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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of the new curriculum by comparing 12 kind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s(Clothing Life section) that reflect the 2015 revised. Results revealed that

most of the textbooks’ unit arrangements consisted of the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summary. In addition, we 

examined the advantages of current textbooks and suggested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The analysis of volume

revealed that the largest textbook was 38 pages and the smallest was 24 pages. In addition, the learning objectives

by unit a little bit differed for each textbook. The illustrations in the textbooks were primarily figures followed by 

photographs, tables, and graphs. The number of textbooks with the largest amount of illustrations was 69 and those

with the least were 38, indicating a significant difference. As for career, 8 textbooks of 12 textbooks reflected related

contents. The number of units, volumes of the clothing life section, and ratio of illustrations used in each textbook 

were different, but the contents were similar. Most of the contents of the 2009 textbooks are mostly included and the 

meaning of clothing, clothing purchasing, dress code, and creative clothing life are added on 2015 revised textbooks. 

Furthermore the educational objectives have extended to wide range and provides concrete guidelines to foster human 

resources that will lead the fu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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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 교육과정은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에 적용되어 시행 될 예정이고, ‘가정생활’

과 ‘기술의 세계’로 교육 분야를 구분하고 있다. 그 중 ‘가정생

활’ 분야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있는 학습자

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

회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며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

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천적 문

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시대와 사회, 문화를 토대로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교육과정이 제시되면 이에 맞추어 교과서도 새롭

게 개발되어지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체

계화한 것으로 교과의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자료일(Lee et 

al., 2003; Lee, 2015; Lee & Yu, 2015)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역량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

다(Lee, 2014). 특히 우리나라 수업에서는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교과서의 내용과 질은 학습자들에게 큰 영향

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학교 교육의 질도 결정하게 된

다(Hahm, 2012; Lee, 2010). 이처럼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절대

적인 영향을 주는 학습교재로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교수･

학습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Jung, 2016; Kang, 2010). 

그러므로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Heo 외(2014)는 정교화 교수이론에 근거하여 중학교 기술･가

정 교과서 의생활 영역을 분석하였고, Lee(2014)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기술･가정 2 교과서의 의생활 영역을 살

펴보았다. 또한 Lee(2015)는 의생활 영역 중에서 중단원 ‘친환

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입기’ 단원을 정리하였고, Lee(2014)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에 대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점 반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Cho 와 Jang(2015)은 2009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주생활 영역의 내용 요소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며, Lee(2006)는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중학교 가정교과서 가정관리분야 단원의 

내용 변천을 정리하였다. 한편, Lee(2010)는 2007 개정 교육과

정에 따라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청소년의 자기관리’와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을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강조점이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Lee 외(2003)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의 주생활 영역을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Lee(2013)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의 이해’ 단원 내용을 교육과정 별로 비교하였

고, Kim(2017)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기술･가

정 교과서의 가정생할 영역에서 안전교육 내용을 단원별, 영역

별로 분석하였다. 그 밖에도 Kim(2016)은 2011 개정 초등 실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6종의 검정 실과 교과서의 ‘생활과 정

보’ 단원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Yoon(2006)은 고등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 5종에 대해 교과서의 전체적 체제, 단원별 체제, 집

필자의 구성별로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아직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의생활 영

역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분석한 연구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18년 3월 1일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가

정 교과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교과서에 반영된 의생

활 영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기술･가정 교과서 12종을 비교

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생활 영역의 단원 구성, 단원 

세부 구성 체제 및 학습목표, 의생활 영역 분량, 사진/ 그림/ 표/ 

그래프 자료, 진로교육 등 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교과서를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개정 교과서의 의생활 영역은 어떤 내

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새로운 교

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를 모

색하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재 교과서의 내용 

측면의 장점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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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가정생활’ 성
격 및 목표, 내용체계 

  교과서 및 교육과정은 시대와 사회, 문화현상을 토대로 계속 

탈바꿈하며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Lee, 2014). 현재 교육부 고

시 제2015-74호 의하면 실과(기술･가정)는 실천 교과의 성격을 

가진 보통 교과로서, 초등학교 5∼6학년군에는 ‘실과’, 중학교 

1∼3학년군에는 ‘기술･가정’으로 과학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기술･가정’이나 생활교양에 배치되어 

교과연계성이 표면적으로는 약화되어 보이는 실정이다. 실과

(기술･가정) 교과는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로 교육 분야를 

구분하여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직면하게 될 생활의 경험

과 문제를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노작활동

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문제해

결능력을 길러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진

로를 탐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중학교 ‘기술･가정’에서는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중 ‘가정

생활’ 분야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있는 학습

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며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

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천적 문

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

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

고 융합하는 역량을 기르고, 이를 토대로 자기 관리 및 자립적 

생활 태도를 내면화하게 하며, 합리적인 자원 관리와 소비를 통

하여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유지시켜 의식주 생활을 기반으

로 한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발전시키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문

제해결능력, 창의･융합사고능력, 진로와 생애설계능력, 자리관

리와 대인관계능력을 기르도록 교과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과(기술･가정)의 총괄목표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기술에 대한 실천적 학습 경험을 통해 

기술적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여 기술적 능력을 높여, 현재

와 미래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창조적인 기술의 세계

를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다. 2009 개정 시 ‘나

와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함양하

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개인 및 가

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도

를 기른다’에서 2015 개정은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목표

가 설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은 2007, 2009 개정과는 다르게 핵심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영역별 성취기준과 내용체계까지 구체적

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 가정생활을 통하여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

록 하여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는데 중점이었

다면, 2015 개정은 수많은 정보와 다양성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앞서 제시한 핵심역량

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바뀌었다. 또한 2009 개정 시 12

개였던 교육내용이 16개로 확대되었으며, 반면 안전교육의 내

용체계는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기술･가정의 시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내용의 확대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의생활 영역의 내용이 2009 실과에서는 대단원 나의 자

립적인 의생활 안에 중단원 건강하고 안전한 옷차림, 스스로 하

는 옷 관리, 그리고 창의적인 의생활의 실천 안에 중단원 생활 

속 헝겊 용품 만들기, 환경과 나눔의 생활 용품 만들기로 구성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5에는 옷 입기와 의생활 예절, 생활소

품 만들기, 안전한 옷차림, 옷의 정리와 보관, 정리정돈과 재활

용으로 변경되었다. 반면 기술･가정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살

펴보면 2009 대단원 청소년과 생활 안에 중단원 옷차림과 자기

표현, 대단원 녹색가정 생활실천 안에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

쳐입기로 개정되었고, 2015에서는 옷차림과 의복 마련, 의복 관

리와 재활용으로 제시되었다<Table 1>. 즉, 2009 개정 내용은 

옷차림으로 자기표현, 자아형성, T.P.O(time, place, occasion)

에 따른 의복선택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복의 선택과 구입 

방법이나 관리 등에 대한 지식을 주려고 하였고, 2015 개정 내

용도 유사하여 주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구성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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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용어의 선정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2. 선행연구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기술･가정 교과서를 분석하

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중 2000년 이후 실과

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에 관하여 저자와 주제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

다. 2001년 7차 기술･가정 교육과정 분석을 시작으로 2017년 

2009 개정 기술･가정 내용 분석까지 변화하는 교과 내용에 맞

추어 주제가 바뀌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반적인 기술･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에 비해 의생활 영역만을 주제로 다룬 연

구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으며 주로 단원 내용 분석

가정생활

실과 

(5∼6학년군)

2009 2015

∙나의 자립적인 의생활

  - 건강하고 안전한 옷차림

  - 스스로 하는 옷 관리

∙창의적인 의생활의 실천

  - 생활 속 헝겊 용품 만들기

  - 환경과 나눔의 생활 용품 만들기

∙옷 입기와 의생활 예절

∙생활소품 만들기

∙안전한 옷차림

∙옷의 정리와 보관

∙정리정돈과 재활용

기술･가정

(중학교 1∼3학년군)

2009 2015

∙청소년의 생활

  - 옷차림과 자기표현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 친환경적인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

∙옷차림과 의복 마련

∙의복 관리와 재활용

Table 1. 2009 course and 2015 revised field(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s of “Clothing Life”

저자 연구 주제

Kim(2001) 제 7차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분석

Lee et al.(2003)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주생활 단원 영역 분석 

Lee et al.(2004) 제 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과 ‘기계식 이해’단원을 위한 모듈식 수업 자료의 개발

Cho & Lee(2004)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의생활 단원 내용 분석 및 실천적 문제 해결모형을 적용한 학습효과

Lee(2006)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중학교 가정교과서 가정관리분야 단원의 내용 변천 

Yoon(2006)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 

Lee(2008)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 의생활 단원의 환경교육관련 내용에 관한 인식과 수업실행도: 학생과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Lee(2010)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의 ‘청소년의 자기관리’와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 분석: 2007개정 교육과정의 

강조점 반영을 중심으로 

Lee & Jang(2011)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주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분석

Lee(2013)
건강가정 관점에서의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의 이해’ 단원 내용분석 비교 -2007개정과 2009개정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Kwon(2013)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관점에 근거한 실과(기술･가정) 교과서 평가기준 방향 탐색

Lee(2014)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점 반영을 중심으로 

Lee(2014) 중학교 ｢기술･가정｣ 2 교과서 의생활영역의 교과 내용 분석 -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Lee & Yoo(2014) 2009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2의 가정생활영역에 나타난 Noddings의 행복 교육 활성화 요소 분석 

Heo et al.(2014) 정교화 교수이론에 근거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의생활 영역 분석 

Cho & Jang(2015) 2009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주생활영역의 내용요소 분석 

Kim(2016) 2011 개정 실과교과서의 ‘생활과 정보’ 단원 비교 분석 

Kim(2017) 2009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 가정생활영역의 안전교육 내용 분석 

Table 2. Authors and research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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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를 이루었다. 기술･가정의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

어가는 상황에 따라 연구 편수는 적었지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교과서는 검정기준에 통과하여 2018년 

3월부터 사용하는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총 12종

이며, 연구의 범위는 기술･가정 교과서의 의생활 영역이었다.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 책임자, 총 집필진 수는 <Table 3>과 

같았다. 출판사별로는 동아출판이 19명으로 수가 가장 많았고, 

금성출판사가 9명으로 수가 가장 적었으며 가정생활 집필진 수 

또한 교과서별로 차이가 있었다. 

2.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 교과서 분석은 Kim(2016), Yoon(2006), 

Lee(2010)의 분석 체제를 참고하여 전반적인 단원 구성 체제, 

의생활 단원 구성 및 학습목표, 의생활 분량, 삽화사용 정도, 진

로교육 반영에 대하여 12종의 교과서를 선정하여 비교 및 분석

하였다. 즉, 개정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다루며 새로운 교과서

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분

석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단원 구성에 맞추어 학습목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둘째, 교과서 간 단원 구성 체제, 의생활 단

원 구성 및 학습목표 등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셋째, 

2009 교육과정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된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

고 위에서 언급한 분석틀을 준거로 12종의 교과서를 내용 타당

도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이 때 교과서 언급은 기존 연구(Lee, 

2014)에 근거하여 기호 대신 교과서명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삽화 분석 시 사진이나 그림은 낱개당 1개로 하지 않고,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사진이나 그림의 한 그룹을 1개로 하였다. 또

한 삽화 중에서 마인드맵은 그림에 포함시켰고, 퍼즐은 표에 포

함하였다. 종합적으로 교과서별 분석은 각 교과서의 내용을 비

교하기 쉽도록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였고, 필요에 따라 평균, 

빈도 등을 처리하였다. 

Ⅳ. 결과

1. 교과서의 전반적인 단원 세부 구성 체제 

  교과서의 단원은 <Table 4>와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도입에

서는 먼저 공통적으로 대단원명 표기 후 중단원 차례를 제시하

출판사 집필진 책임자 가정생활 집필진 총 집필진(명)
(주)교문사 최완식 이은희, 배현영, 김소라, 김형선, 박민경, 김서현, 허영선 14

(주)교학도서 이봉구 박은숙, 이근희, 김수지, 최순임, 오미란, 이윤경, 오혜란 15
(주)교학사 정성봉 이경애, 최경은, 최지연, 이은경, 황숙희, 장은희 12

(주)금성출판사 조강영 조강영, 최정화, 류인자, 남숙연, 정영희 9
동아출판(주) 왕석순 왕석순, 김정현, 전미경, 이민아, 김순주, 문지영, 김윤경, 김미정, 정미정 19
(주)미래엔 윤인경 이수정, 김윤정, 이해영, 박선영, 한성은, 권기영 13

(주)비상교육 김지숙 배종남, 김유경, 김혜진, 권영미, 윤남희, 서경화 12
(주)삼양미디어 채정현 김성교, 박미정, 이정규, 한주 13

씨마스 문성환 김정원, 류계라, 이혜진, 고재윤, 채혜원, 남영주 16
원교재사 김기수 신효식, 이연미, 윤경숙, 김주연, 황귀련, 이옥순, 김현아, 유지혜 16

(주)지학사 최유현 최새은, 이현정, 심현섭, 최성연 10
(주)천재교과서 이춘식 최현자, 김경혜, 김은정, 홍은정, 권한숙, 성은주, 백재민 13

Table 3. Textbook for analysis, representative author, and total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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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도입 전개 정리 

(주)교문사

-대단원명
-중단원 차례
-중단원명
-이 단원을 배우면
-생각 깨우기

-소단원명
-핵심 용어
-생각 키우기
-용어 설명
-보충 설명
-궁금해요
-생활 속 기술･가정 이야기
-생각 넓히기
-중단원 프로젝트 학습
-직업 교실 밖 세상 

-창의･융합
-대단원 마무리

(주)교학도서

-대단원명
-중단원 차례
-학습 연계
-중단원명
-학습 목표
-생각 열기
-핵심 용어

-소단원명
-학습 목표
-핵심 질문
-활동해보기
-정보 플러스
-토론 활동
-생각 넓히기
-조사해보기
-창의･인성
-창의･융합
-체험 활동

-핵심 용어
-스스로 정리
-진로 내비게이션으로 정리하기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기
-문제로 확인하기

(주)교학사

-대단원명
-중단원 차례
-학습 연계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
-중단원명
-학습 목표
-창의 열기

-소단원명
-소단원 안내
-핵심 용어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도움말
-다양한 활동
-정보 교실
-인성 교실
-생활 속 가정
-직업 여행

-중단원 평가
-스스로 학습
-대단원 정리
-단원 핵심 체크
-문제로 정리하기 

(주)금성출판사

-대단원명
-중단원 차례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창의 융합 발전소
-중단원명
-성취 기준

-소단원명
-섹션별 도입 콘텐츠
-내용 구조화, 도식화
-작은 활동
-재미있는 가정 활동
-창의적인 실습 활동
-그림으로 보는 가정 이야기
-세상을 이어주는 가정 이야기 

-스스로 정리하기
-배운 내용 정리하기
-문제로 정리하기
-재미있게 정리하기

동아출판(주)

-대단원명
-중단원 차례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나는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알고 있나?
-중단원명
-학습 목표
-무엇이 궁금한가?

-소단원명
-핵심용어
-활동으로 생각열기
-활동하며 배우기
-지식 플러스
-생활 속 가정
-줌 인 직업
-안전을 위한 팁
-꿀 같은 팁
-교과서 갤러리
-소단원 개념 확인

-창의･융합 마당
-중단원 정리하기
-대단원 마무리하기
-핵심 콕 문제 은행

<표 계속>

Table 4. Overall composition of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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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도입 전개 정리 

(주)미래엔

-대단원명

-중단원 차례

-나만의 학습 목표 만들기

-중단원명

-창의 열기

-소단원명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용어 해설

-Tip
-궁금증 해결사

-클릭! 인터넷/ 동영상

-톡톡 가정

-한 걸음 더

-역량 키우기

-활동+
-안전+
-스스로 정리하기

-창의･융합 가정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주)비상교육

-대단원명

-중단원 차례

-스스로 점검

-학습 연계

-중단원명

-학습 목표

-스스로 질문

-소단원명

-개념 확인

-미리 보기

-생활 속 창의･융합

-스스로 활동

-생활 속 실천

-실천적 문제 해결 활동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생활 속 문제 해결하기

(주)삼양미디어

-대단원명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중단원명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생각 열기

-소단원명

-와글와글 토론

-하나 더 알기

-해보기

-문제해결 탐구활동

-역량 키우기

-읽을거리

-직업인 인터뷰

-대단원 마무리

-마무리 문제

씨마스

-대단원명

-핵심 질문

-핵심 개념

-무엇을 배울까?
-중단원명

-학습 목표

-생각 열기

-학습 계획 세우기

-소단원명

-길잡이

-여기서 배울 내용

-Link＆Think
-용어 풀이

-한 걸음 더

-생활 속으로

-스스로 점검하기

-생활공감/창의공감/진로공감

-생각 노트/창의 노트

-체험 실천

-꿈＆끼

-문제 해결

-대단원 마무리

원교재사

-대단원명

-중단원 차례

-학습 목표

-중단원명

-핵심 용어

-생각 열기

-생각 나누기

-소단원명

-학습 목표

-학습 활동

-하나 더 읽을거리

-용어 해설

-정리하기

-연결학습 및 관련 누리집

-직업의 세계

-대단원 정리하기

-우리 실력 점검하기

-다 함께 하는 창의･체험 학습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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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대단원에서는 배울 전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을 간

단하게 수록하였다. 중단원에서는 공통적으로 중단원명이 표기 

된 후 학습 목표가 제시되었고, 교과서에 따라 중단원 학습 목

표가 제시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 다음으로 전개에서는 소

단원명이 표기되고, 소단원 학습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역시 교

과서마다 소단원 학습 목표의 기재 여부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리에서는 대부분 중단원 마무리와 대단원 마무리

를 제시하여 배운 내용에 대해 문제를 풀어보며 점검하는 형태

가 기본적이었다. 또한 문제 형태 외에도 토의･토론, 체험 학습, 

실습 등 다양하게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단순하게 문제

풀이식의 학습이해도 평가가 아닌 적극적인 학생 참여로 의미 

있는 단원마무리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정 교과적인 특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실과와 기술･가정의 내용이 어떻게 연계

되는지를 제시하는 교과서가 증가한 것(교학도서, 교학사, 비상

교육)과 교과서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생각 열기, 창의 열

기, 생각 깨우기 등으로 학습에 앞서 동기를 유발하고 배울 내

용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추가된 점이다. 학

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설명, 보충 설명, 관련 인터넷 사이트 제시, 생활 속 가정 이야

기 등으로 교과서마다 용어는 다르지만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교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이 교과서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었고, 현재 진로 연

계를 강조하는 국가 정책에 따라 대부분 단원마다 관련된 직업

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가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개정된 교과과정에서는 창의융합력과 문제해결력 및 소

통교감이 뛰어난 미래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입과 전개에서는 

생각 깨우기, 생각열기, 생각 넓히기, 창의 열기, 스스로 질문 등

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정리에서는 체크리스트, 스스로 정리, 스

스로 학습, 창의･융합 마당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새 시

대의 흐름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의생활 영역의 단원 구성 분석 

  모든 교과서의 의생활 영역의 대단원은 <Table 5>와 같이 2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과서마다 대단원명이 같은 경우도 있

으나, 대부분 차이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대단원명마다 공통적

으로 나타난 단어가 있었다. 첫 번째 대단원에서는 ‘생활’, 두 

번째 대단원에서는 ‘관리’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

었다. 이는 가정생활 영역의 내용 체계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정생활의 내용 체계에서 가정생활과 안전영역의 

핵심 개념이 ‘생활문화’ 이고, 자원 관리와 자립 영역의 핵심 개

념이 ‘관리’이므로 이는 교육과정을 반영한 단원명을 제시한 것

으로 생각된다. 반면 중단원은 2개로 구성한 교과서와 4개로 구

구성 도입 전개 정리 

(주)지학사

-대단원명

-단원 열어보기

-주제 살펴보기

-스스로 계획하기

-중단원명

-학습 목표

-주제 열기

-주제 이끌기

-소단원명

-더 들여다보기

-연결

-용어 설명

-채널 e
-보충 설명

-사례

-Q＆A
-주제 활동

-스스로 점검하기

-교실 바깥세상

-대단원 마무리

-함께하는 체험 활동 

(주)천재교과서

-대단원명

-똑똑! 단원 열기

-중단원명

-확인 꼭! 학습 목표

-생각 톡톡

-소단원명

-지식 충전소 생각 쑥쑥

-척척 용어 박사

-창의력 빵! 터지는 활동 시간

-Link
-한 눈에 보는

-중단원 마무리 여행

-창의･융합 놀이터

-대단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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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주)
교문사

Ⅱ. 가정생활과 안전 2. 옷차림과 의복 마련

1) 의복의 의미와 기능

2) 개성 있고 긍정적인 옷차림

3)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4)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

Ⅲ. 자원 관리와 자립 2. 의복 관리와 재활용

1) 여러 소재의 섬유로 된 의복

2) 옷 세탁과 관리

3) 고쳐입고, 나눠입고

(주)
교학

도서

Ⅱ. 가정생활과 안전 02. 옷차림과 의복 마련
1)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은 어떤 것일까?
2) 옷을 마련할 때에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

Ⅲ. 자원 관리와 자립 02. 의복 관리와 재활용
1) 옷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2) 친환경적 의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
교학사

Ⅱ. 가정생활과 안전 02. 옷차림과 의복 마련
1) 개성 있는 옷차림

2) 합리적인 의복 마련

Ⅲ. 자원 관리와 자립 02. 의복 관리와 재활용
1) 의복 관리

2) 의복의 재활용

(주)
금성

출판사

Ⅱ. 창의적인 생활 문화

03. 개성과 배려의 옷차림
1) 개성 있는 옷차림

2)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04.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
1) 의복 마련 계획

2) 의복의 선택

Ⅳ. 합리적인 자원 관리

02. 의복 관리

1) 의복 재료의 특성

2) 의복의 세탁

3) 의복의 보관

03. 의복의 재활용 
1) 의복 고쳐 입기

2) 의복으로 생활용품 만들기

동아

출판

(주)

Ⅱ.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02. 옷차림과 의복 마련
1) 의복과 자기표현

2)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 

Ⅲ. 청소년의 자기 관리 03. 의복 관리와 재활용
1) 의복의 관리

2) 친환경적인 의생활

(주)
미래엔

Ⅱ.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02. 옷차림과 의복 마련
1) 청소년기의 옷차림

2) 의복 마련

Ⅲ. 청소년의 자원 관리와 자립 02. 의복 관리와 재활용

1) 의복 재료의 이해

2) 의복의 관리

3) 환경을 위한 의복의 재활용 

(주)
비상

교육

Ⅱ.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문화 02. 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생활
1) 바람직한 의생활

2) 합리적인 의생활

Ⅲ. 청소년의 생활 관리 02. 청소년의 의생활 관리
1) 건강한 의복 관리

2) 친환경 의생활의 실천 

(주)
삼양

미디어

Ⅱ. 청소년기 식･의･주 생활문화와 

안전

02. 개성은 살리고 타인은 배려

하는 의생활 실천

1) 개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옷차림, 어떻게 

할까

2) 타인을 배려하는 옷차림, 어떻게 할까

03.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
1) 의복을 마련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할까

2) 의복 마련 계획을 세워볼까 

<표 계속>

Table 5. Composition of textbooks for “Clothi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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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교과서로 구분되었다. 중단원을 2개로 구성한 교과서는 교

문사, 교학도서, 교학사,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원교재사, 

천재교과서였고, 중단원을 4개로 구성한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삼양미디어, 씨마스, 지학사였다. 중단원명은 교과서마다 차이

가 있긴 했으나 대단원이나 소단원보다 동일성이 나타났다. 첫

번째 중단원은 옷차림과 의복 마련, 두번째 중단원은 의복 관리

와 재활용으로 7개(교문사, 교학도서, 교학사, 동아출판, 미래엔, 

원교재사, 천재교과서)의 교과서에서 중단원명을 동일하게 제

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단원은 단원 구성 개수와 단원명에서 

가장 다양성을 보였다. 소단원을 4개로 구성한 교과서가 5개(교

출판사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Ⅲ. 청소년기 자기 관리와 소비 

생활 

02. 의복 재료에 따른 세탁과 관리

1) 내가 입고 있는 옷, 어떤 섬유로 만들어졌을까

2) 의복의 세탁과 손질 방법을 알아볼까 

3) 의복은 어떻게 보관할까 

03.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 
1) 의복의 재활용, 어떤 의미가 있을까

2)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씨마스

Ⅱ. 창의적인 가정생활 

02. 자기표현과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1) 개성 있는 옷차림을 위한 의복 디자인

2) 옷차림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표현

3)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옷차림 

03. 의복의 마련 계획과 선택 
1) 의복 마련 계획

2) 의복의 형태와 종류의 선택

Ⅳ. 청소년의 자기 관리

02. 청결한 의복 관리
1) 의복 재료의 종류와 특성

2)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청결한 의복 관리

03. 창의적･친환경적인 의복 재

활용 

1) 의복 재활용

2)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복 재활용품 만들기 

원교재사

Ⅱ.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2. 옷차림과 의복 마련

1) 의복의 기능과 종류

2)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3) 타인을 배려하는 옷차림

4) 의복 마련 계획

Ⅲ. 청소년의 자원 관리 2. 의복 관리와 재활용 

1) 의복 재료의 특성

2) 의복의 세탁과 보관

3) 환경을 고려한 의생활 

(주)
지학사

Ⅱ. 자립적인 가정생활

2. 옷차림으로 나를 표현하기

1) 의복 디자인 요소를 통해 나에게 어울리는 옷

차림을 알 수 있다

2) 옷차림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3) 타인을 배려하는 옷차림을 해야한다  

3. 의복 마련, 필요한 만큼 똑똑

하게

1) 의복 마련 계획을 통해 합리적인 의복 구매를 

실천할 수 있다

2) 기성복으로 의복을 구입할 때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Ⅲ. 청소년기 자원 관리

2.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의복 

관리

1) 의복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다

2) 옷감의 특성에 맞게 의복을 세탁하고 관리한다 

3) 옷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3. 의복의 새로운 발견

1) 간단한 장식과 수선으로 헌 의복을 새롭게 할 

수 있다 

2) 헌 옷을 재활용하여 창의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주)
천재

교과서

Ⅱ.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02. 옷차림과 의복 마련
1) 옷차림과 자기표현

2)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

Ⅲ. 청소년의 자원 관리 02. 의복 관리와 재활용
1)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의복 관리

2) 의복 고쳐 입기와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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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서, 교학사, 동아출판, 비상교육, 천재교과서)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소단원을 9개로 구성한 교과서가 3개(금성출판사, 

삼양미디어, 씨마스), 7개로 구성한 교과서가 2개(교문사, 원교

재사), 5개(미래엔)로 구성한 교과서가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소

단원명은 교과서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교과서별로 차이

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부 공시 개정 교과의 세부 목표

인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형성능력

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 함양, 생활자립능력 함량에 맞추어 의

생활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서마다 수업과 직접

적으로 관련 있는 소단원명이 다른 것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 중점에 따라 교과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유리하나, 학생은 속한 학교에 따라 다

른 내용의 학습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5종의 교과서(교문사, 교학사, 금성출판사, 비상

교육, 삼양미디어)에 대해 2009와 2015의 소단원의 내용의 변

천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모든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변화의 추세를 살펴보면 대부분 포괄적인 제목에서 

보다 분류하고 세분화하여 소단원명을 바꾼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2009 개정 교과서의 경우 의복의 손질과 관리, 고쳐 입기와  

재활용, 친환경 의생활 이었는데, 2015 개정 교과서는 기존의 

내용은 포함하면서 의복의 의미, 구매 계획, 옷차림, 창의적 의

생활이라는 주제가 추가되었다. 사실 학생들이 직접 의복을 세

출판사 2009 소단원명 2015 소단원명

(주)
교문사

1. 친환경 의생활은 어떤 것인가

2. 친환경 의복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3. 옷은 어떻게 고쳐 입어야 하나

1) 의복의 의미와 기능

2) 개성 있고 긍정적인 옷차림

3)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4)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

1) 여러 소재의 섬유로 된 의복

2) 옷 세탁과 관리

3) 고쳐 입고, 나눠 입고

(주)
교학사

1. 친환경적 의생활의 실천

2. 의복마련

3. 의복관리

4. 옷의 보관

5. 옷 고쳐 입기와 재활용

1) 개성 있는 옷차림

2) 합리적인 의복 마련

1) 의복 관린

2) 의복의 재활용

(주)
금성

출판사

1. 의복의 선택 및 구입

2. 의복의 손질과 관리

3. 옷 고쳐 입기와 재활용하기

1) 개성 있는 옷차림

2)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1) 의복 마련 계획

2) 의복의 선택

1) 의복 재료의 특성

2) 의복의 세탁

3) 의복의 보관

1) 의복 고쳐 입기

2) 의복으로 생활용품 만들기

(주)
비상

교육

1. 의복은 어떻게 선택해야할까

2. 옷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3. 의복의 구성 원리는 무엇일까

1) 바람직한 의생활

2) 합리적인 의생활

1) 건강한 의복 관리

2) 친환경 의생활의 실천

(주)
삼양

미디어

1. 똑똑한 의복구매 어떻게 해야 할까

2. 섬유와 옷감의 종류 알기

3. 의복 세탁의 관리 바로 알고 실천하기

1) 개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옷차림, 어떻게 할까

2) 타인을 배려하는 옷차림, 어떻게 할까

1) 의복을 마련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할까

2) 의복 마련 계획을 세워볼까 

1) 내가 입고 있는 옷, 어떤 섬유로 만들어졌을까

2) 의복의 세탁과 손질 방법을 알아볼까 

3) 의복은 어떻게 보관할까 

1) 의복의 재활용, 어떤 의미가 있을까

2)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Table 6. Comparison of unit names of 2009 and 2018 for 5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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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흥미를 잃기 

쉬운데 학생에게 보다 즐거울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현 

트렌드에 맞는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추후에는 의복 브랜드 마

케팅, 소비자 심리,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의복 등 지속적으로 더

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3. 의생활 단원별 세부 학습목표 제시 여부와 내용

  단원별 학습 목표 제시 여부 조사 결과 대단원 학습 목표를 

제시한 교과서는 1개(원교재사), 중단원 학습 목표를 제시한 교

과서는 9개(교문사, 교학도서, 교학사, 동아출판, 비상교육, 삼

양미디어, 씨마스, 지학사, 천재교과서) 소단원 학습 목표를 제

시한 교과서는 3개(교학도서, 미래엔, 원교재사)로 나타났다. 단 

금성출판사는 중단원에 학습목표 대신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각 교과서별로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Table 7>에 나타

내었다. 모든 교과서에서 단순히 가르칠 교과목의 내용이나 주

요 제목으로 단순한 열거방식은 없었지만, 하나의 학습 목표 속

에 두 가지 이상의 학습 결과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

다. 두 가지 이상의 학습 결과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학습된 결

과의 확인이 어렵고,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하나의 

학습 목표에는 하나의 학습 결과를 포함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출판사 학습목표

(주)
교문사

2. 옷차림과 의복 마련

･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 개성 있는 옷차림을 이해하고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와 종류의 의복을 선택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2. 의복 관리와 재활용

･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한 의복 세탁과 관리 활동을 통해 청결한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한 후 이를 창의적이며 친환경적인 의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주)
교학

도서

02. 옷차림과 의복 마련

･ 개성 있는 옷차림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한다.
･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우고, 의복을 구매할 수 있다.
1)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은 어떤 것일까?
･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2) 옷을 마련할 때에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
･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우고,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02. 의복 관리와 재활용

･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한 의복의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한다.
･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색 한 후, 이를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1) 옷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한 의복의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할 수 있다.
2) 친환경적 의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친환경적 의생활의 의미를 알고, 의복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주)
교학사

02. 옷차림과 의복 마련

･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의복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의복 마련을 위한 요소와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02. 의복 관리와 재활용

･ 의복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건강을 고려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의복을 관리할 수 있다.
･ 의복의 재활용을 통하여 친환경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표 계속>

Table 7. Learning objectives according to composition of textbooks for “Clothi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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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습목표

(주)
금성

출판사

03. 개성과 배려의 옷차림

(성취기준)
･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한다.

04.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

(성취기준)
･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우고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한다.

02. 의복 관리

(성취기준)
･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한 의복의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한다. 

03. 의복의 재활용

(성취기준)
･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한 후, 이를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에 적용한다.

동아

출판

(주)

02. 옷차림과 의복 마련

･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의복 마련 계획을 세워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03. 의복 관리와 재활용

･ 의복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할 수 있다.
･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주)
미래엔

1) 청소년기의 옷차림

･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2) 의복 마련

･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필요한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1) 의복 재료의 이해 

･ 섬유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의복의 관리

･ 옷감의 특성에 맞는 세탁 방법을 알고 의복 관리를 할 수 있다.
3) 환경을 위한 의복의 재활용

･ 의복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

(주)
비상

교육

1) 바람직한 의생활

･ 의복 디자인 요소를 이해하고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2) 합리적인 의생활

･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의복 마련 계획을 통해 의복을 선택하고 평가해 봄으로써 합리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1) 건강한 의복 관리

･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의복 재료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의복의 세탁과 보관 방법을 알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2) 친환경 의생활의 실천 
･ 의복 자원의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이해하여 개성 있는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다양한 용구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의복을 수선하거나 변형하는 창의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주)
삼양

미디어

02. 개성은 살리고 타인은 배려하는 의생활 실천

･ 의복 디자인 요소를 이해하여 나를 개성 있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03.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

･ 의복 마련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나에게 필요한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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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습목표

02. 의복 재료에 따른 세탁과 관리

･ 용도에 맞는 의복 재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의복의 올바른 세탁과 보관법을 알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03.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 
･ 의복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 의복 재활용을 통해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씨마스

02. 자기표현과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자신의 옷차림을 인식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03. 의복의 마련 계획과 선택 

･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의복 마련 계획에 따라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02. 청결한 의복 관리

･ 의복 재료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여 의복을 세탁하고 보관하여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할 수 있다.

03. 창의적･친환경적인 의복 재활용 

･ 의복을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 의복 재활용을 통해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원교재사

Ⅱ.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상활에 맞는 옷차림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한다

1) 의복의 기능과 종류

･ 의복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기능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여 입을 수 있다.
･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하여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
2)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타인을 배려하는 옷차림

･ 시간, 장소, 상황을 고려한 옷차림을 설명할 수 있다.
･ 상황에 맞는 옷차림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4) 의복 마련 계획

･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바람직한 의생활 가치관을 형성하여 합리적으로 의복을 구매할 수 있다.

Ⅲ. 청소년의 자원 관리

의복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복의 올바른 보관과 선택 방법을 적용하며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한다

1) 의복 재료의 특성

･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의 특성을 알고 구분할 수 있다.
･ 섬유와 옷감의 특성을 파악하여 용도에 맞는 의복을 선택할 수 있다.
2) 의복의 세탁과 보관

･ 옷감의 특성에 맞는 세탁 방법을 선택하여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할 수  있다.
･ 의복의 올바른 보관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3) 환경을 고려한 의생활 
･ 의복 재활용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간단한 수선 방법을 익혀 스스로 옷을 고쳐 입을 수 있다.

(주)
지학사

2. 옷차림으로 나를 표현하기

･ 의복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타인을 배려하는 옷차림을 실천할 수 있다. 

3. 의복 마련, 필요한 만큼 똑똑하게

･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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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5 개정 교과서는 모두 학습목표가 

‘∼한다.’ ‘∼할 수 있다.’로 실습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2009 개정 기존 교과서의 ‘∼할 수 있다.’는 서술형의 학

습목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목표 분류학에서는 목표 설정 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운동기능적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인지적 영역은 지식의 

기억, 인식, 지적 기술과 능력의 발달에 관한 지적 과업들을 포

함하는 목표를 의미하고, 정의적 영역은 흥미, 태도, 가치의 변

화와 감상력과 적응력의 개발을 포함하는 목표를 뜻한다. 본 연

구 결과 개정 교과서의 가정생활 분야 학습목표는 가정 교과의 

성격을 반영하여 정의적 영역의 학습목표의 비율이 높았다. 즉 

실습을 통해 체험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론적인 것과 

동시에 흥미, 태도, 가치까지 변화시키는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목표가 학습자가 달성

하기를 기대하는 행동과 지식 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타일러의 진술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

었다. 

  다음으로 각 교과서마다의 학습목표를 통해 교육내용을 유추

해 볼 수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첫째, 모든 교과

서가 공통적으로 옷차림을 이해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복 디자인의 요소, 의복 구매 시 고

려해야하는 요소, 다양한 의복의 종류, 의복의 형태 등을 교과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둘째, 의복을 잘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서는 재활용하며, 친환경적인 의생활이 무엇인지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었고, 이에 필요한 의복 재료(직물) 및 섬유의 종류

와 특성, 세탁 방법,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의 예제 제시, 간단

한 수선 방법 등을 교과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2009 기존 

교과서에서는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에 중점을 두고 

의복 세탁이나 재활용만을 교과내용으로 구성했다면 2005 개정 

교과서는 그 내용은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

는 의복 구매 요령과 입는 방법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흥

미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여전히 적은 시수 안에서 정보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내용

이 한정되어있어 깊이의 한계는 있었다. 지속적으로 개정을 통

해 보다 더 적합한 가정영역 교육 내용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

지를 기대한다.      

4. 의생활 영역의 분량 비교 

  의생활 영역의 분량은 <Tabl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삼양미디어로 261쪽 중에 38쪽을 기재하여 

14.5%를 차지하였다. 의생활이 가장 적게 기재된 교과서는 교

학도서로 254쪽 중에 24쪽을 기재하여 9.6%를 차지하였다. 전

체 쪽수에서 의생활 영역에 대한 쪽수는 평균 27쪽 이었으며, 

비율은 평균 10.5%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교과서

가 의생활 영역은 다소 적은 비율로 다루고 있었고,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 영역 집필진의 전공이 대부분 가정학일 수밖에 

출판사 학습목표

2.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의복 관리

･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한 의복의 세탁과 보관을 할 수 있다.
･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할 수 있다.

3. 의복의 새로운 발견

･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주)
천재

교과서

02. 옷차림과 의복 마련

･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

할 수 있다.
･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고 의복 마련 계획을 세워 의복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02. 의복 관리와 재활용

･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세탁하고 보관함으로써 의복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 의복 재활용 방법을 탐색하여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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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유와 연결시킬 수 있다. 추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의생

활 영역이 늘어난다면 집필진의 전공도 함께 고려되어 변경되

어야 할 것이며, 의생활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

니 좀 더 분량을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교과서 내의 삽화   

  의생활 영역에서 삽화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삽화는 사진, 

그림, 그래프, 표로 구분할 수 있었다<Table 9>. 전체적으로 모

든 교과서에서 사진은 총 220개, 그림은 273개, 표는 102개, 그

래프는 5개로 총 600개의 삽화가 제시되어 있었다. 그림이 전체 

삽화에서 4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제시 되었고, 그 다음으로 

사진이 37%, 표는 17%, 그래프는 1% 순으로 나타났다. 삽화가 

가장 많이 제시된 교과서는 삼양미디어로 총 69개였고, 가장 적

게 제시된 교과서는 원교재사와 천재교과서로 각 38개씩 나타

났다. 사진, 그림, 표는 모든 교과서에서 1개 이상 제시하고 있

으나 그래프가 제시되지 않은 교과서도 8개나 되었다. 기술･가

출판사 전체 쪽수 의생활 쪽수 비율(%)

(주)교문사 250 24 9.6

(주)교학도서 254 22 8.6

(주)교학사 253 26 10.2

(주)금성출판사 251 24 9.5

동아출판(주) 260 28 10.7

(주)미래엔 255 28 10.9

(주)비상교육 256 28 10.9

(주)삼양미디어 261 38 14.5

씨마스 256 32 12.5

원교재사 255 24 9.4

(주)지학사 255 26 10.1

(주)천재교과서 255 24 9.4

평균 255 27 10.5

Table 8. Comparison of the volume of “Clothing Life” 

구분 중단원명 사진 그림 표 그래프 합계

(주)교문사

옷차림과 의복 마련 7 13 4 0 24

의복 관리와 재활용 14 5 3 1 23

합계 21 18 7 1 47

(주)교학도서

옷차림과 의복 마련 6 8 4 0 18

의복 관리와 재활용 4 8 10 0 22

합계 10 16 14 0 40

(주)교학사

옷차림과 의복 마련 6 16 5 0 27

의복 관리와 재활용 18 13 3 1 35

합계 24 29 8 1 62

(주)금성출판사

개성과 배려의 옷차림 8 7 6 0 21

의복 관리 10 9 1 0 20

합계 18 16 7 0 41

<표 계속>

Table 9. Number of illustrations in the “Clothing Lif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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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과는 교과 특성상 통계적인 수치보다는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 제시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진을 가장 많이 제시한 교과서는 교학

사로 총 24개였고, 그림을 가장 많이 제시한 교과서는 교학사, 

삼양미디어, 씨마스로 각 29개였다. 표가 가장 많이 제시된 교

과서는 씨마스로 17개, 그래프가 가장 많이 제시된 교과서는 삼

양미디어로 2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사진은 주로 실습, 활동

에 대한 설명이나 본문에 대한 보조 자료로, 그림은 본문에 대

한 보조 자료 및 모든 영역에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표는 본문

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기 좋게 제시할 때 많이 사용되었고, 정

리 및 평가하기에서 체크리스트 등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래

프는 가장 적게 제시되었는데 수치를 비교 대조할 때 혹은 보조 

및 보충자료로 사용되고 있었다. 의생활 영역의 내용이 적은 분

량인 것에 삽화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삽화와 

같은 시각적인 자료는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으므

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6. 진로 교육 반영 분석 

  의생활 영역에 반영된 진로교육에 대해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구분 중단원명 사진 그림 표 그래프 합계

동아출판(주)

옷차림과 의복 마련 8 14 6 0 28

의복 관리와 재활용 15 11 7 0 33

합계 23 25 13 0 61

(주)미래엔

옷차림과 의복 마련 8 9 1 0 18

의복 관리와 재활용 10 14 0 0 24

합계 18 23 1 0 42

(주)비상교육

바람직한 의생활 7 8 4 0 19

건강한 의복 관리 11 15 2 0 28

합계 18 23 6 0 47

(주)삼양미디어

개성은 살리고 타인은 배려하는 의생활 실천 2 7 3 0 12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 5 7 5 2 19

의복 재료에 따른 세탁과 관리 6 12 6 0 24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 10 3 1 0 14

합계 23 29 15 2 69

씨마스

자기표현과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4 5 2 0 11

의복의 마련 계획과 선택 5 7 5 0 17

청결한 의복 관리 5 14 5 0 24

창의적･친환경적인 의복 재활용 7 3 5 0 15

합계 21 29 17 0 67

원교재사

옷차림과 의복 마련 4 8 5 0 17

의복 관리와 재활용 8 11 2 0 21

합계 12 19 7 0 38

(주)지학사

옷차림으로 나를 표현하기 3 4 1 0 8

의복 마련, 필요한 만큼 똑똑하게 1 7 2 1 11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의복 관리 6 11 1 0 18

의복의 새로운 발견 8 2 1 0 11

합계 18 24 5 1 48

(주)천재교과서

옷차림과 의복 마련 7 14 2 0 23

의복 관리와 재활용 7 8 0 0 15

합계 14 22 2 0 38

합계 220 273 102 5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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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사는 보충자료로 ‘생활 속 가정 이야기’와 ‘직업 교실 밖 세

상’을 제시하였고, ‘생활 속 가정 이야기’에서는 성장하는 남성

복 디자이너들이라는 주제로 방송에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 내

용을 소개하였다. 고객 맞춤 생산에 관한 남성복 관련 진로 및 

‘직업 교실 밖 세상’ 에서 패션 디자이너와 스마트 섬유 연구원

이 되기 위한 요구 능력과 관련 학과 등을 알려주었다. 교학도서

는 대단원 마무리에서 ‘진로 내비게이션으로 정리하기’를 제시

하였다. 스마트 의류 개발자, 이미지 컨설턴트, 텍스타일 디자이

너, 상품 기획자라는 직업을 간단히 소개하고, 자신의 관심 정도

를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교학사는 중단원 마무리에서 탐

구활동의 형태로 ‘직업 여행’을 제시하면서 패션 코디네이터와 

텍스타일 디자이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 사진 및 진로 

관련 사이트인 워크넷과 커리어넷 사이트도 주소도 함께 제시하

였다. 비상교육은 중단원 마무리 ‘생활 속 직업’ 에서 에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과 관련된 적성과 능력, 직

업 가치관, 현재와 미래 전망 등을 설명하였다. 삼양미디어는 보

충자료로 ‘직업인 인터뷰’에서 컬러리스트 김민경, 패션 디자이

너 이주영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원교재사는 대단원 마무리에서 ‘직업의 세계’를 통해 패션 스타

일리스트, 패션 에디터, 업사이클 디자이너를 소개하였다. 지학

사는 대단원 마무리 ‘함께하는 체험 활동’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 

계획하기를 통해 재활용을 소재로 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

어 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모둠별 활동을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천재교과서는 중단원 마무리 ‘창의･융합 

놀이터’에서 패션 디자이너 직업을 소개하고, 하는 일을 알려주

었다. 종합적으로 진로교육을 제시한 8개의 출판사는 대부분 보

충, 심화학습 자료나 중단원 및 대단원 마무리에서 진로관련 내

용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현재의 읽기 자료의 형태 

외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진로 자료 및 활동이 제시된다면 학생

들이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다양하게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키워 나가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직업은 매우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비중의 차이는 있더라도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진로

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풍성하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5 개정 기술･가정 12종 교과서가 의생활 영역

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비교하고, 2009 기존 교과서와

는 어떠한 점이 다르며, 장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에 대

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단원 구성에 맞추어 학습목표가 적합한지 확인한 결과, 

2015 개정 교과서는 대부분 소단원명을 보다 세분화하면서 명

확하게 제시하여 2009 에 비해 구체적으로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 내 학습목표는 기존과 같이 ‘∼한다.’ 혹

은 ‘∼할 수 있다’는 실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실습 개념으로 제

시되어 체험하고 배움의 기회를 통해 이론적인 것과 동시에 가

치까지 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12종의 교과서 간 단원 구성 체제, 의생활 단원 구성 

및 학습목표 등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7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기술･가정 교과서 집필진은 출판사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교과서는 19명, 가장 적은 교과서는 9명으

로 10명의 차이가 났다. 가정영역만의 집필진 수도 교과서에 따

라 9명에 4명까지 차이가 이었다. 수가 많거나 적은 것이 교과

서의 질적 차이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

나, 교과서 개발 시 인원수는 토론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도 있

으므로 적은 것보다는 적절한 인원수의 집필진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단원의 세부 구성 체제는 큰 

틀에서 유사하였다. 교과서별로 용어의 차이는 있었으나 도입-

전개-정리의 단계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교과서별로 다양한 활동을 특색 있게 제시하고 있었고, 이전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의생활 영역의 단원 구성은 

12종의 교과서 모두 대단원을 2개로 구성하고 있었고, 대단원

명은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었다. 중단원은 2개나 4

개로 구성하였으며 중단원명은 단원 중에 단원명이 동일성이 

가장 높았으나 교과서별로 차이는 있었다. 소단원은 교과서별

로 단원명과 개수가 가장 상이하게 나타났다. 4) 단원별 세부 

학습목표를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모두에서 제시한 교과서는 

없었으며, 중단원에서만 학습 목표를 제시한 교과서가 가장 많

았다. 모든 단원에서 학습목표를 모두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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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는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학습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원별로 적절하게 구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의생활 영역의 분량은 약 

10%로 작았는데 그중 분량이 가장 많은 교과서가 38쪽, 가장 

적은 교과서가 24쪽으로 10쪽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하였다. 이

는 교과서 선택에 따라 학습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의미 

한다. 6) 교과서의 삽화 구성은 그림>사진> 표>그래프 순으로 

나타났다. 삽화가 가장 많이 제시된 교과서는 총 69개였고, 가

장 적게 제시된 교과서는 38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삽화가 많

은 것이 무조건 학습에 긍정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학습

자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 보조수단으로 적합

하다고 할 수 있기에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삽화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고려하여 다양한 

삽화가 골고루 제시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

각한다. 7) 진로교육의 반영에서는 12개의 교과서 중에서 8개의 

교과서가 진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다. 다양한 지식과 경

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중･고

등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적

성을 찾거나 진로와도 연계 가능하므로 이전의 교과서보다 진

로 관련 내용이 증가하는 추세는 바람직하나 여전히 다양한 직

종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계속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2015 개정 교과서의 변경된 내용과 장점은 다음과 같

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가정생활을 통하여 생활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

을 기르게 하는데 중점이었다면, 2015 개정은 수많은 정보와 다

양성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 즉, 문제해결

능력, 창의･융합사고능력, 진로와 생애설계능력, 자리관리와 대

인관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영역별 성취기준과 내용체계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었다. 동시에 교과 

구성은 기존과 같게 도입-전개-정리를 유지하여 학습에 앞서 동

기를 유발하고 배울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내용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교

과서가 공통적으로 2009 교과서의 내용 중 친환경 관련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루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의복의 의미, 의복 마련, 구매 계획, 옷차림, 창의적 의생활

이라는 주제를 추가시켜 교육목표를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이

에 맞추어 2009 개정 시 12개였던 교육내용을 16개로 확대시켰

으며, 구체적인 학습목표도 제시하였다. 추가된 내용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다 즐거울 수 있는 주제로 이는 현 트렌드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2015 개정 교과서의 특징은 대부분 기존과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완전히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진 것

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가 새 시대에 맞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주제어를 변화시키고, 학습목표를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얼마 안 된 상황에

서 다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개정된 다양한 교과

서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교과서별로 파

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교과서 선택 시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계속 변

화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의생활 영역의 내용을 발전시킬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내용 분석에만 초점

을 맞추다 보니 단원마다 내용 요소에 대한 토론이나 삽화를 포

함한 보충 자료와 연계하여 정리하는 것까지는 진행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측면에서의 분석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문제해결능력, 창의･융합사고능력, 진로와 생

애설계능력, 자리관리와 대인관계능력을 기르도록 교과 핵심역

량을 강조하는 것이 가정 교과의 본질과 일치하는지도 심도 있

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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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기술･가정(의생활 영역) 교과서 12종을 비교하여 새로운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의생활 영역의 단원 세부 구성 체제 및 학습목표, 분량, 삽화, 진로 교육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교과서의 내용 측면의 장점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서 집필진 수가

가장 많은 교과서는 19명, 가장 적은 교과서는 9명으로 10명의 차이가 났다. 단원 구성은 12종의 교과서 모두 대단원은 2개로, 중단원

은 2개 또는 4개로 유사하였으나, 소단원은 교과서별로 단원명과 개수가 가장 상이하게 나타났다. 단원의 세부 구성은 도입, 전개, 

정리 체제로 용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제시 되었고, 교과서마다 특색 있는 자료 및 활동을 제시하였다. 분량 분석은 가장

많은 교과서가 38쪽, 가장 적은 교과서가 24쪽으로 차이가 있었다. 교과서의 삽화는 그림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고, 사진, 표, 

그래프 순이었다. 삽화가 가장 많이 제시된 교과서는 총 69개이고, 가장 적게 제시된 교과서는 38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의 반영에서는 12개의 교과서 중에서 8개의 교과서가 진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다. 교과서마다 집필진 수, 분량, 삽화

의 사용수는 달랐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2009 개정 교과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다루면서 의복의 의미, 구매 계획, 옷차림, 

창의적 의생활이라는 주제를 추가시켜 교육목표를 넓은 범위로 확대시키며 구체적인 학습목표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 개정

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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