Unit 3: Food in

daily life

- Area of study 1 (The science of food), outcome 1, key skills, key knowledge

- Area of study 2 (Food choice, health and wellbeing), outcome 2, key skills, key knowledge

- School-based assessment

- External assessment (The level of achievement for units 3 and 4 is also assessed by an end-of-year 

examination, which will contribute 40%.)

Unit 4: Food issues,

challenges and future

- Area of study 1 (environment and ethics), outcome 1, key skills, key knowledge

- Area of study 2 (Navigating food information), outcome 2, key skills, key knowledge

- School-based assessment

- External assessment

- End-of-year examination

Table 7. Curriculum structure of VCE food studies

‘식생활’ 과목의 내용체계를 보면 4개의 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unit에는 두 개의 영역이 있다. unit 1은 ‘음식의 

기원’을 주제로, 세계 여러나라 음식, 호주의 음식을 다루며, 

unit 2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로 식품산업과 가정에서의 

음식을 다룬다. unit 3은 ‘일상생활과 음식’으로 식품과학, 식

품 선택과 그로 인한 건강과 웰빙 등을, unit 4는 ‘음식 이슈,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환경과 윤리, 음식 정보 탐색하기 등을 

다루고 있다.

학생들이 unit 1, 2단원을 이수하지 않아도, unit 3부터 이수

할 수 있지만, unit 4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unit 3 이수가 필수

요건이다. unit 1과 2는 학교 내에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빅토리아주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성적을 

점수로 줄지, 서술형으로 쓸지 또는 다른 지표를 사용할 지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다. unit 3과 4는 학교 내 평가를 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빅토리아주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야 하

며, 학교 외 평가, 학년 말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된다.

‘식생활’ 과목의 VCE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unit 3 학교내 

평가 30%, unit 4 학교내 평가 30%, 학년 말 평가 40%로 구성된

다. 교사는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

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VCAA, 2016).

나. VCE 지필시험에 대한 정보 및 기출문제 예시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교과가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 진학 선택과목에 포함되고, 시험결과가 

그 과목 이수 요건에 40% 반영된다는 점이다. VCE 지필시험

은 대학 진학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받기 위해 빅토리아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을 말한다. 기출문항을 살

펴보면 가정과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고 교육

과정과는 어떻게 연계되는 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빅토리아주 교육과정평가원 웹페이지에서는 VCE 기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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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s 0 1 2 3 4 Average

% 34 17 27 10 2 1.5

Table 8. Distribution of scores for question item #9 of 2018 VCE ‘food studies’ exam

제와 시험문제의 난이도 및 유사답안, 배점 등을 내용으로 

한 VCE 시험결과 보고서가 탑재되어 있다(VCAA, n.d.d). 여기

서는 2017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VCE 가정과 선택과목인 

‘식생활’ 과목을 중심으로 VCE 지필시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필시험은 매년 11월에 치르며, 문제를 읽는 시간 15분, 

답안 쓰는 시간 1시간 30분으로 총 1시간 45분이 주어진다. 

객관식 15개 문항이 각 1점 배점(15점 만점)이며, 주관식 문항

은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지며 각 문항의 배점에 따라 

문항 개수가 달라지는데 대체로 11~12개 문항(85점 만점)이

며, 마지막 문항의 배점은 10점 만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다. 

채점은 빅토리아주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임명된 패널이 

하게 된다.

출제 범위는 ‘식생활’ unit 3과 4이며, 교육과정에 제시된 

산출결과(outcomes)와 그 산출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지식과 기술 등이 포함된다. 참고로, 2016년 이전에는 ‘음식과 

기술(food and technologies)’ 과목이었으며 그에 대한 시험문

제 및 결과 역시 탑재되어 있다.

2018년 ‘식생활’ 기출문제(VCAA, 2018a) 중에서 주관식 

9번 문항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9번 문항은 “2050년까지 

호주 식품생산 비용이 2007년보다 거의 80% 이상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된다. 인상된 비용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저소득 가정들이 식품을 안정되게 공

급받게 하기 위해 식품 접근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설명하라 (p. 18).” 이며 배점이 4점이다.

2018년 VCE 결과 보고서(VCAA, 2018b)를 보면 문항의 난

이도와 정답 및 유사답안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주관식 

9번 문항의 채점결과 분포와 평균점수는 <Table 8>과 같다. 

문항의 배점이 4점이므로 한 가지 방안이 2점에 해당되는 것

으로 보이며, 유사답안 14개 정도를 제시하고 그 중 2가지를 

제시하면 4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유사답안을 몇 개 들자면, 

“저소득층 거주지에 텃밭을 가꾼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곡물과 콩 등과 같은 식품에 보조금을 준다”, “저렴하고 영양

가 높은 식품으로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기본적

이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

안을 통과시킨다(p. 12).” 등 개인적 접근 뿐 아니라 교육적⋅

제도적 접근을 들었다. 이와 함께 모범답안(an example of a 

high-scoring response)도 제시하였다.

본 문항은 ‘식생활’ 교육과정 중 unit 4의 ‘식품 이슈, 도전

과 미래’와 관련된다. 본 문항과 관련된 unit 4의 산출결과 

1(output 1)는 “본 단원을 배우고 나면 학생은 다양한 식품 

시스템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 분석과 미래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토론에 대응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식품 이슈에 

지속가능성과 윤리 문제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식품에 대한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는 식품 레퍼토리를 개발하

고 만들 수 있어야 한다 (VCAA, 2016, p. 19).”이다. 이 산출결

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도 제시되어 있

어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업을 계획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논의 및 시사점

선택중심 가정과교육과정의 분석을 토대로 몇 가지 논의

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중심 가정과교육과정은 공통필수 가정과교육과

정과 같이 가정과수업을 통해 가르쳐야 할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진술되어 

있는 ‘산출결과’와 그 산출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지식 

및 핵심 기술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해

석하여 학생들이 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

영해야 한다.

둘째, unit 1과 2는 학교 내에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빅토

리아주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학교 내 평가

만 하면 되는 unit 1과 2의 경우 성적을 점수로 줄지, 서술형으

로 쓸지 또는 다른 지표를 사용할지 교사가 선택할 수 있어 

평가 또한 교사의 재량권이 많다. 한편 대학입학에 필요한 

VCE 시험범위에 unit 3과 4만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호주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35

는 일반적으로 unit 1과 2는 이수하지 않고 unit 3과 4만 개설하

여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A. Worsley,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5, 2019). 따라서 unit 1과 2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계 음식의 역사와 자국의 음식 등을 통한 음식 

문화나 식품산업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식품과 관련된 진로, 

진학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다. 평가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셋째, VCE 기출문제 문항과 정답지를 살펴보면 객관식 문

항과 단답형 문항들은 대체로 암기해야 할 개념과 원리를 포

함하고 있지만, 서술형 문항들은 개념과 과학지식, 이론 뿐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분석 능력, 종합적 

평가 능력, 시사 상식, 도표를 해석하는 능력 등 다양한 학습 

능력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정과교사는 학생들

이 특정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 함양된 역량이 ‘전이’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에 

속하는 ‘식품과 영양’의 경우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식 위주

의 수업을 해야 한다. 물론, 수학능력시험 문항에 통계자료 

및 뉴스 등과 같은 제시문이 들어있어 이들을 해석하여 이해

하는 능력이 요구되지만 객관식 문항이라는 조건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등사고능력을 함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학입학 시험에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

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고등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VCE 과목의 교육과정 문서의 적용기간은 개발될 당

시 이미 정해져 있다. 현재 빅토리아주에 적용되고 있는 ‘식생

활’ 교육과정은 2021년까지이기 때문에 2020년 4월부터 교사, 

교수,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아 

2022년부터는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L. Compton, interview, March 18, 2020).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뿐 아니라 언제까지 적용되는 지 

알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비해 개정주기가 짧지만 VCE 과

목의 경우 개정의 폭과 깊이가 크지 않고, 시사 이슈와 관련된 

것은 수정이 되겠지만 그 간의 검증된 내용은 유지하여 진정

한 의미의 ‘수시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3. 가정과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과 지원

환경 고찰

가.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 운영

빅토리아주 중등학교는 4학기제(term 1~4)로 운영되며, 매

년 1월 말에 term 1이 시작되어 12월 20일경에 term 4가 끝난

다. 매 학기가 9~10주이며, 매 학기 방학은 2주 정도인데, 학년 

말 방학은 4~5주 정도 된다. 일주일에 5일 수업을 하며 매일 

수업은 8시30분에서 시작하고 오후 3시30분에 마친다. 학교 

수업시간표는 대체로 10일 주기로 구성된다. 빅토리아주 중등

학교 방문과 가정과교사와의 면담 결과를 통해 가정과교육과

정이 어떻게 운영되며, 학교 현장은 어떠한지 기술하면 다음

과 같다.

연구자는 중등학교 2곳을 방문했는데, 등록되지 않은 외부

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입구에 

있는 행정실에 들러야 했다. 모든 방문자는 행정실에 들러 

등록앱에 소속, 이름, 방문 목적 등을 입력하고 난 후 발부된 

이름표를 패용해야 하며, 학교 방문을 마치면 행정실에 들러 

하교를 신고해야 한다.

중등학교 2곳 모두 가사실에 보조교사가 있었다. 빅토리아

주 가정과수업 내용은 식생활이 대부분으로 가사실에서 진행

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이다. 보조교사는 가정과교사와 협의하

여 조리실습 및 조리실험을 위한 재료 구입, 재료 배분, 조리실

습 및 조리실험 시간에 가정과교사를 보조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가사실 조리실습을 할 때 필요한 

보조인력이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대조적이었다.

가정과교사와 면담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교사 수준

의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 운영에 대하여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될 만한 내용을 위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면담자의 답변은 중간에 편집을 달리하여 직접인용하였다.

첫째, 빅토리아주에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과

목명이나 수업내용을 정할 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목명을 학생의 관심과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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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 맞는 것으로 바꿔도 된다. 심지어 11, 12학년용 VCE 

과목을 10학년에 편성하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특정 내용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명시된 역량이 

길러지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T교사: 9학년을 위한 수업으로 ‘스포츠, 실행과 영양

(sports, performance and nutrition)’ 과목을 만

들 예정이다. 그러고 나서 10학년용으로 ‘전

반적인 실행과 영양(overall performance and 

nutrition)’으로 바꿔서 한 코스지만 심화코스

로 운영할 생각이다.

연구자: 과목 이름을 바꿔도 가정과교육과정이나 빅

토리아주 교육과정에 맞추는 게 가능한가?

T교사: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 (주 교육과정에) 맞출 

수 있다. 나는 주 교육과정을 내 맥락에 맞게 

바꿀 것이고 지금껏 그렇게 해 왔다 (T교사, 

2020-02-26).

‘식생활’ 과목 unit 1과 2는 11, 12학년용 과목이지만 

10학년도 배울 수 있다 (S교사, 이메일).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과교육과정 내용체계에 내용

요소 및 학습요소, 성취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집필한 교과서

가 출판사별로 다수 있어서 교사들이 교과서를 참고하여 수업

을 하는데, 빅토리아주에서는 가정교과서가 없어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깊게 이해해서 다룰 내용을 직접 결정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연구도 많이 해야 한다. 더욱이 같은 내용이어도 

매년 수업자료를 바꾸다보니 더욱 일이 많다.

항상 수업은 계획된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계획을 한다. 하지만 항상 바꿔야 한다. 이번 애들한

테는 (이 내용이) 괜찮은데, 다음 번 애들한테는 그렇

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수업 계획을 바꾼다 (R교사, 

2020-02-21).

나는 해마다 내 교육과정을 바꾼다. 해마다 학생들이 

다르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안다. 그래서 매 학기

마다 바꾼다. 그래서 일이 아주 많다(매일 7시에 출

근한다) (T교사, 2020-02-26).

셋째,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교 수업 내용

이나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지는데, 부모들

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수업과 자녀들의 과목 

선택에 관심이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수업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매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러면 부모들도 내용에 관심있거나 궁금증

이 생기면 교사를 찾아온다. 학부모가 찾아오면 그 

수업을 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한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R교사 2020-02-21).

나의 계획은 학생들이 (VCE 시험에) 높은 점수를 얻

고 성취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12학년 

수업을 열심히 준비한다. 하지만 부모들이 학생의 

과목선택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준다 (T교사, 

2020-02-26).

넷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선택과목

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편이다. ‘식생활’ 과목을 듣는 

학생은 한 학급에서 1/2 또는 1/3 정도이다. 추가 개설되는 

선택수업을 위해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를 채용한다.

한 반에 20명 내외인데, VCE ‘식생활’ 과목을 듣는 학

생이 11학년 9명, 12학년 8명이다 (R교사 2020-02-21).

10학년이 지나면 수가 줄어든다. 7학년에서는 필수

과목이었다. 한 반에 24명이었다. 올해 12학년은 8명

이다. 작년에는 13명이었다. 그 수는 변한다. 왜냐하

면 학생들이 선택하기 때문이다 (T교사, 2020-02-26).

다섯째, VCE ‘food studies’ 기출문제에는 식품과 관련된 

사회이슈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는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다

양한 현안을 탐구하고, 토론하여, “팟캐스트, 비디오, 주석을 

단 비주얼리포트, 단편 미디어 분석리포트, 구술발표 또는 실

제 시연, 단편 탐구보고서, 단편 구조화된 문제해결 보고서, 

단편 사례분석 보고서 중 한 개 또는 몇 가지를 조합하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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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Home Economics Victoria, 2016c, p.1). 이에 T교

사는 식량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멜버른 시내 근교에 텃밭을 

가꾸는 프로젝트 ‘멜버른 밥그릇(Melbourne Foodbowl)’에 관

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도 수업시간에 프로젝트를 진행한 교

수를 초청하여 그 내용을 듣게 했다고 한다. 이는 식량안보,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food studies’ 교육과정 unit 4의 output

과 관련된다.

몇 년 전에 프로젝트 ‘멜버른 밥그릇(Melbourne Foodbowl)’

를 진행한 멜버른대학 교수를 초대해서 내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 얘기를 들었다. 그 때는 환경과 연결짓

지는 않았는데, 나는 (이번 학기에는) 환경과 연결지

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T교사, 2020-02-26).

빅토리아주에서는 교육과정평가원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

인 또는 오프라인 연수를 안내하고 교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연구자가 면담을 

하게 된 한 고등학교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연수

를 받는데, 워크숍 형태로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신들의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그 고등학

교 교육연수부장의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8년에는 형성평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하였고, 이를 통해 가정과교사는 9학년을 대상으로 한 루브릭

(rubrics)을 개발하였으며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여 

완성했다고 한다. 2019년부터 올해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

하기 위해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팀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활동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학기(term) 한 번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C. Altidis, email communication, March 9, 2020).

나. 빅토리아주 교육부의 지원

빅토리아주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교수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교육과정평가원 웹페이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 

때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

을 두고 교육과정 웹페이지가 설계되어 있다. 이는 호주 뉴사

우스웨일즈주 교육부에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적용을 지원하

기 위해서 중점을 두는 게 무엇인지 살펴본 연구(Ka, Lee, Lee, 

& Lee, 201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평가원 웹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교수⋅학습 자

료나 도구, 참고자료 링크, 매뉴얼, 교육과정 설계 양식 및 

보고 양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

을 계획’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찾고, ‘학생 성취를 평가’

하기 위한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빅토리아주 교육

과정평가원 웹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다(VCAA, n.d.e). 각 메뉴

를 클릭하면 워드파일, PDF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고 학술단

체나 교과연구회 홈페이지 등이 연결되어 매우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교육과정 문서를 하나의 파일로 탑재하는 방

식이 아니라 <Figure 3>과 같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어서 방대한 문서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다(VCAA, n.d.f). 예를 들어 ‘디자인과 기술’의 ‘7학

년’ ‘성취기준’을 보고 싶다면 해당되는 과목, 학년, 성취기준

의 버튼만 클릭하면 관련 내용만 편집되어 한 눈에 볼 수 있도

록 해 준다.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교사들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연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교사들이 원하는 연수를 등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다(VCAA, n.d.g).

VCE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는 주 교육부로부터 주기적으

로 검증(audit)을 받는다(VCAA, n.d.h). 한 학교당 해마다 최소 

한 개, 최대 4개의 VCE 과목에 대한 검증을 받는데, VCE 과목

의 unit 3과 4의 학교평가(school-based assessment) 자료가 평가

대상으로 해당 VCE 과목을 맡은 교사가 검증 시스템에 자료

를 업로드하게 된다. 매년 주 교육부는 VCE 한 과목당 대체로 

10~20%의 학교가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CE를 검

증하는 목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실행이 교육과정의 원

칙에 맞는 지 확인하고,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에 따라 조언을 주는 데 있다. 하지만 검증 결과에 따라 벌점

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교육과정평가원 

담당자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해 준다(L. Compton, 

interview, March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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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CAA, n.d.f)

Figure 3. VCAA web page to download personalized curriculum resources

다. 논의 및 시사점

가정과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과 주 교육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방문한 학교의 일과시간표는 10일 주기로 

편성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학교는 일주일 단위로 일과시간

표를 편성하는데, 학교교육과정에 선택과목이 많아지게 되

면 이 학교들과 같이 10일 즉, 2주일 단위 편성이 좋은 방법으

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일 주기로 수업시간표가 편성되면 

기술⋅가정 수업으로 배당된 3시간을 기술과교사와 가정과

교사가 1.5시간씩 맡아 팀티칭을 하거나, 블록타임을 2주에 

한 번씩 편성하는 등 다양한 수업시간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빅토리아주 학교 수업시간은 학교 재량에 따라 다르

게 할 수 있다. 연구자가 방문한 두 학교의 시간 단위가 각각 

70분, 60분으로 달랐다. 예를 들어 VCE 과목의 경우 한 과목당 

5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70분이 한 시간인 학교는 44번 

이상을 편성하면 되고, 60분이 한 시간인 학교는 50번 이상 

편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독은 주 교육부에

서 하지 않고 학교 자율에 맡긴다(L. Compton, interview, March 

18, 2020). 이는 학교급별로 수업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우리

나라와 대조된다. 그만큼 학교, 교사의 재량권, 자율권이 많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

는 지원책이기도 하다.

셋째, 빅토리아주에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한 독자적

인 연구를 통해 직접 교육과정을 편성하므로 교사의 연구자적 

자질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로서 자신의 교육활동을 성찰하고 

개선을 도모하며, 실천적 지식 생성을 위해 교사들은 전문적

인 연구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교사들의 연구와 학습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빅토리아주 

교육과정평가원 웹페이지가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

며 해마다 시행하는 검증 과정은 교사에게는 교육과정 편성 

및 실행에 대한 조언을 주며, 주 교육부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교사들이 

현장에서 연구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교수들의 

프로젝트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에서 제공되는 

연수도 한 주제를 갖고 일년동안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져 교

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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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가정과교육과정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

써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평가원, 빅토리

아주 교육과정평가원 웹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

하였으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파악하고자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 담당자, 중등학교 가정과교사와의 면담을 실

시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10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필수 가정과교육과정

은 두 개의 교육과정 영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가정교과

와 관련된 교육과정 영역, 스트랜드 및 하위 스트랜드, 간략한 

내용 진술, 성취기준 등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으며 식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가정과수업안 예시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 가르쳐야 할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역

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재량권 및 자율권이 크다 보니 전문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선택중심 가정과교육과정(11-12학년)에 속한 VCE 

과목은 ‘식생활’과 ‘건강과 인간발달’이며, 학생들이 이 과목

을 선택하게 되면 대학진학을 위해 지필평가를 치러야 한다. 

지필평가 문항은 교육과정에 있는 역량중심 ‘산출평가(outcome)’

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기 때문

에 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을 고안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가정과교사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과목명, 다

룰 내용, 평가 내용을 모두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 개인의 능력

도 관련되지만 무엇보다 주 교육과정평가원 웹페이지의 상세

한 예시 탑재, VCE 과목의 검증(audit)과정 등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에의 시사

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은 역량중심으로 진술되

어 있고, 내용요소 및 학습요소가 최소화되어 가정과교사가 

무슨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는 

교사를 교육과정의 창조자로 보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2015 개정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명하고 있지만, 내용요소 및 학습요소가 상술되어 있어 가

정과교사의 재량권과 자율권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수업 내용과 방식에서 전문성

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내용’보다 ‘역량’에 중점을 

두어 진술되어야 한다.

둘째,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사는 가정과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할 때 우리나라에 비해 재량범위가 훨씬 넓고 그 만큼 전문

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는 교사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 

교육부의 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교육과정평가원 웹페이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VCE 과목의 경우 검증 대상이 된 

가정과교사는 해당학교 학생 평가를 위해 개발한 형성평가, 포

트폴리오 등 구체적인 평가 자료를 검증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교육과정 담당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드백을 줘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빅토리아주 교육과정은 과목별로 개발연도와 적용

기간이 다르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모든 교육주체들은 교육과정 주기를 예측할 수 있다. 

적용기간이 끝나기 2년 전에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을 전문가 

검토를 받아 수정하는 바, 그간 검증된 부분은 수정되지 않고 

축적되고 사회 현안과 관련된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서 효율적

이면서 안정된 수시개정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어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부분에서 배울 점이라 생각한다.

넷째, 호주 가정과교사는 과목명을 학생들의 요구, 관심, 교

사 자신의 교과관 등을 고려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 또한 

선택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사들이 좀 더 다양하게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

록 하는 학교문화와 제도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빅토리아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정과목 두 

개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목에 

속한다. 이를 우리나라 맥락에서 이해하면 이른바 수능교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가정교과



40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2, No. 2

가 수능과 같은 전국단위 시험과목에 속하지 않으면 가정과교

육과정에 포함된 성취기준을 모두 다룰 필요가 없어, 교육과

정을 재구성할 때 내용요소를 삭제하거나 일부 확대하는 등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입학을 위해 선행학습을 하는 우리나라의 교

육열 분위기에서 가정교과가 비수능과목이기 때문에 배울 필

요가 없는 과목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빅토리아주 맥락으로 돌아와서 논의를 계속하자면, 

주 교육부에서 출제하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배우는 과목이

라는 설정 속에서 가정과교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교수법으

로 어떤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을 할지 파악하고자 VCE 

지필시험 기출문제를 살펴보았다. 기출문제에는 식품소비 통

계자료, 설문결과표,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과 같은 사회현안 

등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

다. 이에 빅토리아주 가정과수업시간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자료로 수업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가정과목이 소위 수능과목이라 암기

과목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켰다.

본 연구는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웹페이지 또는 문서의 형태로 된 교육과정을 날줄로 하고, 관

련자들의 면담 및 이메일을 씨줄로 해서 맥락을 파악하여 논의

와 시사점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토리아주 교육과정에서는 후기 중등교육에 직업

교육과정이 잘 정비되어 있다(Han, 2009). 한 학교에 VCE, 

VET 두 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가정과선택교육과정에서 VCE 과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VET 즉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다루지 못했다. 빅토리아

주 VET 가정과 선택과목으로 ‘접객업(hospitality)’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문계 고등학교에도 가정과와 관련된 과목이 있어 

이를 주제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빅토리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교사가 과

목을 설정하기 위한 재량권이나 선택과목에 대한 학생의 선택

권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이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은 학생평가 기준 예시

와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내용 요소가 구체적

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기준을 근거로 한 학생평가가 매우 중

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교육과정-수업방법-

평가-기록의 일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빅토리

아주 학생평가 방법이나 기준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호주 뿐 아니라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시행하

고 있는 핀란드나 미국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되, 문서를 위주

로 분석하는 연구가 아니라 교육과정 담당자나 교사와의 면담

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실제를 파악하여 비교하

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 

(2013). The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4.0. Retrieved from https://acaraweb.blob.core.windows.n

et/resources/The_Shape_of_the_Australian_Curriculum_

v4.pdf.

Cho, H.-Y., & Shon, M.-H. (2018). A case study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Australia: Focused on the curriculum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Norwood high school 

in South Australia.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6(1), 197-220.

Han, H.-C. (2009).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form of Korean 

high school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vocational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7(2), 

137-154.

Home Economics Victoria (2016a). Home economics in the Victorian 

curriculum levels 9-10. Retrieved from https://www.hom

eeconomics.com.au/images/PDFs/Curriculum_Flowchart

_9-10.pdf.

Home Economics Victoria (2016b). Home economics in the Victorian 

curriculum levels 7-8. Retrieved from https://www.home

economics.com.au/images/PDFs/Curriculum_Flowchart_



호주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41

7-8.pdf.

Home Economics Victoria (2016c). Approaching assessment for VCE 

food studies, unit 3: Food in daily life. Retrieved from 

https://www.homeeconomics.com.au/images/Curriculum

_flowcharts/U3_VCE_Food_Studies_Approaching_asses

sment.pdf

Ka, E.-A., Lee, J.-Y., Lee, K.-H., & Lee, B.-C. (2017).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f national curriculum implementation 

supporting cases in Australia and England.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7(3), 75-100.

Kim, J.-W., Kim, D.-J., & Mo, K.-H. (2016). Characteristics of 

achievement standards in 2015 national social studies 

curriculum: Lessons from comparing Australian and Korean 

curriculum.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8(4), 27-48.

Ko, H. K., Chang, K.-Y., & Lee, G. C. (2016).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iddle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in Korea 

and Australi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26(2), 309-331.

Kwak, Y. (2015). An exploration of teacher professionalism required 

for changes in future schooling and curriculum reconstruction.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9(1), 

93-111.

Ministry of Education (2015). Practical arts (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Sejong: Author.

Paik, N.-J., & Ohn, J.-D. (2015). Examination of how general competency 

is reflected and presented in the Australian national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20), 99-128.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n.d.a). 

Victorian curriculum F-10. Retrieved from https://victori

ancurriculum.vcaa.vic.edu.au/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n.d.b). VCE 

study designs. Retrieved from https://www.vcaa.vic.edu.a

u/curriculum/vce/vce-study-designs/Pages/vce-study-desi

gns.aspx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n.d.c). Home 

Economics. Retrieved from https://www.vcaa.vic.edu.au/

curriculum/foundation-10/crosscurriculumresources/Page

s/home-economics.aspx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n.d.d). Food 

studies. Retrieved from https://www.vcaa.vic.edu.au/asse

ssment/vce-assessment/past-examinations/Pages/Food-St

udies.aspx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n.d.e). Design 

and technologies: Resources. Retrieved from https://ww

w.vcaa.vic.edu.au/curriculum/foundation-10/resources/de

sign-and-technologies/Pages/default.aspx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n.d.f). 

Download curriculum. Retrieved from https://victoriancu

rriculum.vcaa.vic.edu.au/Print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n.d.g). F-10 

professional learning. Retrieved from https://www.vcaa.

vic.edu.au/news-and-events/professional-learning/F-10-pr

ogram/Pages/Index.aspx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n.d.h). 

School-based assessment audit. Retrieved from https://w

ww.vcaa.vic.edu.au/administration/schooladministration/

schoolbasedassessmentaudit/Pages/Index.aspx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2016). Food 

studies study design (Accreditation period 2017-2021). 

Retrieved from https://www.vcaa.vic.edu.au/Documents/v

ce/foodstudies/FoodStudiesSD_2017.pdf.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2018a). VCE 

2018 food studies: Written examination. Retrieved from 

https://www.vcaa.vic.edu.au/Documents/exams/technolo

gy/2018/2018foodstudies-cpr-w.pdf.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2018b). 

2018 VCE food studies examination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vcaa.vic.edu.au/Documents/exams/tech

nology/2018/foodstudies_examrep18.pdf.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2019a). 

VCE and VCAL administrative handbook 2020.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2019b). 

Food and you, foundation. Home economics unit of work. 

Retrieved from https://www.vcaa.vic.edu.au/Documents/v

iccurric/digitech/units_of_work/F_Food%20and%20You

_final_.docx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 (2019c). 

Where does our food come from?, levels 1 and 2. Home 

economics unit of work. Retrieved from https://www.vca

a.vic.edu.au/Documents/viccurric/destech/HomeEco-Lev

els1-2-unit-of-work-2019.docx.



42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2, No. 2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웹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였고, 가정과교육과정 담당자, 가정과교사들과 이메일과 면담을 

통하여 가정과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제를 파악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필수 교육과정(F-10)에서는 

‘디자인과 기술’, ‘건강과 체육’ 교육과정의 내용 진술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 가르쳐야 할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재량권 및 자율권이 크다 보니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선택중심 가정과교육과정(11-12)에 

속한 VCE 과목은 ‘식생활’과 ‘건강과 인간발달’이며,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대학진학을 위해 지필평가를 치러야 

한다. 지필평가 문항은 교육과정에 있는 역량중심 ‘산출평가’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을 고안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가정과교사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과목명, 다룰 내용, 평가 내용을 모두 창조할 있는 재량권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 개인의 능력도 관련되지만 무엇보다 주 교육과정평가원 웹페이지의 상세한 

예시 탑재, VCE 과목의 검증과정 등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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