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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educational curriculum for health 

education in future while investigating change of organization in curriculum for health education in Korea.  

  Method: It is to analytic thinking the trend of curriculum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of the health curriculum in 

national level. 

  Result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of change of organization in curriculum for health education in Korea, the 

educational curriculum in Korea is proved to have established diverse subjects about health education in whole 

educational curriculum. The analysis of organizat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in each term shows that subjects on 

health education has diminished in amount or weakened in content in the education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s they disappeared from organizat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in 4th and 5th terms for education.  Seventeen 

hours per year portioned for health education in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for 2007, which is currently operated, has 

been analyzed as being very short to its full requirement. The significant increase of hours for education is demanded 

for health education to be systematic and practically helpful in actual field of education in schools.

  Conclusion: It is also demanded that the more diversified and systematic method of education should be applied to 

and operated for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rather than strictly unified educational curriculum. 

Key words :  subject in health, education for health, health curriculum, organization of curriculum

(2009년 6월 21일 수, 2009년 6월 22일 채택)
* Corresponding author：Kyoo-Eun Lee,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Dong Seoul College, 109 Seongnam Daero 

Sujeonggu Seongnam City, Gyeonggi-Do, 461-714, Korea
                       Tel : 82-031-720-2030, FAX: 031-720-2260, E-mail: ky555@paran.com. 



이 규 은156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인간이 

오랫동안 이루고자 하는 욕구 의 하나이다. 특히 

생활수 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한 심이 고조되

고 건강을 지키기 한 노력이 확 되면서 자기 건

강 리 능력의 육성을 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러한 자기 건강 리 능력은 속한 사회 변화에 따

라 응하고 처해 나가야 하는 문제는 물론 개인

의 신체 , 정신 인 측면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다양한 변인들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능력으로 개인과 사회 반에 걸쳐 육성하고 해결해

야 할 요한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학

교 교육을 통한 건강 리 능력의 배양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 ㆍ사회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가

기 해 정부에서는 2007년 11월 학교 보건법을 제

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148호

(2008. 9. 11)를 고시하 으며, 학교에서는 모든 학

생들을 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을 2009년 3월 1일부

터 ㆍ ㆍ고등학교에서 면 으로 실시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보건 교육의 확 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 으로는 학교 인구에 한 건강 교육으로 곧 

국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에서 바람직한 변

화로 받아들여지지만, 학교 교육의 장에서는 보건 

교과와 련한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나 지도서의 

개발 보  문제, 학습 자료의 제작 지원 문제, 보건 

교사의 정원 확보  배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에 해 사 에 처하거나 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면 인 보건 교육 시행으로 혼란과 함께 막 한 

책무성을 느끼고 있다. 

다행히도 그동안 학교 장에서 체육교과의 일부 

역으로 편성되거나 약화되었던 보건 역을 교과 

교육으로 독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148

호(2008. 9. 11)에 의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부

분 수정 고시하여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하

거나 선택교과로 보건과를 개설하여 지도하도록 교

육과정을 개정한 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보건 

교과의 독립과 함께 보건 교과에 한 창의 이고 

효율 인 운  방안에 한 교사들의 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교 보건 교육의 목 은 건강생활과 안 생활 

 여가 선용에 필요한 기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일상생활에 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올바른 

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 유지를 한 바른 태도

의 생활화는 향후 일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다

는 에서 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이교원, 2003: 

2). 이러한 까닭에 보건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에서 교수요목기부터 학교 교육에 도입되어 학교 교

육과정에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보건 교과와 체육 

교과의 통합지도로 제2차 교육과정기부터는 ㆍ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건 교과의 명칭이 사라지고 체

육과의 일 역으로 배정되어 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건 교과의 약화와 보건 교사의 역할 축소 

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후 보건 교과는 제6차 교

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ㆍ 학교 교육과

정에서 독립된 교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제7차 교육과정 개편 이후부터 부분 으로나마 재량

활동을 이용한 보건 교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

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2007년 11월 학교 

보건법의 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148호

(2008. 9. 11)를 통해 보건 교과 교육이 필수 교과로 

지정되어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보

건교육을 2009년 3월 1일부터 ㆍ ㆍ고등학교에

서 면 으로 실시하게 된 은 보건 교육의 획기

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 교과

의 교육과정 변화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우리에게 알

려진 바와 같이 제2차 교육과정기부터 교육과정에서 

보건 교과가 완 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동안 7

회에 걸친 교육과정의 면 인 개정과 제7차 교육

과정 이후 수 차례의 부분수정을 거치는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속에서도 보건 교과는 교과로서의 상을 

지키면서 존재해 왔다. 보건 교과 교육이 실업계 고

등학교 문 교과나 필수 교과로 지정되어 보건 

련 교과를 다양화하여 운 하는 등의 많은 변화과정

을 거치면서 지속 으로 유지되어 왔다.

보건 교과의 변천과 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체

육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다룬 연구들은 다양한 주

제로 많이 있지만, 그동안 보건 교과로서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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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과정 

시기
학교 별

편  제  내  용

교과명칭 시간수 상학년 선택ㆍ필수제 운 방법

분석 
시 , 사회

 배경 분석

ㆍ ㆍ고등학

교별

보건교과의 

명칭분석

연간 배정 

시수 분석

보건교육 

상학년 분석

보건 교과의 선

택ㆍ필수 여부

보건 교과 운

방법

<표 1> 보건 교과 교육과정 시기별 분석 내용

에서 보건 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무한 실

정이다. 보건 교육과 련한 선행연구로 김정숙

(1994)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개국의 체육과 교육

과정을 심으로 보건교육의 목표를 분석하 으며, 

김태규(1997)는 체육과 보건편 교육과정 변천 연구

에서 체육과 교육의 역사  배경을 시  배경, 

등교육과정, 체육과 교육과정으로 비교 분석하여 제

시하 으며, 김 희(2001)는 등학교 체육과 보건 

역의 교육과정 개정 차시 비교에서 보건 역의 

상 변화에 한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 다. 그 

외에도 남상학(2000)은 등학교 보건교육 내용 분

석의 연구에서 보건교육의 지도 내용을 분석하여 제

시하 으며, 이교순(2003)은 등학교 체육과 보건

역 교육과정의 변천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보건 

교과가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편제로 구성되어 왔으

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한 연구는 아직 미미

한 실정으로 앞으로 이 분야와 련한 다양한 연구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건 교과 교육의 학교 교육 도입  확

 실시와 함께 보건 교과의 변천에 한 올바른 인

식과 변화 방향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

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육

과정 변천에 따른 보건 교과 편제의 변화에 해 살

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시기

별 보건 교과 교육의 변화를 악하여 보건교과의 

편제에 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변화 방향을 모색

하고, 앞으로의 보건 교과의 개발이나 교과서 편찬 

등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며, 바람직한 보건 교육

과정 모색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2. 연구의 목

이 연구는 ㆍ 등학교 보건 교과의 교육과정에

서의 편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

한 보건 교육과정 모색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ㆍ 등학교 보건 교과 교육과정의 편제 

내용을 교육과정 시기별로 분석한다.

둘째, 각 교육과정별 보건 교과의 변천을 사회

ㆍ시  변화와의 련성과 배경을 살펴본다.

셋째, 앞으로 보건 교과의 편제에 시사하는 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역사 ㆍ해석학  연구 방

법론에 입각한 문헌 분석을 심으로 종 인 비교 

분석을 하 다. 자료 분석을 해서 1차 자료로는 

가  원문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2차 자료로는 

련 분야 연구 논문과 련 연구물들을 수집하여 분

석하 다. 보건 교과에 한 편제 내용을 교육과정 

시기별로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ㆍ 등학교 보건 교육과정을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 다. 분석 상은 국가수  

교육과정으로 하 으며, 시기별로 변화된 내용을 분

석하기 한 분석 은 다음과 같다<표 1>.

Ⅲ. 보건 교과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

우리나라 보건교육은 복 후 1946년 미군정하에

서 제정된 교수요목기에 보건교과가 설치되면서 시

작되었다. 당시에는 보건교과에서 체육과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건ㆍ체육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

으나, 학교 교육을 통한 보건 생과 질병 방 교육

을 매우 시하 다. 그 후 보건 교육과정은 1955년 

8월 1일에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ㆍ공포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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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오면서 ㆍ 학교와 일

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립된 정규 과목으로

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채 학교 교육과정에서 산

발 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제7차 교육과정  2007

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규교과로 보건교육을 실

시하게 되었다. 

1. 교수요목기(1946-1954)

해방 직후 우리나라 교육은 미군정하의 과도기  

조치로 교과목을 편제하고 교수요목을 작성하여 실

시하 는데, 이 시기를 교수요목기라고 한다. 교수요

목기는 1946년부터 1954년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

된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 령’이 나오기까지의 시기

로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을 엄 히 구분하지 않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이란 각  학교의 교

과편제와 시간 배당이 함께 작성된 교과의 지도 내

용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로 당시의 교수요목은 충분

한 시간을 가지고 제정하지 못하 기 때문에 각 교

과의 가르칠 내용의 주제를 열거해 놓은 것에 지나

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의 목표나 지도상의 유의  

등과 같은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들이 언 되지 않

고 있어 체계 인 교육과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이 시기의 사회  상황이나 시

 여건이 그 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라 하겠다. 

이 시기에는 두 차례의 교수요목 제정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45년 조선체조연맹이 주 이 되어 미군

정 과도기에 제정한 교수요목이고, 두 번째는 정부

수립 이후 1948년에 제정한 교수요목이다. 이 당시

에는 교과목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보건교과는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

에 이르기까지  학교 에서 필수교과로 지정 되었

다. 교수요목기에 보건교과는 체육과의 성격을 포함

하고 있어서 보건ㆍ체육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 보건교과의 경우 일제강 기에 ‘체조’로 불리던 

것이 1947년 학제 변경에 따라 국민학교에서는 ‘보

건’, 학교에서는 ‘체육’과 ‘보건’이 합쳐져 ‘체육ㆍ

보건’으로 교과명이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교수요목

기의 국민학교와 학교의 학년별 보건 교과 연간 

수업시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수요목기의 국민학교 보건교과의 연간 수

업시간 수(1946.9)

     학년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보건 200 200 200 200 200 200

 ※ 시간 수는 1년을 40주로 하여 연간 이수 시간수를 나

타낸 것임

 ㆍ출처 : 함종규(1983).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서울: 

숙명여 출 부. p.189. 

 

<표 3> 교수요목기의  학교 1, 2, 3학년 보건 

교과 주당 수업시간 수(1946.9. 20)

        학년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체육ㆍ보건 5 5 5

ㆍ출처 : 함종규(1983).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서울: 

숙명여 출 부. p.29. 

<표 4> 교수요목기의 고  학교 4, 5, 6학년 보건 

교과 주당 수업시간 수(1946.9. 20)

         학년
교과

4학년 5학년 6학년

체육ㆍ보건 3~5 3~5 3~5

ㆍ출처 : 함종규(1983).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서울: 

숙명여 출 부. p.30. 

2.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에 문교부령 

제35호로 제정하여 공포된 ‘국민학교ㆍ 학교ㆍ고등

학교ㆍ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 령’으로부터 

1963년 2월 15일에 문교부령 제119호 내지 제122호

로 개정된 ‘국민학교ㆍ 학교ㆍ인문계 고등학교ㆍ실

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기까지의 교육과

정으로 법령상의 명칭이 ‘교과 과정’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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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보건과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

보건과  

체육과의 목

보건과  

체육과의 목표

(학교 별 목표)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 

내용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 

방침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상의 

유의

[그림 1] 제1차 보건과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

ㆍ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8). 학교 교육과정 해설(Ⅳ). 서울: 한교과서주식회사. p.7.

         학년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보  건
18~12%

(170~120분)

15~12%

(150~120분)

15~10%

(160~110분)

10~12%

(110~130분)

10~12%

(120~140분)

10~12%

(120~150분)

 ㆍ비고1 : 백분율은 각 교과  특별활동의 1년간 수업 시간 수에 한 학년별 시간 배당량을 표시함
 ㆍ비고2 : 호내의 숫자는 매주 평균 수업 시간량을 표시함
 ㆍ출 처 : 이경환ㆍ박제윤ㆍ권 민(2002).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한교과서주식회사. p.63.

<표 5>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국민학교 보건과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

이 시기를 ‘교과 교육과정 시기’ 는 ‘교과 심 교

육과정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이란 

‘각 학교의 교과목  기타 교육활동의 편제’라고 정

의 하 으며, 이 때의 교육과정은 지 인 체계가 

심이 되어 있기는 하나 ‘생활 교육’을 교육과정과 교

과서에 반 시키려는 노력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이경환ㆍ박제윤ㆍ권 민, 2002: 60).

이 시기의 보건 교과는 체육 교과의 성격을 포

한 교과 명칭으로 국민학교에서는 ‘보건’, 등학교

에서는 ‘체육’이라고 불리어졌으며, 보건과의 문서 

체제는 ‘보건과  체육과의 목 ’, ‘보건과  체육

과의 목표’,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 내용’,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 방침’,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

상의 유의 ’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교육과

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 그 특징이다

[그림 1].

제1차 교육과정의 보건과  체육과 목표는 총

목표에 해당하는 보건과  체육과의 목 이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고, 보건과  체육과의 목표

는 ‘학교 별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보건과  체육과의 목 은 신체  발달, 사회  

발달, 생 생활의 습 화와 민주  사회생활 등을 

한 목 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 별 목표는 신

체  목표, 사회  목표, 지 ㆍ정서  목표, 안 지

도, 크리에이션이라는 세부 목표 역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 목표를 

2개 학년씩 묶어서 제시한 이 특징이다. 

보건과  체육과의 내용은 체조, 스포츠, 무용, 

생, 체육 이론으로 역이 구분되고 있어 보건

과의 내용이 체육과의 내용을 심으로 구성하면서 

보건교육의 내용을 ‘ 생’으로 하여 그 내용을 포함

하고 있어 사실상 체육과의 성격이 강한 교과  성

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민학교의 ‘보건’ 교과와 

등학교의 ‘체육’교과의 교육내용은 거의 유사하

으며, 단지 지도 방법 면에서 국민학교에서는 놀이 

심의 교육을 강조하고자 ‘놀이’라는 용어를 보건 

교과에 도입하 다.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 방법으로는 제1차 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재의 교수ㆍ학습 방법에 해당하

는 항목으로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 방법’과 ‘보

건과  체육과의 지도상의 유의 ’이라는 2개의 항

목이 제시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는 보건과와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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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1차 보건과  체육과 교육과정

보건과  체육과의 

목

 보건과  체육과는 원만한 환경 에 신체 활동을 통하여 신체 각 부 를 고르게 튼튼히 

발달시키고, 굳세고 아름다운 정신과 건 한 사회  성격을 기르며, 생생활을 습 화하여 

민주  사회 활동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보건과  체육과의 

목표

등학교 목표 학교 목표 고등학교 목표

 신체  목표

 사회  목

 지 ㆍ정서  목표

 안 지도

 크리에이션 지도

 신체  목표 

 사회  목

 지 ㆍ정서  목표

 안 지도

 크리에이션 지도

 신체  목표

 사회  목

 지 ㆍ정서  목표

 안 지도

 크리에이션 지도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 내용

국민학교(1-6학년) 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ㆍ체조놀이

ㆍ놀이

ㆍ리듬놀이

ㆍ 생

ㆍ맨손체조

ㆍ스포츠

ㆍ무용

ㆍ 생

ㆍ체육이론

ㆍ맨손체조

ㆍ스포츠

ㆍ무용

ㆍ 생

ㆍ체육이론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 방침

 지도의 방향, 지도의 원칙, 지도의 주안 , 정과 시간과 과외지도, 지도 계획  방법 등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상의 유의

 지도상의 유의 과 평가, 학교 신체검사의 측정 결과 반

ㆍ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8). 학교 교육과정 해설(Ⅳ). 서울: 한교과서주식회사. p. 8. 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표 6> 제1차 교육과정기의 보건과  체육과의 교육과정 

과 지도에 한 포 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보건

과  체육과 지도상의 유의 에서 평가 부분을 간

략하게 언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7).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국민학교 보건과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 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5> <표 6>

과 같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운  되었다. 이 시기 실업계 고등

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35호 기 령 제22조에 

“실업고등학교 기타 문 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

교에서 문 과정  실업 기타 문에 한 교과

를 선택하는 기 은 따로 문교부령으로 정한다”라

고 규정하고,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참

고해야 할 편제를 시하고 있다. 이 시표에 의하

면 가정계 고등학교에서는 가정과, 간호조산과, 보

건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학년에서는 연간 315

시간, 2학년과 3학년에서는 연간 385시간 이상의 시

간을 배정하여 운 하도록 하 으며, 이에 해당하는 

문교과 내용으로 보건교육의 내용들이 교과로 배

정되어 있다.

구  분 교    과    목 학  과

가정계 

고등학교

구 처리  간호법, 세균학 

 소독법, 양학, 일반 생, 

보건  간호 조산, 가정 생, 

질병각론

가정과

간호조산과

보건(여자)과

<표 7> 실업계 고등학교  문 과정을 주로 하

는 고등학교 교과 시간 배당 기

ㆍ출처 : 이경환ㆍ박제윤ㆍ권 민(2002).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한교과서주식회사. p.69.에서 보건과 

련내용만 발췌하여 제시함.

3.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제2차 교육과정기는 1963년 2월 15일 문교법령 

제119호 내지 제121호로 국민학교ㆍ 등학교 교육

과정을 면 개정하여 1973년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

할 때까지의 교육과정이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그 동안의 교수요목이나 지 인 체계로 구성된 교과

과정과는 달리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를 교육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시

기의 교육과정을 ‘경험 심 교육과정’ 는 ‘생활

심 교육과정’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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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교육과정기의 보건 교육은 사실상 교과명

으로서의 보건과는 교육과정상에서 사라지고, ‘보건’

이라는 명칭은 국민학교ㆍ 학교ㆍ고등학교에서 공

히 ‘ 생’이라는 보건 교육의 역과 통합되어 ‘보건

ㆍ 생’ 이라는 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국

민학교ㆍ 학교ㆍ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보

건 교육은 체육과에 포함하여 지도하 고, 체육과의 

일부 역으로 ‘보건ㆍ 생’의 역이 설정되어, 이

를 통해 건강생활, 보건 생, 안 생활, 구 상황에 

따른 처법 등을 지도하 다. 다만 이 시기에 체육

과 보건 역의 지도 목표로 “보건 생과 안 한 생

활 방법을 알려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 크리에이션 활동에 참가하여 여가

를 즐길 수 있게 하며, 생활을 윤택하게 하도록 한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축소되기는 하 지만 

학교 장에서의 실질 인 보건 교육은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실업 고등학교 계열의 교육과정도 

계열별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는

데 보건교과의 경우 제1차 교육과정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보건 교과 내용을 ‘간호  생’이라는 교과

로 일원화하여 필수교과로 지정하고 문 선택교과

를 폭 감축하 다.

<표 8> 제2차 교육과정기의 문 교과목 편제

계열
필수 교과목
( 문 필수)

선택교과목
( 문 선택)

가정계 간호  생 가족 계

 ㆍ출처 : 이경환ㆍ박제윤ㆍ권 민(2002).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한교과서주식회사. p.85.에서 보

건과 련 내용만 발췌하여 제시함.

<표 9> 실업 고등학교 교과 편제  단  배당 기

구     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계 가정계

문교과목(필수+선택)

문 교과목의 비율

102~120

50% 이상

112~122

55% 이상

102~120

50% 이상

115~133

60% 이상

102~120

50% 이상

 ㆍ출처 : 이경환ㆍ박제윤ㆍ권 민(2002). 한국 교육과정의 변

천. 서울: 한교과서주식회사. p.82.에서 발췌함.

4.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제3차 교육과정기는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

310호로 개정공포된 것이 제3차 교육과정이다. 이 시

기의 교육과정은 ‘각 학문 간에 내재해 있는 지식 탐구

과정의 체계 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학문 심 

교육과정임을 제시하고 있다(김창걸 외, 2009: 272). 

제3차 교육과정기의 보건교육은 체육과의 일 

역으로 ‘보건’ 역이 편성되어 추진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 사용되었던 ‘보건ㆍ 생’이라는 용어는 

‘보건’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체육과의 역으로 배

정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체 인 교육과정

이 이 에 비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보다 분

명하고 명확한 방향 설정으로 보건 역의 지도 내

용도 이 에 비하여 보다 체계 이고 구체화되어 제

시되었다. 한, 이 시기의 보건교육은 체육과의 학

습 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반에 걸쳐 건강증

진, 보건 생, 체력향상, 안 교육 등을 개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교과뿐만 아니라 범교과  통합

교육의 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이 특

징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 과목 편제에 있어서도 

제2차 교육과정기의 ‘가정계’를 ‘가사ㆍ실업계’로 명

칭을 변경하고 가사ㆍ실업계에 가정과, 식품조리과, 

의류과, 보육과 를 두었으며, 이  가정과에서 ‘간

호  생’ 교과를 문필수과목으로 지정하 다. 

<표 10> 제3차 교육과정기의 실업  기타 계열의 

문 과목 편제

계 열 학과
필수 교과목
( 문 필수)

선택교과목
( 문 선택)

가사ㆍ실업계 가정과 간호  생
단체 식, 보육 

기술

ㆍ출처 : 이경환ㆍ박제윤ㆍ권 민(2002).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한교과서주식회사. p.100.에서 보
건과 련 내용만 발췌함.

<표 11> 문 교과 편제  단  배당

구분
보통과목 문과목

총계
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소계

가사ㆍ

실업계
58 8~44 66~102 60~70 32~96 102~156 204~222

ㆍ출처 : 이경환ㆍ박제윤ㆍ권 민(2002).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한교과서주식회사. p.96.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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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제424호로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제4차 교육

과정은 그 동안 교육부에서 개정하던 방식에서 벗

어나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 과제를 탁하여 기

 연구와 총론, 각론을 개발하 다는 것이 특징

이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의 보건 교육은 그 내용의 편

제에 있어서 제3차 교육과정에서 보다 더 축소되었

다. 보건교육은 체육과의 일 역으로 배정되어 국

민학교와 학교, 고등학교의 체육과 역에 ‘보건’

역으로 구성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의 각  학교

별 교육목 과 역별 하  목표를 보면 등학교의 

교육은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기르

고 바른 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인 인 성장을 

한 바탕을 기르는데 목 이 있다”고 명시하고 이

에 따른 하 목표로, “보건과 안 에 한 기  지

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보건교육의 내용을 강조하

다. 그러나 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목 과 하

목표에는 보건과 련된 내용이  언 되지 않고 

있어 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보건교육을 소홀히 

취 하고 있음을 변해 주고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교

과 편제에 있어서도 보건 교과를 소홀하게 취 하고 

있음을 보여 다. 즉, 제3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과에 

편제되어 있던 ‘간호  생’ 교과가 사라지고 보육

과에 ‘보건’과 ‘ 양’을 통합하여 ‘보건과 양’이라는 

교과로 통합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이 교과

로서의 자리매김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분 학과 필수 교과목 선택교 과목

가사ㆍ실업계 보육과 아동보건과 양
아동 보건과 양, 

아동 생활지도

<표 12> 제4차 교육과정기의 실업  기타 계열의 

문 과목 편제

ㆍ출처 : 이경환ㆍ박제윤ㆍ권 민(2002).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한교과서주식회사. p.114.에서 보

건과 련 내용만 발췌함.

<표 13> 문 교과 편제  단  배당

구분
필수과목
이수 단

선택과목
이수단

계

가사ㆍ실업계 24~42 58~98 82~122

ㆍ출처 : 이경환ㆍ박제윤ㆍ권 민(2002).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한교과서주식회사. p.111.에서 발췌함.

6.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제5차 교육과정은 1987년 6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87-9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이다. 제5차 교육과정은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에서 나타난 시  변화에 따

른 단일한 교육 사조나 이론의 지배에서 벗어나 개

인 , 학문 , 사회 으로 합성을 갖춘 종합 인 

근 방식을 택하면서 국가수 의 문서화된 개

인 기 이라는 측면으로서 교육과정을 근하 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의 지

도하에 이루어지는 경험이나 학습 활동의 총화라는 

측면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 인 교육내용을 

포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의 보건교육은 제4차 교육과정기에 보

던 보건교육 내용보다 더 축소되어 문서상에서의 보

건교과나 보건교육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체육과의 일 역으로 구성되어 

있던 ‘보건’ 역마  사라져 보건교육의 내용이 

폭 축소되어 그 흔 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다만 국민학교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보건’이라는 

내용이 인지  역의 한 요소로 ‘보건’이 포함되어 

있어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교과 편제에 있어서도 제

3차 교육과정에서 보육과에 편제되어 있던 ‘보건과 

양’이라는 교과마  사라져 보건교육과 련된 모

든 교과가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7.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은 1992년 9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이다. 제6차 교육과

정은 그 동안 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로 운 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분 으로나마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환하여 시ㆍ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ㆍ재량권을 확 시켰다는 이 그 특징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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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학년

구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범교과 학습

역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재량활동 60 68 68 68 68 68 136 136 136 204
선택

과목

16개 학습 

역

ㆍ비고 : 이 표의 시간 수는 34주를 기 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ㆍ재량활동 범교과 학습 역으로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 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이해 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정보 윤리 교육 등이 제시되었음

<표 14> 학교 별 재량활동 시간배당 기

통해 그동안 교육과정에 해 소홀히 했던 일선학교 

장의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운 에 한 심을 높

이고 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교육과

정의 편성과 운 에 있어서 앙ㆍ지방ㆍ학교의 역

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운

 체제를 확립하 다는 이 특징 이다.

이 시기의 보건교육은 제5차 교육과정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국민학교의 체육과 교육과정

에서 ‘보건’이라는 내용이 인지  역의 일 요소로 

포함되어 있던 것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학교

ㆍ 학교ㆍ고등학교의 체육과 역에 한 역으로 

편성되어 다시 ‘보건 역’이 등장하게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교과 편제에 있어서도 가

사ㆍ실업 계열에서 보건교육이 모두 삭제되어 제6차 

교육과정기에 이어 사실상 보건교과가 국가수  교

육과정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6차 교육과정기의 보건교육이 제5차 교육과정

기의 보건교육과 다른 이 있다면 교육과정 운  

방식에 있어서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운  체제 방식을 도입하 다는 이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부분 으로나마 학교장이 자율권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 할 수 있는 ‘학교재량시간’ 

역이 주어졌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자율권이 부여

된 학교재량시간을 활용하여 창의 이고 다양한 학

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기

에는 비록 국가수 의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보건’교

과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학교장의 교육철학이나 교

육수요자의 요구,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재량시간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자율 으로 ‘보

건’ 교과를 개설하거나 편성하여 운 할 수 있었다

는 이 특징 이다. 

8. 제7차 교육과정기(1997-   )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교육부 고

시 제1997-15호로 개정 확정된 교육과정이다. 이 교

육과정은 21세기 학교 교육 모습을 망하면서 지역

이나 학교 실정에 알맞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 에 을 둔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 하기 하여 주

어지는 교육과정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학교 장

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의 환을 요

구했던 교육과정이다.

이 시기의 보건교육은 제6차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등학

교ㆍ 학교ㆍ고등학교의 체육과 역의 일 역으로 

‘보건 역’이 편성되어 체육과를 통해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다. 

다만 제7차 교육과정도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

지로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운  체제를 도입하

다. 제6차 교육과정에 있었던 ‘학교재량시간’ 역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으로 명칭이 바 고 

연간 운  시간 수에 있어서도 신설 는 확 ( 등

학교 1-6학년 연간 68시간, 학교 1-3학년 연간 

136시간, 고등학교 1학년 연간 204시간)한 이 특

징이다(김종화ㆍ김 진, 2009: 29). 이와 함께 재량

활동은 ‘자기주도  학습’과 ‘범교과 학습’ 역으로 

편성되어 ‘범교과 학습’을 통해서 ‘보건’이나 ‘성교육’ 

시수를 별도로 확보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에서 학교 교육에서 정규교과로서 보건 교육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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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과목 기 학과

가사ㆍ실업에 한 교과 공 보건 조리과, 의상과, 자수과, 실내디자인과, 유아교육과, 과, 노인복지ㆍ간호과, 미용과, 기타 학과

ㆍ출처 : 이경환ㆍ박제윤ㆍ권 민(2002).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한교과서주식회사. p.111.에서 발췌함.

<표 15> 고등학교 학과  문 교과 편제

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

으며, 실질 으로 재량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보건’

이라는 교과서가 등장하게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교과 편제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없었던 보건교육 교과로 ‘공 보건’이

라는 교과가 ‘가사ㆍ실업에 한 교과 역’으로 편성

되어 보건 련 교과로 다시 유일하게 등장하는 교

과가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우리나라는 그동안 추

진해 오던 교육과정의 일시 개정( 면 개정) 방식에

서 벗어나 수시 개정(부분 개정)으로의 환을 꾀하

다.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에 걸친 개정이다. 이  

2004년과 2005년의 부분 개정은 주로 고등학교 교

육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2006년에 이루어진 부

분 개정은 등학교 교육과정과 련된 내용이다. 

2006년에 이루어진 수 별 내실화를 한 3차 부분 

개정은 교육부 고시 제2006-75호로 2006년 8월 29

일에 고시되었으며, 2007년 부분 개정은 교육인 자

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의해 2007년 2월 28일에 

개정 고시되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하

고, 2009학년도부터 연차 으로 학교 장에 용하

도록 하고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부분 개정하여 

보건교육 시행을 한 개정으로 이루어진 5차 부분 

개정은 2008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148호(2008. 9. 11)로 개정 고시 되었는데, 이 

부분 개정에서는 2007년 12월에 학교보건법이 개정

됨에 따라 학교 보건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교육인

자원부 장 은 ㆍ 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상으로 보건교육을 체

계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서 반 한 것이다. 2008년에 부분 개정

하여 고시된 보건교육 련 내용은 부칙 3항에 명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ㆍ고등학교에서 보건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09년 3월 1일부터 등학교 5,6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각각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나. 2010년 3월 1일부터 학교에서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다.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에서 체계 인 보건교

육을 실시하기 해 선택과목(교양과목군)에 보건

과목을 포함하여 용합니다.

라.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학교 

1-3학년  1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교 장에서

의 실질 인 보건교육은 2009년 3월 1일부터 체계

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국

가수  교육과정에서 ㆍ ㆍ고등학교에 걸쳐 학교 

교육에서 ‘보건’ 교과를 등장시키는 획기 인 환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는 일선학교에

서 보건교육 시행하기 한 한시  기한을 두고 다

음의 <표 18>과 같은 연차  시행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의 문교과 편제에서는 가사ㆍ실업에 

한 교과로 ‘보건 간호’와 ‘공  보건’ 교과가 편성

되어 련 학과에서 지도하게 됨으로써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공  보건’으로 단일화되어 개설 되었던 

보건 련 교과가 확 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Ⅳ. 결과  해석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에 있어서 보건 교과의 

편제에 한 변화를 교육과정 개정 차시별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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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 2009학년도 한시  운 2010학년도 이후 운

실시학년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1개 학년
선택과목

고 1학년

실시시간 재량활동

재량활동

재량활동의 선택과목

고 교양 선택과목

연간시수 17시간(연간)

17시간(연간)

-

고 -

교육 담당자

 *보건 교사 담당

 *단, 보건 교사가 없을 경우 련 교사 담당

 *각 과목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 교육 담당, 각 교과교육 

  담당자, 등의 경우 담임교사 고

ㆍ 등은 재량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재량활동 시간의 

효율성과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운  방안 마련이 필요함

ㆍ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기획과 -3045(2008. 11. 11)의 자료에서 발췌함.

<표 18> 보건교육 도입에 따른 ㆍ ㆍ고등학교 연차별 시행 계획

구분 선 택 과 목

교과 교양
 생활과 체육(4), 생활과 논리(4), 생활과 심리(4), 생활과 교육(4), 생활과 종교(4), 생활경제(4), 안 과 건강(4), 

 진로와 직업(4), 환경(4), 보건(4)

 ㆍ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148(2008. 9. 11)에서 발췌함.

<표 16> 고등학교 보통교과

교과 과목 기  학 과

가사 실업 보건 간호, 공  보건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

 ㆍ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148(2008. 9. 11)에서 발췌함.

<표 17> 고등학교 문교과

결과 교수요목기의 교과편제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교수요목기에 보건교과

는 체육과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건ㆍ체육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 시기의 보건교과는 

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에서 

필수교과로 지정 되었다. 한 보건교과의 경우 일

제강 기에 ‘체조’로 불리던 것이 국민학교에서는 

‘보건’, 학교에서는 ‘체육’과 ‘보건’이 합쳐져 ‘체육

ㆍ보건’으로 교과명이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이 시

기 보건 교과의 주당 시수는 등학교의 경우 주당 

5시간씩 40주를 운 하도록 하 고, 학교는 주당 

5시간, 고등학교는 3-5시간씩 운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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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과정기의 보건교과는 체육 교과의 성

격을 포 한 교과 명칭으로 국민학교에서는 ‘보건’, 

등학교에서는 ‘체육’이라고 불리어졌으며, 보건과

의 문서 체제는 ‘보건과  체육과의 목 ’, ‘보건과 

 체육과의 목표’,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 내용’, 

‘보건과  체육과의 지도 방침’, ‘보건과  체육과

의 지도상의 유의 ’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교육과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 그 특

징이다. 특히 이 시기의 교육과정 편제에서는 수업 

시수를 분단 로 제시하면서 시간의 융통성을 부여

하고 있다는 이다. 등학교에 배당된 보건 교과

의 시수 편제를 보면 주당 1학년 170-120분, 2학년 

150-120분, 3학년 160-110분, 4학년 130-110분, 5학

년 140-120분, 6학년 150-120분으로 편성되었다. 여

기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등학교의 보건 교과 편

제에서 1학년과 3학년에 주당 배정시수가 가장 많다

는 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과 학년이 시

작되는 1ㆍ3학년 시기에 보건 의식을 강화할 필요성

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 시기

에 보건교육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운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면 가

정계 고등학교에서는 가정과, 간호조산과, 보건과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 1학년에서는 연간 315시간, 2학

년과 3학년에서는 연간 385시간 이상의 시간을 배정

하여 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문

교과 내용으로 일반 생, 가정 생, 구 처리  

간호법, 세균학  소독법,  보건  간호 조산,  질

병 각론 등의 보건 교육 내용들이 교과로 다양하게 

개설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보건 교육은 사실상 교과명

으로서의 보건과는 교육과정상에서 사라지고, ‘보건’

이라는 명칭은 ‘ 생’이라는 보건 교육의 역과 통

합되어 ‘보건ㆍ 생’ 이라는 역으로 체육과의 일 

역으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등학교ㆍ 학교ㆍ고

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은 체육과에 

포함하여 지도하게 되고, 체육과의 일부 역으로 

‘보건ㆍ 생’의 역이 설정되어 보건 교과 내용을 

지도하 다. 이 시기에 실업 고등학교 계열의 교육

과정도 계열별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하여 제

시되었는데 보건교과의 경우 제1차 교육과정에서 등

장했던 다양한 보건교과 내용을 ‘간호  생’이라

는 교과로 일원화 하여 필수 교과로 지정하고 문 

선택교과를 폭 감축하 다.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제2차 교육과정기의 ‘보건

ㆍ 생’ 역이 ‘보건’ 역으로 변경되어 체육과의 

역으로 편성되었다. 이 시기의 보건 역의 지도 

내용은 이 에 비하여 보다 체계 이고 구체화되어 

제시되었으며, 이 시기의 보건교육은 체육과의 학습 

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반에 걸쳐 건강증

진, 보건 생, 체력향상, 안 교육 등을 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교과뿐만 아니라 범교과  통합

교육의 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이 특

징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 과목 편제에 있어

서도 ‘가정계’ 를 ‘가사ㆍ실업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사ㆍ실업계의 가정과에서 ‘간호  생’ 교과를 

문 필수과목으로 지정하 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의 보건 교육은 그 내용의 편

제에 있어서 제3차 교육과정에서 보다 더 축소되었

다. 보건교육은 체육과의 역으로 배정되어 ㆍ

ㆍ고등학교의 체육과 역에 ‘보건’ 역에 편성 되었

다. 한 보건 교과의 목표도 등학교 체육과 교육

과정에서만 보건 련 목표가 존재할 뿐, 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육목 과 하 목표에는 보건과 련된 

내용이  언 되지 않고 있어 학교와 일반 고

등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은 교육과정 편제에서 사라졌

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

교과 편제에 있어서도 보건교과를 소홀하게 취 하

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과에 편제되어 있

던 ‘간호  생’ 교과가 사라지고 보육과에 ‘보건’

과 ‘ 양’을 통합하여 ‘보건과 양’이라는 교과로 통

합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이 독립교과로 존

재하지 못하고 다른 련 교과와 통합되어 편성되게 

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보건교육은 교육과정 역사상 

가장 축소되어 문서상에서의 보건교과나 보건교육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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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으로 편성되었던 ‘보건’ 역마  사라져 보

건교육과 련한 내용은 교육과정 련 문서상에서

는 그 편제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다만 등

학교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보건’이라는 내용이 인

지  역의 한 요소로 ‘보건’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

다. 이 시기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교과 편제에 

있어서도 보육과에 편제되어 있던 ‘보건과 양’이라

는 교과마  사라져 보건교육과 련된 모든 교과가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게 되어 보건 교과가 교과로서

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시기

이다.

제6차 교육과정기의 보건 교육은 제5차 교육과정

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건 교육과 련된 교육

과정 편제의 발 은 없다. 다만 등학교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보건’이라는 내용이 인지  역의 일 

요소로 포함되어 있던 것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ㆍ ㆍ고등학교의 체육과 역에 한 역으로 편

성되어 다시 ‘보건 역’이 등장하는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교과 편

제에 있어서도 가사ㆍ실업 계열에서 보건교과가 모

두 삭제되어 제6차 교육과정기에 이어 실업계 고등

학교에서 마 도 보건교과가 사라졌다. 다만 이 시

기에는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운  체제의 도입으로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학교장의 자율권이 부여된 

‘학교재량시간’ 역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자율 으

로 ‘보건’ 교과를 교육과정 편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기의 보건 교육은 등학교ㆍ 학

교ㆍ고등학교의 체육과 역으로 ‘보건 역’이 편성

되어 체육과를 통해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편제되

어 제6차 교육과정과 큰 변화가 없다. 제7차 교육과

정에서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운  체제로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보건’이나 ‘성교육’ 시수를 

별도로 확보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실

업계 고등학교의 문교과 편제의 경우에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없었던 보건 교과로 ‘공 보건’이라는 

교과가 ‘가사ㆍ실업에 한 교과 역’으로 편성되어 

보건 련 교과로 유일하게 등장하 다.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교육과정을 부분 수정하여 보건교육 시행을 

한 5차 부분 개정을 2008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

술부 고시 2008-148호(2008. 9. 11)로 개정 고시 

하 다. 이는 2007년 12월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됨

에 따라 학교 보건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교육인

자원부 장 은 ㆍ 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상으로 보건교육

을 체계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교육

과정의 부분 개정에 반 하기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장에서의 독립된 교과로서 ‘보건’을 

교육과정 편제에 편성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체

계 인 보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학교에서는 2009년 3월 1일부터 등학교 5,6

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2010년 3월 1

일부터 학교에서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보건교

육을 실시하게 되며,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

교에서 체계 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해 선택

과목(교양 과목군)에 보건과목을 포함하여 용하

도록 하 다. 한, 고등학교의 문교과 편제에서

는 가사ㆍ실업에 한 교과로 ‘보건 간호’와 ‘공  

보건’ 교과가 편성되어 련 학과에서 지도하게 

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공  보건’으로 단

일화 되었던 보건 련 교과가 확 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보건 교과의 편

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해 교수

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

정까지의 보건 교과 편제 내용을 교육과정 개정 차

시별로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편

제의 변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동안 보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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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체육과의 역에 편제되어 있을 뿐 교과 편

제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

라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어서 교수요목기나 제1차 

교육과정기와 같이 ㆍ 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에서 단일 교과로 편성 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한, 제6차 교육과정이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처럼 

‘보건’ 이나 ‘성교육’으로 독립된 교과로 개설하여 

선택  운 을 하도록 편제되어 있었던 시기도 있

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5차 교

육과정기를 제외하고는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과

정에서 보건 교과로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 하도록 한 에서 보건 교과를 체육과의 일부 

역으로서의 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 편제에서의 당당한 교과로 이해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보

건에 한 교과가 교육과정 편제에서 사라져 ㆍ

ㆍ고등학교의 학교 교육에서 약화 는 축소되는 편

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제6차 교육과정

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보건 교과가 독립된 교과

로 ‘보건’과 ‘성교육’ 이라는 교과목으로 독립 으로 

개설되어 선택  운 을 할 수 있도록  편제의 변화

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보건 교육의 필요성이 약화

되거나 요도가 떨어져서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체육과 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인 보건교과로 

자리매김하기 한 과도기  상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보인다. 

셋째, 보건 교과의 편제에 있어서 시간 편제의 경

우 교수요목기에는 체육과 역을 포함한 시수로 주

당 등학교는 5시간, 학교 5시간, 고등학교 3-5시

간을 운 하 고,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등학교의 

경우 주당 2.75-4.25시간을 편성하도록 한 편제 다. 

이는 재 체육과 교과 운 시수로 배정된 주당 3시

간의 시간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보건 교과 교육

을 한 시간으로 주당 1-2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연간 보건교육 시간이 34-80시간에 이른다. 따라서 

재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보건 교과에 배정한 연간 시수 17시간은 매우 부족

한 시간 편제로 분석되며, 학교 장에서 체계 이

고 실질 으로 도움이 되는 보건 교육을 하기에는 

시간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시

간 수 증배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보건교과목의 실태를 분

석해 본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에 편제되어 운 되어 

온 보건 교과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계 고등학

교의 경우 ‘일반 생’ 외 6개 교과, 제2차 교육과정

에서는 가정계 고등학교의 ‘간호  생’, 제3차 교

육과정에서는 가사ㆍ실업계의 ‘간호  생’,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사ㆍ실업계의 ‘아동 보건과 양’,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사ㆍ실업에 한 교과로 

‘공 보건’,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문교과로 ‘공  보건’ 외 1개 교과 등이 

보건 련 교과로 편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

건 교과 편제와 운 에 있어서도 지 까지 우리나라

의 보건 교과목 변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획일화

된 교과 체제보다는 다양화된 교과체제 방식의 도입

과 운 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을 보아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보건 교과

의 편제에 한 내용을 심으로 분석하 기 때문에 

실질 인 보건 교과의 목표나 내용, 지도 방법 등에 

한 구체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교육과정 상에서의 보건 

역의 내용 구성이나 지도 방법에 한 분석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학습자의 건강과 련한 요구 등이 다양해짐

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으로 도입되어

야 할 내용과 이에 한 변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 재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편제된 보건교육과정을 강화해 나가기 해서는 보

건 교육의 양 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 인 보완이 

시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건교육과정의 운

체계도 숙고해야 하며 이와 련한 문제에 한 추

가 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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