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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xtbooks are one of the most crucial variables that determin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ources for education. Textbooks should be designed with inquiring tendencies so as to help students to 

practice self-directed learning. inquiring textbooks can not only intrigue students but also enhance the quality of class.

Here, this author is going to analyze the inquiring tendencies of a core construct, ʻmanagementʼ, in 12 different types

of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reflecting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based on the 

Romey metho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nly one type of textbook shows inquiring tendencies in the text, 

which means that the text is more oriented to delivering knowledge rather than to pursuing studentsʼ inquiry learning.

Because analysis indexes for figures and diagrams fall under the range of desirable inquiring tendencies in 10 types 

of textbooks, the figures and diagrams presented in Home Economics textbooks are intended to induce particular 

learning activity. Learning activity indexes reveal 9 types of textbooksʼ inquiring tendencies, which means that Home 

Economics textbooks present a reasonable amount of learning activity in general in order to intrigue students and 

stimulate their inquiring mind. In terms of evaluation indexes, only 2 types of textbooks show inquiring tendenc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each individual textbook, some of the Home Economics textbooks reflecting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clude inquiring elements in the text, figures and diagrams, activities,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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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however, some still need improvements. Regarding how to better the Home Economics textbooks, this researcher

will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complements. Home Economics textbooks should include inquiring elements 

to induce interactions properly in the class, and when they write the textbooks, the text, figures and diagrams, 

activities, and evaluation should be designed balancedly, and the questions need to be expressed in a way to develop 

studentsʼ inquiring mind.

Key words: Romey 기법(The Romey analysis method), 고등학교 기술･가정(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교과서 분석(textbook analysis), 탐구적 교과서(inquiring textbooks)

Ⅰ. 서 론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선택하는데 신

중하게 된다. 교과서는 수업 시간 학습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

는 교육 자료이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의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교수 매체를 활용하

여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개념과 지식을 가르치는데 교과서는 

교수 매체 가운데에서도 주로 사용되고 있고 학습 내용과 평가 

등의 기준이 되므로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Min, 2006), 가장 영향력이 있는 수업 도구라고 할 수 있다

(Kim, 1998).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서는 교

수･학습 활동의 안내 역할을 하므로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결과

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창의력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교사 중심의 수업

이 이루어지기보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친절한 안내가 되어야 하고 사고력을 돕는 질문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과서의 구성이 얼마나 탐구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교실 

수업의 탐구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탐구 학습을 가

능하게 하는 교과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가질 확률을 높

게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질 높은 수업이 이

루어지는데 도움을 준다. 즉, 교과서의 내용 구성이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지향하

고 있는지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 

지식은 구조가 있으며 지식이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

기 위해서는 탐구가 필수적이다. 탐구는 자극과 호기심을 바탕

으로 문제의 해결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를 스스로 찾

아낸다는 만족감과 호기심의 충족, 밝혀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상황에의 전이가 일어나는 가운데 문제의 해결력을 키우고 계

속적인 흥미를 가지게 하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Min, 

2006). 

교육부(2015)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의 성격을 

실천적 성격으로 나타냈으며, 학습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

서 경험하게 되는 가정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융합하고, 이를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의 역량과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가정 교

과의 영역 중에서도 ʻ자원 관리와 자립ʼ 영역은 가족생활과 직업 

생활을 균형 있게 설계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관리하여 조

화롭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생활

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와 

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정교과서는 탐구적으로 구성이 되

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Min(2006)은 탐구 또는 탐구적 방법이란 주변의 자연 현상

에 대한 자극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에서 결과에 이

르는 과정과 절차를 스스로 찾아냈다는 만족감과 호기심의 충

족, 밝혀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상황에의 전이가 일어나는 가운

데 문제의 해결력을 키우고 계속적인 흥미를 가지게 하며 관심

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탐구적인 교과서

란, 교사가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가 풍부하

게 제시되어 있는 교과서이다. 지식 전달 위주의 교과서는 학생

이 학습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힘들지만, 탐구적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많

은 기회를 제공하며,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뿐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자료의 활용을 통해 성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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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Kim, Shim, Kim, Lee, & Park,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서의 비교분석 관점으로 Romey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Romey 분석 방법은 교과서의 탐구성

을 측정하고 해석하여 교과서가 지식전달 위주의 권위적인 교

과서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탐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탐구적

인 경향을 지녔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교과서의 탐구 성향을 파

악할 때 활용되는 기법이다. Romey 분석은 과학교과의 탐구성

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교육과정이 탐구를 지향하게 

되면서 다양한 교과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Romey 분석 방

법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국어(Kim, 2016), 실과(Kim, 

2016), 체육(Park, 2012), 정보(Kang, 2014; Kang & Kim, 

2012; Kim et al., 2012; Kim, Noh, & Lee, 2011; Kim, Yoon, 

Kim, Choi, & Lee, 2011)의 교과에서 이루어져 왔고, 가정교과

서의 탐구성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의 도입에 맞추어 ʻ관리ʼ 핵심 개념의 본문을 비교 분석하여 시

사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ʻ관리ʼ 핵심 개념 본문의 탐구 성향은 어떠한가?

둘째, ʻ관리ʼ 핵심 개념의 그림 및 도표의 탐구 성향은 어떠한가?

셋째, ʻ관리ʼ 핵심 개념의 학습 활동의 탐구 성향은 어떠한가?

넷째, ʻ관리ʼ 핵심 개념의 평가의 탐구 성향은 어떠한가?

다섯째, 교과서별 분석 요소에 대한 Romey 지수는 어떠한가?

Ⅱ. 선행 연구 고찰

1. 교과서 탐구 성향의 중요성

교과서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 체제로 구성되어 있

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학

습의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Kim, 2016). 교과서는 교사와 학

생을 직접 매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탐구적 정신을 잘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교과서가 ʻ탐구적ʼ인 경향

을 지닐 때, 탐구가 진정 실현되는 데 한발 다가설 수 있다

(Kim, 2016). 가정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탐구적인 방법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탐구적으로 기술되기 위해서는 문

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과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 학생 스스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학습 목표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omey 기법은 교과서가 얼마나 탐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교수-학습 단계에서 교재

를 선정 할 때 본문 내용, 그림과 도표, 학습 문제, 장의 종합, 

탐구 활동 중에서 중요시 하는 영역에 가중치를 두어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성적 분석 방법에 비하여 주관의 

개입이 적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각 영역

의 탐구적 성향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구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교과서의 본문 분석은 내용의 구성이 질문을 통해 학

생들에게 자료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거나, 학생들에게 자기 스

스로 결론을 만들어보게 하는 등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교

과서의 내용 구성이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거나 참여하는 

비중이 적으면 권위적인 교과서로 분류하고, 학생들에게 흥미

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는 진술이나 활

동이 포함되어 있는 비중이 적당하다면 탐구적 경향의 교과서

로 해석한다. 

Romey 기법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는 초등, 중등의 다양

한 교과에서 이루어져 왔다. 

초등 실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한 Kim(2016)은 ʻ생
활과 정보ʼ 단원을 Romey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

과서에서 탐구 성향이 낮게 나타나 학생 참여가 부족하고 권위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정보교과서 내용을 분석 대상

으로 한 Kang(2014)은 2009 개정 중학교 ʻ정보과학과 정보윤리ʼ 
영역을 분석하였는데 일부 교과서가 탐구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분석요소 중에서 활동 요소의 탐구적 경향이 가장 높고 본문 요

소의 탐구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1)의 

현대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ʻ정보기기ʼ 영역의 탐구성 분석과 

Kim et al.(2012)의 ʻ정보의 표현과 관리ʼ 영역 구성의 탐구적 

경향 분석 결과에서는 4개의 교과서 중에서 1개의 교과서만이 

탐구적인 교과서로 나타났다. Kim et al.(2011)의 2009년 검정

교과서로 채택된 정보교과서의 ʻ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ʼ의 분석 

결과에서도 본문 분석에서는 1개 교과서만이 탐구적 경향을 나

타냈으며, 활동 지수는 각 교과서마다 충분한 정도의 탐구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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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정보교과서의 ʻ문제 해결 방

법과 절차ʼ 영역을 분석한 Kang과 Kim(2012)의 연구에서는 교

과서들이 학생의 참여가 부족한 형태로 구성되어 탐구적 경향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서들에서 탐구적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석 요소는 활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교과에서는 Ju(2016)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중학

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청소년의 소비 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Romey 기법을 적용하여 교과서를 분석하였으나, Romey 기법

은 연구의 과정으로만 제시되었고 그 결과는 제시되지 않아 소

비 생활 단원의 탐구 성향은 알 수 없었다.

2. 가정교과서 분석 관련 연구

가정교과의 내용 분석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

주제와 연구방법으로 실시되어 왔다. 

초기에는 사진 및 삽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위주로 

이루어졌다(Choi, 2002; Choi & Yoon, 2008; Kim & Yoo, 

2004; Yoon, 1998). Yoon(1998)은 고등학교 가정교과서를 영

역의 구성과 비중, 영역별 구성 내용과 비중, 활동과 실습 주제, 

그림, 사진, 표의 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고 Choi(2002)는 중

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을 계량분석 하였다. 

Kim과 Yoo(2004)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중학교 가정교과서 

삽화를 단원별로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삽화에서 남녀의 출

현과 관련하여 성 역할이나 활동 배경, 활동 묘사, 옷의 색과 옷

차림 등에서 남녀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Choi와 

Yoon(2008)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기술･가정교과서의 사진 

및 삽화를 계량 분석한 결과 양성의 흥미를 모두 고려한 교육내

용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 후에는 비판적 사고 수준, 실천적 추론과정, Bloom의 신교

육목표 분류체계, 정교화 교수 이론 등의 특정 관점과 분석틀을 

적용하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Heo, Choi, Son, Kim, 

Baek, & Shim, 2014; Kim & Cho, 2008; Lee, Lee, & Yoo, 

2011; Lee, Park, & Chae, 2010; Lee & Yoo, 2010; Shim, 

Kim, & Kim, 2011). Kim과 Cho(2008)는 구조기능론, 발달론 

및 건강가정 관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 

관련 단원의 본문, 참고자료, 사진과 그림을 분석하였다. 고등학

교 가족 관련 단원은 구조기능론, 발달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

으로 접근하였음을 파악하였다. Lee, Park과 Chae(2010)는 중학

교 1학년 가정교과서의 활동과제의 비판적 사고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정교과서의 활동과제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유도

하기에 미흡하였으며, 활동과제 유형에 따라 비판적 사고 수준

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Lee와 Yoo(2010)는 중학교 가정교과

서에 반영된 실천적 추론 과정의 분석을 위해 도입, 본문내용, 

활동, 정리 및 평가영역으로 교과서 체계를 재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7학년 가정교과서에 반영

된 실천적 추론 과정의 요소는 활동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Lee, Lee와 Yoo(2011)는 Bloom의 신교육목표 분

류체계로 2007 개정 7학년 기술･가정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7학

년 기술･가정 교과서가 단편적 지식을 기억하거나 이해하는 하

위사고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Heo et 

al.(2014)은 정교화 교수이론에 근거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서의 의생활 영역을 분석하였다. 학습내용, 그림과 도식, 활동, 

평가를 분석한 결과 요약자 전략은 단원마무리를 중점적으로 제

시되었고 종합자 전략은 다양한 활동으로 제시되었으며 인지 전

략은 그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단원별로 분석하기 보다는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

는 다문화,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등의 주제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 Yoon, 2011; Lee, 2017; 

Paek & Kim, 2015; Yoon & Jang, 2015). Kim과 Yoon(2011)

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

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문화적 내용 요소

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다루고는 있으나 

다른 문화와의 의사소통 방법 및 다양한 문화와 공존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Paek와 Kim(2015)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생활 문화 단원에 나타난 다

문화 교육 내용을 교과서별･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교과서별로 

다문화 교육 내용의 빈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과 Jang(2015)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시 일

-가정 양립에 대한 내용을 관련 단원에서 전 생애에 걸쳐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 Lee(2017)는 가족친화적 관점에서 중학교 기술･가정 교

과서에 제시된 본문, 사진, 삽화, 도표, 활동의 인구교육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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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ing Publisher Authors Publishing year Pages analyzed

A ㈜교문사 최완식 외 13인

2018

p. 76-89

B ㈜교학도서 이봉구 외 10인 p. 82-99

C ㈜교학사 정성봉 외 9인 p. 80-97

D ㈜금성출판사, 조강영 외 11인 p. 86-101

E ㈜동아출판 유창열 외 18인 p. 84-97

F ㈜미래엔 이철현 외 9인 p. 79-94

G ㈜비상교육 김기수 외 9인 p. 84-95, 101-104

H ㈜삼양미디어 박미정 외 9인 p. 84-100

I 씨마스 이창훈 외 9인 p. 84-101

J ㈜이오북스 계광선 외 5인 p. 88-103

K ㈜지학사 최유현 외 5인 p. 96-108,113

L ㈜천재교과서 이춘식 외 11인 p. 90-101

Table 1.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of high schools and pages analyzed for this study

Area Core Constructs Components for Analysis

자원 관리와 자립 관리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의 활용

･경제적 자립의 준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실천

Table 2. area and components for analysis of core construct of ʻManagementʼ

분석하였다. 교과서별로 인구교육의 분량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원별로 교과서의 내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ang(2011)은 2009 개정 교육과

정에 의한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단원의 내용을 분석 

하였다. 내용, 삽화와 표, 활동, 평가를 분석하여 교과서의 내용

은 학습 내용의 전달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

고 교육 수요자들의 입김이 담긴 교과서로 개발될 것을 제안하

였다. Lee(2014)는 중학교 기술･가정2 교과서 의생활영역의 교

과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활동, 표, 그림, 사진 등 교과서에 실린 

모든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술･

가정2의 교과서의 문제점과 잘못된 해석 등이 나타난 것을 밝

혔다. Kim(2014)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서 청

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학교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문맥단위로 분석하여 계량화된 분석은 하지 않았

다. Ju와 Park(2015)은 중학교 가정과 소비생활 영역의 핵심 교

육내용을 분석하였다. 본문 문장, 표의 내용과 설명, 그림을 텍

스트화 하여 내용분석법과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사용하여 교

육과정 변천에 따른 특성을 연구한 결과 교육과정마다 강조하

는 교육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교과서를 분석하는 연구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될 때 특정 단원이나 관점

에 적용하여 이루어져왔고 내용, 삽화, 활동 과제의 단일 요소

만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Romey 기법을 활용하여 본문 내

용, 그림/도표, 활동, 평가를 모두 분석한 연구와 교과서의 탐구 

성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12종 기술･가

정 교과서의 ʻ관리ʼ 핵심 개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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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The textbooksʼ text 

analysis
(sentential unit)

Text analysis Figure/diagram analysis Activity analysis Evaluation analysis

a,b,c,d e,f,g,h a b
Number of 

activities
Number of 

pages
a,b c,d

83 hcabcacad 8 1 1 1 1

84 abbaa 5 2

85 1

86 bbgf 2 2 1 1

Table 3. The examples of content analysis

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명에 대한 표기는 서술하는 과정에서 생

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편의성을 위해 출판사명 대신 <Table 

1>에서 제시된 표기 즉, A～L을 사용하였다.

2. 분석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분석 내용이 되는 ʻ관리ʼ 핵심 

개념의 영역과 내용 요소는 <Table 2>와 같다. 인정교과서인 

12종 기술･가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모두 포함하

고 있지만, 교과서의 구성이나 기술 방식은 집필진에 의해 결정

되므로 동일한 내용 요소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표현방식이나 

내용의 기술 방식, 학습 자료의 선택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ʻ관리ʼ 핵심 개념의 교과서 구성형식에 대한 탐구

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및 기준

교과서 내용에 대한 탐구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Romey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Romey 교과서 분석 방법은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유도하고,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정

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Romey 분석 방법은 본문 문장, 

그림과 도표, 학습 활동, 평가의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

석하며 각 항목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본문 문장 내용구성의 Romey 지수2) 

=(e+f+g+h)/(a+b+c+d)

• 그림 및 도표의 Romey 지수3)=b/a

• 학습 활동에 대한 Romey 지수=학습활동 수/페이지 수

• 평가에 대한 Romey 지수4)=(c+d)/(a+b)

분석의 기준은 학습목표와 성취기준은 본문 분석에서 제외하

였고, 보조단은 각 교과서의 집필진에 따라 활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원 시작 페이지는 활동으로 시

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림/도표+활동으로 분석하였고, 본문 

안에 포함된 활동은 본문+그림/도표+활동으로 분석하였다. 하

나의 활동 안에 문장, 그림, 도표가 있는 경우 각각으로 분석하

였고 그림이나 도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로 분석하였다. 

활동 과제 안의 사례 글은 본문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하나의 활

동 과제 안에 하위 과제가 있을 경우 각각 분석하였다. 평가, 마

무리는 평가 분석에만 포함하였고 개조식 문장은 제외하고 서

술식 문장만 분석하였다. 심화내용 또는 읽을거리의 글은 본문+

그림/도표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A교과서의 생활 속 가정 

이야기, 생각 넓히기, B교과서 생각 넓히기, 정보 플러스, C교

과서 지식 플러스, 정보 교실, D교과서 융합자료, E교과서 교과

서 갤러리, F교과서 지식 더하기, G교과서 생활 더하기, H교과

서 읽을거리, I교과서 한걸음 더, J교과서 미디어 보기, K교과서 

더 들여다보기, L교과서 지식 충전소는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문의 문장, 그림 및 도표, 활동, 평가가 분석의 어떠한 유형

에 속하는지를 분석한 틀의 예시는 <Table 3>과 같다. 먼저, 교

2) a: 사실의 진술 문장, b: 결론 및 일반화의 진술 문장, c: 정의 문장, d: 질문 이후 즉시 답이 나오는 문장, e: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료를 분석하도록 요

구하는 문장, f: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게 하는 문장, g: 학생들이 실행하고 분석하여 학생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장, h: 학생들에게 질문은 

하지만 교과서에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 문장

3) a: 설명적인 목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림이나 도표, b: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 활동을 하게 하거나 자료를 사용하게 요구하는 그림이나 도표

4) a: 교과서에서 직접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 b: 정의를 묻는 질문, c: 학습한 바를 응용하도록 하는 질문, d: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질문



Romey 기법에 의한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탐구 성향 분석 - ‘관리’ 핵심 개념 중심으로-  105

학생 참여 지수(Rm) interpretation of participation indexes

Rm=0
학생들의 참여나 활동이 전혀 필요 없는 교과서로 권위적인 교과서이며 지식위주의 서술적 교과서

이다.

0<Rm≦0.4 권위적인 성향이 강한 편으로 학생들의 활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며 권위적인 교과서이다. 

0.4<Rm<1.5 탐구적 교과서로 가장 바람직하며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서이다. 

1.5≦Rm
탐구적인 성향이 지나쳐서 학습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며 질문이나 탐구활동 위주의 교과서

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주지 못한다.

Table 4.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indexes

교과서 페이지 분석 문장 연구자1 연구자2 가정교사1
협의 후 최종 

결정

A교과서 82
나의 소비 문제가 개인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자.
g f f f

D교과서 89
다음 복지 서비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

로운 복지 정책을 제안해 보자.
h f h h

E교과서 93
다음 사례 중 하나를 골라 개인과 가족

의 소비가 사회 및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어 보자.
f h f/h h

F교과서 88
다음 내용을 보고, 자신의 경제 관리 유

형을 알아보자.
e g e e

Table 5. The examples of consultation process of analysis results

과서의 각 페이지마다 문장의 종류를 분석하여 a, b, c, d, e, f, 

g, h로 표시하고 문장 분석에서 a, b, c, d의 개수의 합계, e, f, 

g, h 개수의 합계를 계산한다. 그림과 도표는 각 페이지마다 설

명의 목적을 위해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a, 학습활동이나 자료

의 사용을 요구하는 그림이나 도표는 b로 분류하여 각각 개수

를 산출한다. 활동은 한 페이지 안의 학습활동 개수를 표시하고, 

평가는 교과서에서 직접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은 a, 정의를 

묻는 질문은 b, 학습한 바를 응용하도록 하는 질문은 c,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은 d로 분석하여 a와 b의 개

수의 합, c와 d의 개수의 합을 산출하여 표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Romey 산출식에 따라 값을 산출한 후, 

Min(2006)의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해석방법을 <Table 4>와 같

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본문, 그림 및 도표, 

활동, 평가 각 부분의 산출식을 통해 나온 값을 학생 참여 지수

(Rm)라고 하며, 학생들이 수업에서 어느 정도로 참여하도록 구

성되었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문 내용구성의 Romey 지수, 

그림 및 도표의 Romey 지수, 학습 활동에 대한 Romey 지수, 

평가에 대한 Romey 지수를 산출하였다. Romey 지수(Rm)가 0

이라는 것은 학생의 참여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를 의미하고, 1이면 학생의 참여가 필요 없는 내용과 참여 활동

을 요구하는 내용이 반반인 것이다. 즉,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탐구학습 내용에 대한 탐구학습 내용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으로 해석한다. 

4. 분석 절차

선행연구의 분석기준을 토대로 분석틀을 마련하여 연구자간 

분석한 후 1명의 가정과 교사에게 검토를 거쳤다. <Table 5>의 

예와 같이 연구자와 검토결과 분석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협의하여 조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 항목의 산출식에 따라 값

을 구하고, 값의 범위에 따라 탐구 성향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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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종류

교과서

a b c d e f g h 전체 문장수

A
22

(26.1)
42

(50.0)
11

(13.0)
1

(1.1)
2

(2.3)
2

(2.3)
4

(4.7)
84

B
24

(27.2)
21

(23.8)
13

(14.7)
3

(3.4)
2

(2.2)
6

(6.8)
3

(3.4)
16

(18.1)
88

C
34

(38.2)
32

(35.9)
12

(13.4)
1

(1.1)
5

(5.6)
1

(1.1)
4

(4.4)
89

D
9

(13.4)
46

(68.6)
5

(7.4)
1

(1.4)
2

(2.9)
2

(2.9)
2

(2.9)
67

E
22

(32.8)
25

(34.2)
7

(9.5)
2

(2.7)
5

(6.8)
3

(4.1)
9

(12.3)
73

F
14

(25.9)
21

(38.8)
4

(7.4)
1

(1.8)
3

(5.5)
3

(5,5)
4

(7.4)
4

(7.4)
54

G
25

(34.7)
21

(29.1)
6

(8.3)
2

(2.7)
3

(4.1)
2

(2.7)
13

(18.0)
72

H
33

(32.0)
47

(45.6)
8

(7.7)
1

(0.9)
1

(0.9)
3

(2.9)
10

(9.7)
103

I
15

(21.1)
41

(57.7)
3

(4.2)
2

(2.8)
8

(11.2)
2

(2.8)
11

(15.4)
71

J
28

(32.1)
39

(44.8)
8

(9.1)
2

(2.2)
3

(3.4)
2

(2.2)
5

(5.7)
87

K
19

(20.4)
55

(59.1)
6

(6,4)
2

(2.1)
3

(1.0)
1

(1.0)
2

(2.1)
7

(7.5)
93

L
5

(13.1)
22

(57.8)
5

(13.1)
1

(2.6)
5

(13.1)
38

Table 6. The textbooksʼ text analysis and types

Ⅳ. 연구 결과

1. ʻ관리ʼ 핵심 개념 본문의 탐구 성향 분석

교과서 본문 문장 형태를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교

과서에 따라 본문 문장의 형태 비중에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문장 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문장으로 구성된 교과

서는 H교과서(103개)였으며, 가장 적은 전체 문장 수의 교과서

는 L교과서(38개)였다. 사실의 진술(a), 결론 및 일반화의 진술

(b), 단순한 정의 문장(c), 학생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만들게 하

는 문장(f), 교과서에서 직접 답을 주지 않는 질문(h)은 모든 교

과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의 진술 (a)문장은 ʻ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 가정 기본법

에 의하여 정부의 통합적 가족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A교

과서, 77).ʼ, ʻ금융 상품에는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이 

있다(G교과서, 102).ʼ와 같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종류 나열

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사실 진술의 비중이 높은 교과서는 

C교과서(38.2%)였고, L교과서(13.5)가 가장 비중이 낮았다. 

결론 및 일반화의 진술 (b)문장은 ʻ지속 가능한 소비는 개인

과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지구 환경에까지 영향

을 미치므로, 바람직한 소비 실천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C교과

서, 94).ʼ, ʻ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경

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경제관을 가지고, 그

에 관한 경험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K교과서, 97).ʼ의 예문

과 같이 결론을 내거나, 내용을 일반화 시킨 문장이다. 결론 및 

일반화의 비중이 높은 교과서는 D교과서(68.6%)였고, B교과서

(23.8%)가 가장 비중이 낮았다. 



Romey 기법에 의한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탐구 성향 분석 - ‘관리’ 핵심 개념 중심으로-  107

교과서

산출식
A B C D E F G H I J K L

a+b+c+d 75 61 79 60 54 40 52 89 59 75 82 32

e+f+g+h 9 27 10 7 19 14 20 14 12 12 11 6

T=(e+f+g+h)/(a+b+c+d) 0.12 0.44 0.12 0.11 0.35 0.35 0.38 0.15 0.20 0.16 0.13 0.18

Table 7. Indexes to analyze the sentences of the text(T)

교과서

산출
A B C D E F G H I J K L

a 5 9 22 16 13 10 8 18 10 12 12 11

b 3 4 2 7 6 8 9 8 9 10 5 2

F=b/a 0.60 0.44 0.18 0.43 0.46 0.80 1.12 0.44 0.90 0.83 0.41 0.18

Table 8. Evaluation indexes for figures and diagrams(FD)

단순한 정의인 (c)문장은 ʻ결혼, 출산 및 자녀의 성장, 자녀의 

독립, 은퇴 등 생애 사건에 따른 가족의 변화 과정을 가족생활 

주기라고 한다(A교과서, 78).ʼ, ʻ가정생활 복지란 가정생활의 전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G교과서, 89).ʼ와 같이 용어의 의

미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정의 문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서

는 B교과서(14.7%)였고, 가정 적은 비중의 교과서는 I교과서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 교과서에서 답이 나오는 (d)문장은 B교과서, C교과서, 

F교과서, H교과서, K교과서에 나타나 있었으며 그 중 B교과서

(3.4%)가 비중이 높았고, H교과서(0.9%)는 비중이 적었다. ʻ우
리 가족의 사회 관계망에는 어떤 가족 복지 전달 체계가 있는지 

위의 빈칸에 적어 보자(B교과서, 83).ʼ, ʻ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종이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자(102).ʼ와 

같은 질문으로 되어 있으면서 답을 교과서에서 보고 적을 수 있

도록 하였다. 

학생에게 데이터 분석을 요구하는 (e)문장은 C교과서, H교과

서, L교과서에서는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ʻ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의 수입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자(E교과서, 91).ʼ, ʻ지
난 한 달 간 우리 가족 구성원의 수입과 지출을 순위별로 적어

보고, 어떠한 항목을 가장 많이 지출하였는지 순위를 정해 보자

(G교과서, 104).ʼ의 예문과 같이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

해야 하는 문장이다. F교과서(5.5%)가 비중이 가장 높았고, K

교과서(1.0%)가 비중이 낮았다.

학생들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게 하는 (f)문장은 ʻ최근 사회적

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생활 복지 제도나 정책을 알아보고, 

이 제도가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발표

해 보자(C교과서, 83).ʼ, ʻ다음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십계명을 참

고하여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적어보자(D교과서, 94).ʼ와 

같이 학생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문장이다. I교과서(11.2%)가 가장 비중이 높았고, H교과서

(0.9%)가 비중이 가장 낮았다.

학생들에게 실행하고 분석하게 하는 (g)문장은 L교과서에서

는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문은 ʻ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방법을 작성하여 체크 리스

트를 완성한 후 평가하여 보자(C교과서, 97).ʼ, ʻ개인과 가족의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원인과 결과, 그

리고 우리의 실천 방안으로 나누어 작성해 보자(K교과서, 107).

ʼ와 같이 직접 실행하거나 실천한 후 분석하거나 평가를 요구하

는 문장이다. F교과서(7.4%)가 가장 높게 비중이 나타났으며, 

C교과서(1.1%)는 비중이 가장 낮았다.

교과서에서 직접 답을 주지 않는 경우의 (h)문장은 B교과서

(18.1%)가 비중이 가장 높았고, D교과서(2.9%)가 비중이 가장 

낮았다. ʻ다음 복지 서비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복지 정책

을 제안해 보자(D교과서, 89).ʼ, ʻ초등 돌봄 교실, 청소년 문화의 

집 서비스를 조사해 보자(G교과서, 90).ʼ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

어를 창의적으로 생각해 내야 하거나,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자료를 조사해 오도록 하는 문장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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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학습 활동명(빈도수)

A 생각 깨우기(1), 생각 키우기(6)

B 생각열기(3), 정보플러스(1), 활동해 보기(4), 생각 넓히기(1), 창의･인성(2), 창의･융합(1), 토론 활동(1)

C 창의 열기(2), 탐구 활동(2), 조사 활동(1), 창의 활동(1) 

D 질문 만들기(1), 스스로 활동(5), 융합자료(1)  

E 활동으로 생각열기(3), 활동하며 배우기(4), 활동으로 역량 기르기(3) 

F 소단원 도입(3), 창의융합사고(2), 세상을 보는 창(1), 활동으로 배우기(1)

G 생각의 갈래(1), 1분 생각(3), 스스로 해보기(8)

H 생각 열기(3), 해보기(4), 역량 키우기(1)

I 소단원 열기(3), 생활 공감(4), 생활 속으로(2), 사고력업(3), 체험실천(3) 

J 여는 이야기(1), 수행 평가(3), 탐구활동(1)

K 주제 열기(2), 더 들여다보기(3), 스스로 해보기(1), 스스로 생각해보기(1) 

L 생각의 창(1), 창의력 발전소(3)

Table 9. Names of the learning activities found in different textbooks 

교과서 본문의 탐구적 경향을 알 수 있는 본문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Romey의 교과서 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한 

ʻ관리ʼ 핵심 개념의 본문 문장 분석 지수(T)는 B교과서가 0.44로 

가장 높았고, G교과서 0.38, E교과서･F교과서 0.35, I교과서 

0.20, L교과서 0.18, J교과서 0.16, H교과서 0.15, K교과서 0.13, 

A교과서･C교과서 0.12, D교과서 0.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문 

문장 평가 지수가 0.4초과에서 1.5미만 사이일 때 탐구적인 교과

서로 해석할 수 있는데 ʻ관리ʼ 핵심 개념의 교과서 본문 문장 탐

구 성향은 B교과서를 제외하고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실적인 문장 표현이 많고 결론을 교과서에서 주며 정의를 제

시하는 문장이 많이 포함되어 권위적인 형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문 구성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힘들

며 탐구적인 성향에도 기여함이 적다고 할 수 있다. 

2. ʻ관리ʼ 핵심 개념 그림 및 도표의 탐구 성향 분석

ʻ관리ʼ 핵심 개념의 가정교과서에 수록된 그림과 도표는 학생

들에게 설명적인 목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림 및 도표와 

어떤 학습 활동을 하게 하거나 자료를 사용하게 요구하는 그림 

및 도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림과 도표에 대한 Romey 

지수(FD)는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교과서의 그림이나 도

표는 A교과서, B교과서, D교과서, E교과서, F교과서, G교과서, 

H교과서, I교과서, J교과서, K교과서에서 탐구적 경향이 나타났

다. C교과서와 L교과서는 0.18로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과 도표

가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 활동을 하는데 활용이 되기보다는 설

명의 목적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ʻ관리ʼ 핵심 개념 학습 활동의 탐구 성향 분석

가정교과서의 학습 활동명과 빈도수는 <Table 9>와 같다. A

교과서는 생각 깨우기와 생각 키우기 학습 활동에서 7개의 학

습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B교과서는 생각 열기, 정보플러

스, 활동해 보기, 생각 넓히기, 창의･인성, 창의･융합, 토론 활동

을 통해 13개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C교과서

는 창의 열기, 탐구 활동, 조사 활동, 창의 활동을 통해 6개의 

학습 활동이 제시 되었다. D교과서는 질문 만들기, 스스로 활동 

융합자료를 통해 7개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E교

과서는 활동으로 생각열기, 활동하며 배우기, 활동으로 역량 기

르기를 통해 10개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었다. F교과서는 소단

원 도입, 창의융합사고, 세상을 보는 창, 활동으로 배우기 학습 

활동으로 10개의 활동이 제시되었고, G교과서는 생각의 갈래, 

1분 생각, 스스로 해보기를 통해 12개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H교과서는 생각 열기, 해보기 역량 키우기로 8개의 활동이 제

시되었고, I교과서는 소단원 열기, 생활 공감, 생활 속으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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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산출
A B C D E F G H I J K L

페이지수 14 18 18 16 14 16 16 17 18 16 14 12

학습활동수 7 13 6 7 10 10 12 8 15 5 7 4

AI=학습활동수/페이지수 0.50 0.72 0.33 0.43 0.71 0.62 0.75 0.47 0.83 0.31 0.50 0.33

Table 10. The indexes of learning activities found in different textbooks(AI)

유형

교과서
a c d Total

A 활동으로 정리하기(1) 대단원 평가(1) 2

B
중단원 마무리(3)

문제로 확인하기(1)
활동으로 정리하기(1)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기(1) 6

C 중단원 평가(2)
스스로 학습(4)

단원 핵심체크(1)
대단원 평가(1)

8

D 용어로 정리하기(1)
되짚어 보기(1)
평가 문제(1)

3

E
소단원 마무리(3)
대단원 마무리(1)

창의융합 수행과제(1) 문제 풀며 정리하기(1) 6

F
스스로 정리하기(2)

정리하기(1)
평가하기(1) 4

G 개념 정리하기(1) 스스로 활동(3) 개념 확인하기(3) 7

H 문제해결 탐구활동(3) 3

I 스스로 정리하기(1)
이 단원의 학습평가(3)

스스로 답하기(1)
스스로 성찰하기(1)

6

J 대단원 평가하기(1) 1

K 대단원 마무리(1)
주제활동(2)

함께하는 체험활동(1)
스스로 점검하기(2)

점검톡(1)
7

L 핵심콕 학습포인트(1)
문제해결활동(1)
생생체험활동(1)

창의융합 스스로 활동(1) 4

Table 11. Evaluation activities found in different textbooks and frequency

력 업, 체험실천으로 15개의 활동이 제시되었다. J교과서는 여

는 이야기, 수행 평가, 탐구 활동으로 5개의 활동이 이루어지도

록 하였으며, K교과서는 주제 열기, 더 들여다보기, 스스로 해

보기, 스스로 생각해보기를 통해 7개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L교과서는 생각의 창, 창의력 발전소 활동을 4개 제시하였다. 

학습 활동의 수가 가장 많이 제시된 교과서는 B교과서･C교과

서･I교과서가 18개였으며, H교과서는 17개, D교과서･F교과서･

G교과서･J교과서는 16개였다. A교과서･E교과서･K교과서는 

14개, L교과서는 12개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었다.

학습 활동에 대한 Romey 지수(AI)는 교과서로 학습하면서 

진행되는 학습 활동의 수를 나타낸다. ʻ관리ʼ 핵심 개념의 가정교

과서별 활동 지수는 <Table 10>과 같이 I교과서의 활동 지수가 

0.83으로 가장 높았으며, G교과서(0.75), B교과서(0.72), E교과

서(0.71), F교과서(0.62), A교과서･K교과서(0.50), H교과서

(0.47), D교과서(0.43)로 나타났다. 이 교과서들은 활동 지수가 

0.4<학생 참여 지수<1.5인 경우로 탐구적 성향을 지닌 교과서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C교과서･L교과서(0.33), J교과서

(0.31)는 0<학생 참여 지수≦0.4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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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omey indexes about analysis factors for different textbooks

교과서

산출식
A B C D E F G H I J K L

a+b 0 4 0 1 4 3 1 0 1 0 1 1

c+d 2 2 8 2 2 1 6 3 5 1 6 3

Q=(c+d)/(a+b) 0 0.50 0 2.00 0.50 0.33 6.00 0 5.00 0 6.00 3.00

Table 12. Evaluation indexes for the evaluation in the end of the unit(Q)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권위적인 교과서라고 해석 할 

수 있다.

4. ʻ관리ʼ 핵심 개념 평가의 탐구 성향 분석

12종 가정교과서의 평가는 교과서에서 직접 답을 얻을 수 있

는 평가(a), 학습한 바를 응용하도록 하는 평가(c),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평가(d)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

다(Table 11 참조). 단순한 정의를 묻는 평가(b)는 분석되지 않

았다.

평가에 대한 Romey 지수(Q)는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의 마

지막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를 분석하였다. 평가 지수의 가장 이

상적인 값은 1인데 교과서 평가 부분을 분석한 결과 평가 지수

가 D교과서 2, L교과서 3, I교과서 5, G교과서･K교과서 6으로 

지나치게 큰 값이 나왔다. C교과서는 평가가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J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평

가 지수가 너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교과서, E교과서는 평

가 지수가 0.5로 탐구적 성향이 바람직하였다(Table 12 참조).

5. 교과서별 분석 요소에 대한 Romey 지수

[Figure 1]은 12종 가정교과서에 대해 4가지 분석요소별 

Romey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본문 문장 분석 지수는 B교과서

가 0.4<학생 참여 지수<1.5로 탐구적인 성향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및 도표를 분석한 지수는 C교과서와 L교과서를 제외한 교

과서가 0.4<학생 참여 지수<1.5로 결과 값이 산출되어 학생들

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탐구적 성향이 있는 

교과서로 해석된다. 활동 지수는 C교과서, J교과서, L교과서를 

제외한 교과서들이 탐구적 성향의 교과서임을 나타내었다. B교

과서와 L교과서를 제외한 교과서들의 평가 지수는 지나치게 높

거나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교과서의 본문 내용, 그림 및 도표, 활동, 평가 4요소의 지

수는 모두 탐구적 경향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C교과서와 L교

과서는 4요소의 지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모두 탐구적 경향 

범위 밖에 해당되었다. E교과서는 본문을 제외한 그림 및 도표, 

활동, 평가의 지수가 탐구적 경향을 지닌 것으로 분석 되었고, 

A교과서, D교과서, F교과서, G교과서, H교과서, I교과서, K교

과서는 그림 및 도표와 활동 지수가 탐구적 경향의 범위에 있었

다. J교과서는 그림 및 도표 지수만 탐구적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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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교육과정과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는 교과서는 탐구의 정신을 

잘 담아내야 한다. 교과서가 탐구적인 경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학생들의 탐구력 향상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기술된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의 ʻ관리ʼ 핵심 개념의 탐구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가 교수-학습 자료로서 탐구적 경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

며,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에 대해 정량적 

분석 값을 제시하는 Romey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본문을 분석한 결과 B교과서가 탐구적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교과서들의 분석 지수는 0.4 이하로 

나타나 본문 내용이 학생들의 탐구 학습을 지향하기보다 지식 

전달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그림과 도표 분석 지

수는 10종의 교과서가 바람직한 탐구적 경향의 범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종의 교과서를 제외하고 가정교과서에서 제시

된 그림과 도표가 설명의 목적으로 제시되었기 보다는 어떠한 

학습 활동을 이끌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습 

활동 지수는 9종의 교과서가 탐구적 경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교과서가 학습 활동의 양을 적당하게 제시하여 학

생들의 흥미를 끌고 탐구력을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

째, 평가 지수는 2종의 교과서만이 평가의 성격이 탐구적인 경

향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교과서들은 평가가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쳤거나 평가의 수가 매우 적었다. 다섯째, 본문 내용, 그림 

및 도표, 활동, 평가의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본문 내용은 1종, 

그림 및 도표는 10종, 활동은 9종, 평가는 2종의 교과서가 탐구

적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과서별로 보면 본문 내

용, 그림 및 도표, 활동, 평가의 4요소가 모두 탐구적 경향을 나

타내는 교과서는 1종이었으며, 모든 요소가 탐구적 성향을 보이

지 않은 교과서는 2종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정교과서의 12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 요소에

서 탐구적 경향을 고르게 갖춘 교과서는 1종이었고 교과서별로 

탐구적 경향이 높은 분석 요소는 그림 및 도표와 활동이었으며 

본문 내용과 평가가 탐구적 경향을 나타내는 교과서는 매우 적

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가정교과서 구성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정교과는 실

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에 대해 그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탐색하며 비판

적 사고를 통해 추론과 가치판단에 따른 의사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특히, ʻ관리ʼ 핵심 개념은 가정생

활에 필요한 개인적･사회적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전 생애 설계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하여 삶의 질을 높

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탐구적 교과서를 통해 문

제해결력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가정교과서는 수업시간에 상

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탐구적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는

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집필된 가정교과서의 ʻ관리ʼ 핵
심 개념을 분석한 결과 본문, 그림 및 도표, 활동, 평가 모든 요

소가 탐구적인 교과서도 있었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교과서도 

있었다. 어떠한 교과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탐구적 

사고력을 발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향후 교과

서를 집필할 때에는 본문, 그림 및 도표, 활동, 평가의 비중을 

알맞게 구성하고 질문의 구성을 탐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교과서와 더불어 학습지와 교육 자료

를 개발하여 함께 사용해서 학생의 사고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ʻ관리ʼ의 핵심 개념만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분석하

여 이 결과를 가정교과서 전체로 일반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모든 핵심 개념을 분석 대상으로 하

여 교과서의 탐구적 경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ʻ관
리ʼ 핵심 개념의 교과서 내용을 구성할 때 관계형성능력과 생활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의 구성과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탐구적인 경향을 보인 교과서

가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탐구력을 향상시켜 

주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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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교과서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자료이다. 교과서는 탐구적인 경향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탐구적인 교과서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기술된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12종의 ʻ관리ʼ 핵심 개념의 탐구적 경향을 

Romey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문은 1종의 교과서가 탐구적인 경향인 것으로 나타나서 본문이 학생들의 탐구 학습을 지향하기보다 지식 전달 성격이 

강하였다. 그림과 도표 분석 지수는 10종의 교과서가 바람직한 탐구적 경향의 범위에 있어서 가정교과서에서 제시된 그림과 도표가

어떠한 학습 활동을 이끌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 활동 지수는 9종의 교과서가 탐구적 경향이어서 가정교과서가 

대체로 학습 활동의 양을 적당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탐구력을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가 지수는 2종의 교과

서만이 탐구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교과서별로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집필된 가정교과서들은 본문, 그림 및 도표, 활동, 

평가 모든 요소가 탐구적인 교과서도 있었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교과서도 있었다. 

가정교과서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정교과서는 수업시간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탐구적으로 구성하며, 교과서를 집필할 때 본문, 그림 및 도표, 활동, 평가의 비중을 알맞게 구성하고 질문을 탐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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