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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strengthen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 competence through the 

lesson in the housing of the 2015 revised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analyzed curriculum documents, achievement standards of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of assessment, and 

assessment standards of the 2015 revised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Then, we analyzed whether or not 

the curriculum could be truly reflected in the school site by comparing and analyzing verbs of the assessment standards

and curriculum content system. In addition, we suggested the plan to ensure that 2015 revised curriculum can be 

implemented well by proposing a method of teaching-learning and assessment standards to cultivate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 competence among the housing less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2015 revised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are categorized into three subject competences according to the content, but

eventually show the content is not mutually exclusive with the three subject competences. It can be said to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ability development, that is, one learning canʼt be related only to one competency. Second,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assessing subject competencies system in school education, where evaluation is carried out 

based on the assessment standards. This is because the skill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documents are partially

reflected in the assessment standards.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teachers need to cultivate various subject 

competencies. In order to overcome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retrain the teachers as well as to impro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operating th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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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내용의 위계성

을 강조하면서 수업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학습

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성취기준과 핵심역량을 포함하였다

(Kwon, Kim, & Lee, 2013). 2018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각 교과는 교과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교육과정 개발이 

확정 및 고시되면 교육과정의 상세화 과정을 거치며, 각 출판사

는 교육과정에 기초를 두고 교과가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목표

와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의 구성과 교육 방법적 측면을 포함하고 

교과서를 개발하게 된다(Oh, 2006). 이때 교과서는 교수･학습

을 위한 내용 제시와 학습 방법의 안내, 그리고 학습 결과의 정

리 및 평가를 위한 소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교과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은 평가에 있어서 교과역량과

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이 

교과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초점을 두고, 교과

의 성격, 내용 체계 등에 핵심(교과)역량의 반영, 교과역량을 구

현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의 개선, 성취기준 달성에 적합한 교

수･학습 및 평가 방법 제시 등에 있다(Lee, 2015).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성격에 제시된 기술･가정 교과 ‘가정

생활’ 분야의 교과역량은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Ministry of Education, 2015)으로 제시하고 있

으며, 총괄 목표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현

재와 미래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주생활 관련한 세부 목표로는 ‘가정

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노작활동과 체험, 비판

적 사고와 반성적 행동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생활자립능력을 기르는 것’이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교육과정 상의 목표는 내용 

체계를 통해 구현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문서

에 제시된 교과역량 3가지 중 주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가 진행될 때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생활자립능력’으로 한정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교육과정

의 내용 체계를 분석하면 세부 목표에 제시된 교과역량뿐 아니

라 제시되지 않은 교과역량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내용 요소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의 학습 요

소로 제시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는 관계형성

역량이라는 교과역량을 배제하고는 내용 요소를 충분히 교육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는 기술･가정 교과 ‘가정생활’ 분야 중 ‘주생활’ 

영역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관계형성역량을 교육을 통해 구현

하기 위한 교수･학습 설계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에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 교과 ‘주생활’ 영역 연구 동향에 대해 탐색

하고,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의 ‘주생활’ 영역의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주생활’ 영역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준거 성취기

준 및 평가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동사

와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제시된 기능을 비교･분석하여 교과역

량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관계형성역량 강화를 위한 주생활 영역 교수안을 플립

러닝을 적용하여 제시한다.  

Ⅱ. 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의 ‘주생활’ 
영역 연구 동향 및 특징

1. 기술･가정 교과 ʻ주생활ʼ 영역 연구 동향

기술･가정 교과의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주생활’ 영역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연구한 Heo 

외(2013)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즉 1차에서 2009 개정 교육

과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용어와 지도범위, 내용 체계 등의 

변화가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생활 영역의 개념들의 

연계성과 관련성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기보다는 시대

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개념의 일관성이 부족

함을 문제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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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Key Concepts Generalized Knowledge 
Content Elements

Skills
Middle school(1-3grade)

Home Life 
and Safety 

Life Culture
의식주 생활 수행의 실천 역량을 갖

추는 일은 창의적인 가정생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이다.

∙ 청소년기의 영양과 식행동

∙ 식사의 계획과 선택 

∙ 옷차림과 의복 마련

∙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

∙Explore
∙plan
∙Practice
∙Operate
∙Utilize
∙Apply
∙Synthesize
∙Evaluate
∙Suggest
∙Design
∙Make
∙Execute
∙Judge
∙Examine 
∙Infer

Safety 

개인과 가족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

는 요소를 예방･대처할 수 있는 능력

과 태도는 가정생활의 건강함과 질을 

향상시킨다.

∙ 청소년기 생활 문제와 예방

∙ 성폭력과 가정 폭력 예방

∙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

∙ 주거 환경과 안전

Note. Ministry of Education, 2015, pp. 5-6; Kim, 2017, p. 499, Recite. pp. 5-7.

Table 1. Content system in the ʻfamily lifeʼ part of the 2015 revised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그리고 기술･가정 교과의 주생활 영역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의 다른 영역에 비해 주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와 주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Park, Yu, Lim, Lee, & Cho, 

2007). 이는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접목하려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Joo, Cho, & Choi, 2017). 이중 Park 외(2007)는 

2000년도 이후부터 주생활 영역의 연구가 교수･학습 개발 연구

가 늘어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Joo 외(2017)는 2001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의 주생활 영역

의 교수･학습 논문 22편을 분석하였을 때 교육과정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이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 중 2006

년 이후 연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한 근거 위에 학습 주

제를 선정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연구 중 교육과정과 교과

서 분석을 하는 경우 교육과정 개정 고시와 교과서 출판, 학교 

적용의 시차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내포한 연구들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주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실천적 

문제 중심 학습이 가장 많았으며, ICT 활용 수업과 관련한 연구

는 2번째로 많았으나 모두 2010년 이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생활 영역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주생활 영역은 교과교육학과 교육 내용학을 통

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5 개정 교육

과정 변화의 시기에 교육과정 내용의 분석과 이를 적용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IOT(사물기반) 

학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ʻ주생

활ʼ 영역의 특징

교수･학습의 시작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다. 이

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2015 개정 기술･

가정 교과의 ‘가정생활’ 영역 중 ‘주생활’ 내용 체계를 추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내용 체계에서의 영역은 학습 내용을 

조직화하는 최상위의 틀 혹은 체계를 의미하며, 핵심개념은 학

년별, 학교 급별로 배워야 할 핵심적인 내용(지식 등)을 각각 제

시하였으며, 기능은 내용(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

고 기능을 나타낸다. 주생활 내용은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의 

‘생활문화’와 ‘안전’의 핵심 개념에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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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Elements

Achievement Standards and  
Interpretation

Learning Elements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Notice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

[9기가02-05] 주거 가치관의 변화

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고

려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

생활 문화를 실천한다.

･ 주거 가치관의 변화

･ 다양한 생활양식

･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

･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과 대처 방안을 체

득하도록 사례 탐구, 시뮬레이션, 훈련이 수업 중에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주거 공간과 활용에는 과제를 정하여 정보 수집과 

아이디어 구상, 계획서 작성, 최종 결과물 완성 및 

성찰의 과정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의 생활자립능력

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9기가02-06]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안을 탐색하여, 가족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에 활용한다.

･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

성과 활용

주거 환경과 

안전

[9기가02-12]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고,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

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을 위한 조건

･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

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

Evaluation Methods･Notice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및 인용하도

록 하고, 이러한 과정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생활의 사례를 

조사･분석할 때에는 각 가정에 대해 주관적･비판

적 평가보다는 더 나은 가정생활을 위한 방안을 제

시하도록 한다. 
･ 생활 수행 능력과 관련된 내용은 단순 지식을 암기

하는 평가는 지양하고 이와 관련된 기본 지식을 기

반으로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능력과 일상생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Achievement Standards Interpretation

[9기가02-12] 열, 빛, 공기, 소음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

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을 기르고, 태풍, 지진 등 

자연 재해와 일상적인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가족의 안전을 유지하는 주생

활을 실천하도록 한다. 

Table 2. Achievement standards, teaching-learning methods, evaluation methods, and notice of housing area in 

Technology･Home Economics Education

<Table 2>는 내용 체계에 따른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학

습 요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성취기준은 교육과정 내용 요소

와 학습한 교과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수행 능

력(기능)의 결합을 의미한다.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의 성취기

준은 ‘의식주 생활 수행 능력을 길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안전 수칙을 익혀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취기준 [9

기가02-05]와 학습 요소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

화 실천’, [9기가02-12] 의 성취기준 해설인 ‘열, 빛, 공기, 소음

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

는 능력을 기르고’라는 표현은 교과역량 중 ‘관계형성역량’의 

함양을 내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때 관계형성역량은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감, 배려와 돌봄을 

통해 공동체 감수성을 함양하여 자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유지 할 수 있

는 능력이다.’로 규정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p. 

4).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사회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

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이해와 지속 가능한 주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Heo et al., 2013). 

Ⅲ. ‘주생활’ 영역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준거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분석 

교과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교수･학습 방법과 평

가를 통해 구현된다. 교과역량에 따라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이

를 교과서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는 현 교육과정은 교과역량의 

성취를 위한 교수･학습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교수･학습 과정

에서 주제중심 접근(thematic approach), 범교과적 접근

(cross-curricular approach), 탐구학습, 발표학습, 팀 과제, 토론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이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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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Standards of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of 
Assessment Criteria

Assessment Standards

[9기가02-05]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문화를 실천한

다.

[9기가02-05-00]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한

다.

상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의 특징을 이

해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다.

중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하
주거 가치관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

활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9기가02-06]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안

을 탐색하여, 가족생활에 적합

한 주거 공간 구성에 활용한다.

[9기가02-06-00]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안

을 탐색하고, 가족생활에 적합

한 주거 공간 구성에 활용한다.

상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안을 탐색하고, 가족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중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안을 탐색하여 가족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9기가02-12]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고, 주생활과 관

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

한다.

[9기가02-12-00]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고, 주생활과 관

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

한다.

상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건을 분석하고, 주생활

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중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과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

고의 예방 혹은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과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

고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Note. Jin et al., 2016. pp. 157-158 reorganizing contents.

Table 3. Achievement standards of assessment criteria and assessment standards in housing area of in 2015 revised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으로 참여를 통한 교과 특수적인 역량인 교과역량(So, 2015) 성

취를 위한 수업 방법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교과역량의 함양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에 역량의 의미는 수

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 기능 등을 포함한 ‘기능(skills)’

에 해당하며, 이는 실용적 기능(functional skill)과 개인･학습･

사고 기능(personal, learning, and thinking skill)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교과 학습 과정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교과역량은 주어진 과

제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 전

략 등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

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평가의 과정은 주어진 이론적 지식의 

암기에 목적을 두기보다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평가 요소로는 과제 해결을 위한 필

요한 지식이나 기능의 창조적 재구성, 멀티리터러시 능력, 성찰

능력, 역할수행 및 책임감 등이 강조되며, 학습일지, 저널, 포트

폴리오, 학습스토리 등을 활용한 평가 방식이 권장될 수 있다

(Park, 2009).

이때 평가의 기준은 성취기준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

가수준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도록 학교 현장에서 교수ㆍ학습 활동과 평가를 실행할 수 있

도록 교과별, 학년별 평가기준, 평가 도구를 제안하는 것을 의

미한다(Jin et al., 2016). <Table 3>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실과/기술･가정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에서 제

시된 주생활 영역 평가기준을 재구성한 것이다. 평가기준은 학

생들이 교과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성취정도를 파악하는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평가기준은 성취기준에의 도달 정도를 몇 개의 수준으

로 구분하고, 각 수준은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설명하는 성취수준 기술

(performance level description, achievement level description)

로 구성한다(Jin et al., 2016).

<Table 3>의 내용을 분석하면, 평가기준 상, 중, 하를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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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해한다. 
탐색한다. 
활용한다. 

실천한다. 
적용한다. 
분석한다.

탐색하기

계획하기

실천하기

조작하기

활용하기

적용하기

종합하기

평가하기

제안하기

설계하기

제작하기

실행하기

판단하기

조사하기

추론하기

중

이해한다. 
탐색한다. 
설명한다.

고려한다. 
제시한다. 

하 설명한다. 말한다.

Table 4. A Comparison between verb of evaluation standard and skills of content system in curriculum

때 행동 동사를 사용할 때 지식･적용･문제해결 항목을 구분하

여 내재적 행동 동사가 아닌 수행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외

현적 행동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Table 4>는 평가

기준의 동사와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제시된 기능의 내용을 제

시하였다.

평가기준 상 수준에는 ‘이해하다. 실천하다, 탐색하다, 적용하

다, 활용하다, 분석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였으며, 중 수준에는 

‘이해한다, 탐색하다, 설명한다, 고려한다, 제시한다’로, 하 수준

에는 ‘설명한다, 말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기능에서 표현한 내용과 비교할 

때 평가기준은 내용 체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주

생활’ 관련 평가기준에는 기능의 전체를 포함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가정생활 분야 내용 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에 대한 

연구(Kim, 2017)에서 전문가들은 핵심개념 ‘가정생활문화’에서 

4개 내용 요소 중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 핵심개념 

‘안전’의 4개 내용 요소 중 <주거 환경과 안전>에 대한 수업의 

중요도와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업 후에 기대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제안하기→평가하기→종합하

기→제작하기→조작하기→추론하기→실행하기’ 순으로 중요

하다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즉 평가기준에 

표현된 동사와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제시된 기능과는 차이가 

있어서, 학습 후 기대되는 능력으로서의 기능과 교육에 대한 평

가기준과의 괴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생

활’ 관련 내용 교수･학습과 평가에서 내용 체계 기능으로 제시

된 ‘계획하기, 조작하기, 종합하기, 평가하기, 설계하기, 제작하

기, 조사하기’ 등에 대한 고려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안을 제안하

면 다음과 같다.

Ⅳ. 관계형성역량 강화를 위한 주생활 영역 

교수 설계안

1. 관계형성 역량의 의미

OECD(2005)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많은 역량 가운데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역량을 추출하여 핵심 역량으로 선정하였다. 이 

핵심역량의 3가지 범주는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

호작용 능력, 자율적인 행동 능력,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의 3가지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의미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역량을 발달시키고, 이를 위한 구

체적인 경험을 학생들의 필요와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So, 2007). 역량은 그 특성상 교육의 결과로 학

습자의 수행을 강조하므로, 관계형성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행으로부터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는 백워드 설

계(Backward design)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즉 평가를 출발점

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수행의 결과에 해당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Lee, 

Koo와 Lee(2016)는 백워드 설계와 증거기반 설계의 절차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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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Ⅱ.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3.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 

    3-2. 쾌적한 주거 환경

핵심역량 관계형성능력 역량 특성 존중과 공감, 공동체 감수성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가정생활과 

안전
생활 문화

의식주 생활 수행의 실천 역량을 갖추는 일은 
창의적인 가정생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이다.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

･ 제안하기

･ 조사하기

･ 계획하기

･ 종합하기

･ 평가하기

학습 요소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준거 성취기준

･ 주거 가치관의 변화

･ 다양한 생활양식

･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

생활 문화

[9기가02-05]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

활양식을 고려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한다.

[9기가02-05-00]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양

식을 고려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한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 정보 수집 

･ 아이디어 구상

･ 계획서 작성

･ 최종 결과물 완성

･ 성찰의 과정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료 수집 및 인용 및 평가

･ 다양한 가정생활의 사례를 조사･분석에서 주관적･비판적 평가보다 더 나

은 가정생활을 위한 방안 제시

･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평가 지양

･ 기본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능력과 일상생활 문제 해결

에 적용하는 능력 평가

Figure 1.  The Restructuring contents system in the 2015 revised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of housing area

Note. Ministry of Education, 2015. pp. 5-20; Jin et al., 2016, p. 157

합하여 핵심역량 평가 과정을 1단계 핵심 역량 분석 및 평가 계

획, 2단계 핵심 역량 관련 기대 결과 진술, 3단계 수행평가 및 

교실 활동, 과제 명세화, 4단계 수행평가 및 교실 활동, 과제 수

행, 5단계 결과 분석 및 피드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토대로 하여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역량

인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 중 관계형

성능력을 주생활 영역의 수업을 통해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때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역량으로서의 관

계형성능력은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감, 배

려와 돌봄을 통해 공동체 감수성을 함양하여 자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유지 

할 수 있는 능력(Ministry of Education, 2015)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중 주생활 영역의 단원 내용 중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

는 주생활 문화 창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관계형성 능력으로 

표현된 내용 중 존중과 공감, 공동체 감수성 함양에 초점을 두

어 교수 설계안을 제시하고 한다. 이 과정에서 4, 5단계는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진행된 연

구로 1∼3 단계를 구성 및 제시하고자 한다.

2. 관계형성역량 강화를 위한 주생활 영역 교수 설계안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을 위한 내용요소를 제

시하는 것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교수･학습 매체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

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전시본 중 A 교과서의 기술･가정 1의 주

거 생활 단원 내용을 중심으로 [Figure 1]을 반영하여 교수･학

습 방법과 평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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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Teaching-Learning(T-L) activity Skills Assessment(A)

Pre Class 
T-L1 쾌적한 주거 환경 학습

      ==> 동영상 시청(퍼스널 스페이스, 이상한 건축가의 집

짓기), 설문지 작성

~조사하기
A1 설문지 작성 및 동영상 시청 

소감(한줄 평)

In Class

도입
T-L2 다양한 나라의 쾌적한 주거에 대한 관점 조

사하기 ~조사하기

~제안하기

A2 빙고 게임

전개
T-L3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건 제안하기 ==> 비

주얼 씽킹 활동 
A3 비주얼 씽킹 보고서

정리 T-L4 쾌적한 주거 환경 관련 손 팻말 만들기 활동
~계획하기

~종합하기
A4 손 팻말 만들기 활동

After Class T-L5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활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 공유 ~평가하기
A5 동료 평가

A6 교사 관찰 평가 

Table 5. Teaching-learning & assessment plan utilizing to flipped learning

Figure 2. Basic design flipped learning based problem solving learning model 

교과서 단원은 기술･가정 1의 ‘Ⅱ.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대단

원), 3.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중단원), 쾌적한 주거 환경(소단

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가. 핵심 역량 분석 및 평가 계획(1단계) 및 핵심 역량 관

련 기대 결과 산출(2단계) 

이 단계는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분석, 핵심 역량 분석, 평가 

방법 및 시행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진다(1단계).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학생 역량의 특성을 진술하게 된다(2단계). 

[Figure 1]에는 관계형성 능력 중 주생활 문화를 창조하기 위

해 이웃과의 존중과 공감, 공동체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

을 두어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기대 결과를 표현하였다.

나. 수행평가 및 교실 활동 및 과제 명세화(3단계)

백워드 설계에 따라 학생 평가를 적용하기 적합한 수업 방법

으로 본 연구는 플립 러닝을 선택하였다. 플립 러닝은 기존의 

공부 방법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강의 내용을 먼저 학

습한 후, 학교에서는 학습자의 상호작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융합 학습법을 의미(Korea U-Learning Association, 2014)한

다. 즉 실제 수업 시간에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 및 수준을 바

탕으로 개별화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학생들

로 하여금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되어 질 



관계형성역량 강화를 위한 주생활 영역 교수 설계안 개발  73

학습 주제 함께 쾌적한 생활하기 약속!!

핵심역량 관계형성능력 역량 특성 존중과 공감, 공동체 감수성

성취기준
[9기가02-05]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한다.

학습 목표
열, 빛, 공기, 소음 등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알고 이웃과의 존중과 공감을 통한 공동체적 
감수성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차시
자료 및 
유의점

Pre class 
activity

문제 
확인하기

~공간에 대한 생각 점검하기 : 존중과 공감, 공동체 감수성 갖기
 1) 퍼스널스페이스: goo.gl/HEtjQG
 2) 이상한 건축가의 집짓기: goo.gl/fN8F6G(4분 58초)
~쾌적한 주거 공간에 대한 생각 점검하기
 1) URL: https://goo.gl/forms/ggtKQ5JjRgRDEOmi2

 

2) QR 코드

 3) 설문 내용과 동영상 내용
 - 쾌적하게 살기 위해 적당한 온도는?
   0~10도  11~20도  21~30도  30도 이상
 - 채광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은?
   막힌 벽   앞집과의 충분한 거리  아주 작은 창
 -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백열등    LED    할로겐 등   백열등
 - 좋은 공기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환기를 자주한다.     환기팬이나 환기를 활용한다. 
   화학물질을 이용한 자재를 주로 사용한다.
 - 백색 소음은?
   위층의 뛰는 소리        빗소리   
   급･배수 소리            아주 큰 음악 소리

▸구글 
설문지
▸빙고 
게임판

In class 
activity

문제 정의 및 
제시

~동영상 시청과 설문지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나라의 쾌적한 주거에 대한 관점 조사
하기

-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건 제안하기

문제의 개념 
정리

-쾌적한 주거의 조건(열, 빛, 공기, 소음)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하기(종합하기)
-모든 사람이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 찾기
 ▸이웃을 존중하고 공감하기 위한 방법(예: 실내에서 걸을 때 쿵쿵거리며 걷지 않기, 

아파트에서 큰 소리 내지 않기 등)(계획하기)

2
~
3

▸비주얼씽
킹 재료

▸손 팻말 
재료

Table 6. Teaching-learning plan utilizing to flipped learning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능동적이며 활발한 학습자로 바뀔 

수 있으며,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학습의 주체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Lee, 2013). 플립 러닝 기반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의 적용을 위한 기초 설계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의 플립 러닝의 수업 기반 모형을 토대로 하여 

[3-2. 쾌적한 주거 환경](소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

습 및 평가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3인의 전문가의 의견으로 제

시된 관계형성능력의 범주와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

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Table 5>의 내용은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행 평가 및 

교실 활동 과제를 명세화 한 것으로 과제의 구성, 산출물에 대

해 제시하였다. 교수 설계안은 <Table 6>과 평가 계획안 

<Table 7>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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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탐색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 해결점 찾기(계획하기)
-손 팻말 만들기 활동으로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한 다짐을 표현하기(종합하기)
▸쾌적한 주거를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내용 포함(시민의

식, 존중과 공감, 공동체 감수성 갖기)

문제 
해결하기

- 쾌적한 주거를 위해서는 자신과 이웃, 공동체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함을 제시(평
가하기)

After
class 

activity
평가하기

- 네이버 밴드, 학교 교과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활동 자료 공개
▸선플 달기 등을 통해 서로의 활동 내용 평가하기
▸과정 평가 유의점: ‘이웃과의 존중과 공감을 통한 공동체 감수성 갖기’의 내용 포함 

여부 확인

▸소셜 
미디어 
활동

Assessment Plan Method Contents
Evaluation Standards

Good Average Below

E1 설문지 작성 
동영상 시청 소감(한줄 평)

보고서 설문지와 한줄 평 
설문 완성과 한줄 평 내
용이 우수 

설문은 완성하였으나 
한줄 평이 보통

설문 완성과 한줄 평 모
두 미흡

E2 빙고 게임
빙고 게임

(4*4)

주제 적합성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모두 제시

주제에 맞지 않은 내용 
포함

주제에 맞지 않은 내용 
다수 포함

창의성 창의적인 내용 제시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제시

내용 제시가 창의적이
지 않음

관계형성능력
모둠원과 협동하여 과
제를 수행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함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협동하고 타인을 
배려함

모둠원과 협동하여 과
제를 수행하는 것에 어
려움이 있음

E3 비주얼 씽킹 보고서 보고서

주제의 적합성
사람, 사물, 리본, 말풍
선, 화살표 등을 이용하
여 주제에 맞게 제시함

사람, 사물, 리본, 말풍
선, 화살표 등을 이용하
였으나 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
을 제시함

창의성
자료 내용과 방법 및 표
현 방식이 창의적임

제시 내용과 방법과 표
현 방식이 일반적임

제시 내용과 방법과 표
현 방식이 창의적이지 
않음

관계형성 능력

모둠원과 협동하여 과
제를 수행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능
력이 있음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협동하는 능력이 
있음

모둠원과 협동하여 과
제를 수행하는 것에 어
려움이 있음

E4 손 팻말 만들기 활동 제작하기

내용의 적합성
주제에 맞게 제작활동
을 함

제작은 하였으나 주제
와 관련 없는 내용 포함

주제와 무관한 제작 활
동을 함

창의성
자료 내용과 방법 및 표
현 방식이 창의적임

제시 내용과 방법과 표
현 방식이 일반적임

제시 내용과 방법과 표
현 방식이 창의적이지 
않음

관계형성 능력
모둠원과 협력하고, 모
둠원의 의견을 받아들이
며 제작 활동에 참여함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였
으나 적극적이지 않음

모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평가 5 동료 평가 댓글 관계형성능력

다른 모둠의 활동 내용
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
정적으로 반응하는 댓
글을 제시함

다른 모둠의 활동에 대
해 단답형으로 짧게 댓
글을 제시함

댓글을 부정적으로 달거
나 소극적으로 제시함

평가 6 교사 관찰 평가 관찰일지 
관계형성역량 
성장 과정

활동 과정에서 관계형
성역량의 발달이 뚜렷
하게 나타남

활동 과정에서 관계형성
역량의 발달이 나타남

활동 과정에서 관계형
성역량의 발달이 드러
나지 않음

Table 7. Assessment plan utilizing to flipp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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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가정생

활’ 분야 중 주생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역량 중 관계형

성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기술･가정 교과 ‘주생활’ 영역 연구 동향에 대해 탐색

하고,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의 ‘주생활’ 영역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생활’ 영역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과 평가준거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주생활 영역 수업을 통해 관계형성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

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생활 영역에 대한 연구는 교과교육학과 교육 내용학

을 통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ICT를 적용한 수업 설

계안은 2010년 이후로는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IOT(사물기반) 학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요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주생활 내용은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의 ‘생활문화’와 

‘안전’의 핵심 개념에 배치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이해와 지속 가능한 주생활 실천

을 위한 관계형성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교수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준거 성취

기준 및 평가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기능

과 평가준거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은 내용 체계의 기능을 부분

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

을 통해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서의 기능이 ‘주생활’ 

관련 평가기준에 전체를 포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차후 교육과정에서는 합의된 형태의 성취기준, 평가

준거 성취기준, 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생활 수업을 통해 관계형성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 중 이웃과의 존중과 공감, 공동체 감수성으

로 선정하여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업 설계와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역량 평가를 위해서는 특히 수행 과제가 ‘학생들에

게 의미 있는 실제성 있는 과제’,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충분히 복잡하고 수준 높은 과제’, ‘다양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 ‘정답이 정해

져 있지 않고,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과제’, ‘실제로 관찰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과제’(Lee et al., 2013, pp. 268-269; Lai & 

Viering, 2012, p. 1)이어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새로운 지식의 창

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이는 각 교과별로 교과역량에 초점을 맞추되 각 교과의 

단원 분석과 각 단원에서의 성취기준을 분석 후 통합하는 교육

과정 재구성 방법과 타 교과의 유사 단원과 성취기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혹은 유사한 주제, 개념, 동일한 핵심역량, 동

일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전략, 동일한 평가 방법이나 도구 등

의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에 대해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Jin & Park, 2016).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주생활 영역에 대한 교육과정과 평가기준 관련 문서를 비교･분

석하였으며, 수업을 통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안을 제안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

다. 가정교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안을 수정･제시하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로, 실제 학교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밝히지 못했다는 측면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후속 연구로는 수업설계안을 학교 수업에 적용 후 그 효과

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주생활 영역에서 이루

어야 할 교과역량으로 실천적문제해결역량, 생활자립역량에 대

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에 기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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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생활 영역 수업을 통해 교과역량 중 관계형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의 교육과정 문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준거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문서를 분석하

였다. 그리고 평가기준의 동사와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제시된 기능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충실히 반영

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주생활 영역 수업을 통한 교과역량 중 관계형성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안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의 교육과정 문서에는 교과역량 세 가지를 내용 영역에 따라 분리 제시하였으나, 내용 영역이 3가지

교과역량과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간의 능력 개발이 가진 특징 즉 하나의 학습이 하나의 역량으로만 관련되

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의 기능(skills)은 평가기준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평가기준

을 반영한 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서 교과역량을 평가할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사들이 다양한 교과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 재교육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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