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1 -

초등학생들의생활과연계된실과교과의실천성연구*
A Study on the “Praxis” which are Perceived 

by Elementary Students on Practical Arts Educ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서울유현초등학교
석사·교사 변 효 준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교 수 이 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강 사 이 수 희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Youhyeon Elementary School

Master·Teacher : Hyo-Jun Byun

Departmen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Young Lee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Soo-Hee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actical problems that 6th grade students are facing, how they
perceive Practical Arts education and the praxis of Practical Arts education relating to the problems, and whether the
content of Practical Arts curriculum is useful for solving practical problems of 6th grade student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and include in-depth interviews in order to make up for the quantitative
research.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garded Practical Arts education as the subject matter through which they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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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시대에 관계없이 항구적이고 복잡한 많은

문제에부딪히며살아가게된다. 그러나현대사회는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족의 문제, 환경문제, 의·

식·주 등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와 그 해결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있다. 이에따라문제를실천적으로해결하는능

력을기르기위한교육의필요성도증대되고있다.

가정학은 가정의 기능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서 끊임없

이 발생하는 실천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가

족구성원개개인들이추구하는삶의목표를달성하도록도

와주는 학문이다(김 희, 1996). 또한 실과(기술·가정)교과

(이하 실과교과로 표기함)는 가정학을 하나의 모 학문1)으로

하여이러한인간의항구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학생의

일상생활을 학습의 대상으로 하는 교과이며 실천적이고 탐

구적인 문제 해결의 경험을 통하여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에

필요한기초기능을익히게함으로써현실의생활과미래의

변화에대처할수있게하는기초적인교양교과이다(교육부,

1998). 때문에실과교과는사회가복잡해지고학생들이일상

생활에서겪게되는문제가많아질수록그중요성이증대되

어야하는교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교과의 선호도는 타 교과와 비교

할때낮은순위를가지며, 동시에학교급이높아질수록교

과선호도가떨어지고있다(조경원, 김경자, 김선숙, 2000).

게다가실과교과는교육과정이개정될때마다, ‘실과교과는

굳이 학교교육에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른 교과들

의논리에 려퇴출교과로선정되거나시수가축소되는등

의존폐위기에처하고있다.

이러한 위기는 그 원인을 교과의 전문적인 연구 부족,

교과 이론과 철학의 부재 등에서 찾으려는 연구자들의 자

성의 목소리로 이어지게 했으며(유태명, 1992), 새로운 패

러다임인 Brown의 이론2)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문제 중

심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만

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처

한 또는 처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함양하고 자신의 당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실과교과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교육과정의 도

입을위해서는실제교육의주체인학습자에대한깊이있는

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즉, 실과교과교육의문제점을극복

하고교육의질을개선하기위해서는아동및가족의항구적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하

다(어성연, 2006). 이는실천적문제중심교육과정의도입을

전제로하여, 학습자에대한깊이있는이해및자신들이겪

고있는문제들과관련하여학습자가어떻게실과교과를인

식하고있으며실제교육과정의내용이학습자의당면문제

를반 하고있는지에관한연구가필요함을의미한다. 이러

한인식조사와학습자에대한이해를통해궁극적으로실과

교육과정이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와실과교과의사명에

관해서도제정립할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과교과의 실천성에 관한 선행 연구

는 많지 않다. 실천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초등학교의 실

1) 실과(기술·가정)과는가정학, 기술학을모학문으로하고있지만
본연구에서실과교과중가정 역만으로다루고있으므로, 가정
학을여러모학문중하나의모학문으로제시하고있다.

2) Brown은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실천과학과 인간에게 봉사하
는 전문분야라고 설명하 다. 이러한 성격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꾸미기 위해서 그녀는 항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
다고 설명하 으며 또한 그러한 성격을 띠는 교육내용을 가르치
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천적 추론을 제시하 다.(유태명, 장혜
경, 김주연, 김항아, 김효순, 2004)

skills of life. They thought it is useful to their present and future life and to nurture environment-friendly attitude.
Furthermo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 that the meaning of practice in Practical Arts education lies not in
praxis as practical action, but in just practice as technical action.

2. According to the survey based on their perception and their practical problems, 66.9% of students answered
the learning conten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is not useful in solving their problems. And only 33.4% of students
answered the learning conten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is useful in solving their problems. Negative view was
predomina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Practical Arts curriculum does not reflect much of the
practical problems that 6th grade students face. Through these results, Practical Arts education turns out to be hardly
related with students’ life, though it is the subject matter of students’ real life.

주제어(Key Words) :실과교과(practical arts education), 실천성(praxis), 실천적 문제중심교육과정 (practical
problem focused curriculum), 실천적문제(practic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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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교과가아닌중등학교의가정교과를대상으로한것이다.

학생 및 가정과 교사의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 및 실천성을

연구하거나 (김 나, 2003; 박미정, 2006), 실과교과에대한

인식조사의경우, 실과교과의실천성과관계없이단순히실

과교과 자체의 내용 필요, 흥미도 및 선호도를 연구하는 것

에 그치고 있다(김용익, 2002; 백광희, 김 희, 2002; 최동

규, 최정혜, 1999; 최유현, 이정진, 조순기, 송정연, 2000).

이에본연구의목적은첫째, 초등학교6학년학생들이실

과교과및실과교과의실천성에관해어떠한인식을하고있

는지를 파악하고, 둘째, 초등학교 학생들의 당면 문제와 관

련하여실과교과에서배우는내용이그들의당면문제해결

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궁극

적으로는학습자의필요와요구를반 하는국민공통기본교

과로서의 초등학교 실과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수있을것이다.

2. 연구문제

위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

제를설정하 다.

연구문제1: 초등학생들은실과교과및실과교과에서의실천

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가?

연구문제2: 초등학생들의 당면 문제와 관련하여 실과교과

에서배우는내용은그들이직면한문제를해결

하는데도움이되고있는가?

Ⅱ. 이론적배경

1. 실과교과의 성격

실과교과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교

과로규정(교육부, 1997; 교육인적자원부, 2007)하고있지만

‘실천’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실과교과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실천을 실생

활에서의적용으로보는관점과자기주도적인삶을 위하

는데필요한실천적인능력을기르는것이라는좀더확장된

의미의실천으로바라보는관점이다.

1) 생활교과로서의실과교과

여러연구자들이실과교과의성격을규명하면서, 실천성

을 부여하는 기능(곽상만, 2000), 실천적 생활교과(최유현,

1996), 생활 실천적인종합교육(김진순, 1990) 등의특징을

가진다고 하여 실과교과의 실천적인 성격을 강조하 다.

즉, 곽상만(2000)은실과교과의성격을다음과같이규명하

다.

실과는응용교과적종합성과실천성을가진교과로서구조적으로는
‘종합구조’또는‘실천구조’를 기능적으로는‘종합작용’또는‘실천
성’을 아울러 지닌 교과,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인것이다.

최정혜(1997)는실과교육의정체성을규명하기위해서실

과교과의 특성을 살펴 보았는데, 실과교과의 특성으로 생활

교과적 특성, 기능교과적 특성, 종합교과적 특성을 꼽고 있

다. 최유현(1996)은 실과의 학문적 구조를 논의하고 실과교

과의특성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실과교과는 실천성을 바탕으로 하는‘실천적 생활교과,’창의적·
문제해결적 노작 경험을 체험하는‘창의적 기능교과’그리고 여러
분야의 습득된 지식과 기능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체계
에서분류·조직한‘통합적종합교과’로규정할수있다.

그는실과교과의정당성의하나로노작교육을꼽으며, 노

작교육의 교육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강조한‘실천성’역시중세철학에서의실천, 다시말해이론

의실제적인행동으로생각할수있다.

2) 2007년개정교육과정을통해서본실과교과

실과교과는학생의일상생활을학습의대상으로하는교

과이며, 급변하는가정생활환경에서학습자가주도적인삶

을 위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다양한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주는실천교과이다. 즉, 사회적요구를반 하여학

생의실생활과관련된생활속에서의실천을강조하는교과

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실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 교과’라는 좁은 의미의 실천에서‘자기 주도적인 삶

을 위하는데필요한능력을기르는데도움을주는실천교

과’로의 확장된 의미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이수희,

2007).

위의 관련 연구 고찰을 통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서의 실과교과는 7차 교육과정에서의 좁은 의미의 실천

교과의 역할에서 좀 더 확장된 의미의 실천 교과의 역할을

지향함을알수있다. 즉, 학생 및사회적요구를반 하여

교과의 교육적 역할과 시대적 사명을 제고하여(교육인적

자원부, 2007), 초등학생의 삶과 연계되어 있는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실천 교과를 표방하

고있다.

본연구에서는두가지의관점으로제시된실과교과의성

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실과교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비교하고, 실과교과의성격을개정교육과정에서의좀더

확장된의미의‘실천교과’로표방한, 개정교육과정에서실

과교과의 내용이 얼마나 실천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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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과교과의 내용

실과교과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7~10학

년의기술·가정교과와의연계성을가지고남녀모두가이

수해야하는국민공통기본교과이다. 실과교과는학습자의

발달수준과발달과업을고려하여개인과가족생활을 위

하는데필수적인내용을담고있다. 즉, 실과교과에서학습

자가 매일 경험하며,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늘 존재하

는문제를다룬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현행실과교과중

가정 역의내용은가정생활에서해야할일에초점을맞추

고있으나, 미래의실과교육내용에는개인과가족, 사회의

안정을위하여필요한건전한가치관을형성할수있도록하

는 내용이 필요하다(김혜자, 이은희, 2001). 또한 개인의 안

녕과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실과교과의내용은아

동및사회의요구사항을반 하여일상생활에서의아동및

가족의항구적이고중요한문제를다룰필요가있다(어성연,

2006).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실과교과는 사회적 요구를 반 하

고학습자를고려하여개인및가족생활을중심으로학습내

용을선정하 다. 학습내용이많을경우, 난이도를고려하여

5~6학년에배치하고내용의수준에서기초적인성격을갖는

것은 5학년에서응용학습의성격을갖는것은 6학년에서이

수하도록 하 다. 선정된 내용은 성격에 따라‘가정생활’과

‘기술의세계’의 2개 역으로나누어져있다. 구체적인교

과의내용은<표1>과같다.

본연구에서는실과교과의내용이초등학생들의당면문제

들을다루어야한다는관점을바탕으로2007년개정교육과정

에서제시된실과교과의내용이초등학생들의당면문제를해

결하는데실과교과가도움이되는지여부를살펴볼것이다.

3. 실과교과에서의 실천의 의미

‘실천’이란자유로운목적의식에의해이루어지는것으로

그리스어의 praxis에서유래하 으며(세계사상사전, 1975;

김항아, 유태명, 1995 재인용) 공동체안에서의선을추구하

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이 세, 김양희,

1997).

고대철학자Aristotles는최초로실천의의미에관한논

의를하 는데, 그는 인간의삶을이루는활동양식을이론

(theoria), 실천(praxis), 제작(poiesis)으로나누고, 그중자

유인이 자신의 이론적인 지식을 행위로 옮기는 윤리적이거

나 정치적인 행위가 곧 실천이라고 하 다(김태오, 1991;

이학주, 1987). 이론은형상의세계를관조하는활동이나지

식이며 실천은 이론적인 지식으로 행위로 옮기는 윤리적이

고 정치적인 활동, 제작은 물건을 만들거나 예술품을 창작

하는 일이라고 구별하 다(채정현 외, 2006). 또한 이러한

활동과연결하여이론과관련한덕을 episteme, 실천과관

련한덕을phronesis, 제작과관련한덕을 techne라고하

다(유태명, 2007). 이러한 고전적 실천이 궁극적으로 추구

하는 인간관은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었다. 이

Aristotles의 이원론적 구분은 중세에도 그대로 이어져 중

세철학자들은형식의세계를다루는것을이론, 물질의세

계를 다루는 것을 실천으로 구분하여 사용하 으며 이론이

물질보다우위에있다고생각하 다(이학주, 1989). 규범성

이 중시된 고전적 실천관은 근대에 와서 기술적인 문제로

다루어졌다(이 세, 김양희, 1997). 근대철학에서의실천의

의미는육체적인활동이었다. 초기경험론자인Bacon은실

천은지식의실제적인결과로생각하 다. ‘아는것이힘이

다’는그의명제를통해참된지식은실제적으로유용한결

5학년 6학년

나의성장과가족 간단한음식만들기
■ 나와가족 ■ 가정의일과가족원의역할 ■ 건강한먹거리의마련 ■ 음식만들기

가 나의 양과식사 간단한생활용품만들기
정 ■ 양과식품 ■ 간단한조리 ■ 손바느질로용품만들기
생 옷입기와관리하기 ■ 바느질도구를이용한용품만들기
활 ■ 나의생활과옷차림 ■ 나의옷관리 생활자원과소비

쾌적한주거환경 ■ 생활자원의이용과관리
■ 정리정돈과청소 ■ 쓰레기처리와재활용 ■ 생활시간과용돈의활용

생활속의전기·전자
생활속의목제품 ■ 전기·전자용품이사용과관리

기 ■ 생활속의목재이용 ■ 목제품구상과만들기 ■ 간단한전자회로꾸미기
술 식물과함께하는생활 동물과함께하는생활
의 ■ 생활속의식물 ■ 꽃이나채소가꾸기 ■ 생활속의동물 ■ 애완동물이나경제동물기르기
세 정보기기와사이버공간 인터넷과정보
계 ■ 정보기기의특성과활용 ■ 정보의탐색과선택 ■ 정보를활용한생활

■ 사이버공간의특성과윤리 일과진로
■ 일과직업의중요성 ■ 나의미래와진로

주주..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7)

<표 1> 2007년 개정 실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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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실제적인 지식이야 말로 인간의

복지를향상시킬수있으므로제작(poiesis)이야말로지식의

정수라고생각하 다(Rotensteich, 1977; 이학주, 1989 재

인용). Habermas는 고대와 근대 철학자들의 실천에 관한

인식을변증법적으로이해하고실천의두가지측면인과학

성과규범성을조화시키기위한새로운개념으로‘의사소통

적 실천’을 제시했다(강대석, 2001; 김태오, 1991; 이 세,

김양희, 1997).

이러한실천의철학적의미를바탕으로, 여러가정학자들

이 가정교육에서의 실천의 의미에 대해 연구하 다.

Brown(1980)은 가정학을 기술과학이라기보다는 실천과학

이어야함을주장하 다. 가정학을실천과학이라고하며, 가

정교육에서의실천의개념을크게두가지로나누었다. 도덕

적선한행동을의미하는Aristotles의 praxis와그맥을같

이하는 실천의 의미와 Habermas의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세 가지 행동체계 중에서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실

천적행동), 해방적행동의구분에서사용되는‘실천’의의미

이다(유태명외, 2004). 실천적행동이란인간의일상생활에

서의사회구성원으로서의삶을 위하는것과연관되어있

는 규범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합리적 행동

을의미한다(유태명외, 2004). 김경미(1993)는가정학에서의

‘실천’의개념은그의미를어디에두느냐에따라달라질수

있으므로, 가정학을실천과학으로정의할때기술적, 실용적

관점만을강조하는좁은시각이아닌, 실천의개념을행동하

는사람의의도를생각하고개인이나가족의이익을위해가

치판단 하되 도덕적으로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포괄적인 개

념으로보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 다. 유태명(2007)은

가정과교육에서의 praxis는 잠정적으로‘개인 및 가정생활

에서의도덕적으로실천하는행동, 개인및가정생활에서숙

고를 통해 선을 실현하는 행동, 혹은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최선을 추구하는 좋은 삶’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이는

Aristotles의덕행, 또는공동체안에서의선을목적으로하

는생활에그기반을두고있으며, 궁극적으로가정과교육에

서추구하는인간상을‘실천적지혜’3)를가진사람으로보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가정과교육에서의‘실천’은 단순

히기술적·실용적의미의실천이아니라좀더넓은범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의 가치판단, 도덕적 타당

성등이포괄적으로포함되는보다확장된의미의실천개념

을의미함을알수있다. 즉, 궁극적으로도덕적선을실현하

려는행위나삶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실과교과에서의 실천의 의미에 관한 연구4)는 정체성을

찾기위한실과교과의성격에관한연구를통해실과교과에

서 의미하는 실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규명할 수 있

다. 곽상만(2000)은실과교육에서의실천을통한학습과습

관화를 강조하 는데, 여기서의 실천은‘손과 몸을 움직이

게하는교육이어야하고창의가가미되면서습관화하게하

는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격에서 규정되

어 있는‘실천성’이란 수공노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능

이며수공노작은작업을하며무엇인가를만들어내는활동

을의미한다(최유현, 2001). 즉, ‘실천’의의미가Aristotles

의세가지실천의의미중제작(poiesis)에가깝다. 또한곽

상만(2000)은 미래의 실과교육 역시 지식이나 법칙을 실생

활에적용하도록해야한다고주장하여, 실천중심생활교과

에서의 실천은 실생활의 적용을 의미한다. 최정혜(1997)는

실과교과의 특성으로 생활교과적 특성, 기능교과적 특성,

종합교과적 특성을 꼽고 있는데, 생활교과적 특성에서 실

과교과의 실천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실생활 자체를

이해하고 바르게 경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

도를 익히는 교과로 실과교과를 인식하며, 현실생활과

착된 노작과 실천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인 성장과 자아실현 및 과학 기술에의 적응 등을 할 수 있

다고 생각하여, 좁은 의미에서 제작, 노작, 활용 등을 실천

이라고 생각하 다. 정모근(1995)은 실과교육에서의 노작

교육을 강조하면서, 노작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얻게 되는

지식이바로실천적지식(praxiological knowledge)이라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

의의미를크게기술적관점으로서의실천의의미와해방적

관점으로서의실천의의미로나누어서초등학생들은어떠한

관점으로 실과교과에서의 실천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한다.

Ⅲ. 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과

교과및실과교과에서의실천의의미를어떻게인식하고있

는지, 그들이배우고있는실과교과의내용이그들이직면한

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는지에대해알아보기위해설

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 면담과 개

방형설문도함께실시했다.

3) 여기서의실천적지혜는실천적활동에관련하여인간적선을추
구하며올바르게사는것을의미한다.(김기수, 1997)

4) ‘실천의의미에관한연구’에서의실천은본연구에서는넓은범
위의실천, 즉유태명(2007)이언급하는praxis로서의실천을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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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양적연구

양적인연구와질적인연구를연구방법론적으로혼합한5)

본 연구에서양적인연구로서설문조사를다음과같이실시

하 다.

(1) 연구 대상: 설문 조사는서울소재의 4개초등학교 6

학년 17개 학급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총

495명(남 251명/ 여 244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연구의 기

초자료로서의가치를지니고있는 442명의답안을분석하

다.

(2) 조사도구: 본연구에서초등학생들의생활에서의당면

문제및실과교과의실천성과관련한실과교과의이미지, 초

등학생들의 당면 문제, 실과교과에서의 실천의 의미에 관해

알아보기위해설문지를구성하 다. 본연구에사용된설문

지는 조붕환(2006), 천민필(1993), 한미현과 유안진(1995)

등의 초등학생스트레스척도에관한문항과김 나(2003),

김용익(2002), 박미정(2006)과최유현외(2000) 등이사용한

문항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

을 연구자가 수정·보완·재구성하 다. 설문지는 전문가

및준전문가집단(교수2인, 석사과정중인중등가정과교사

3인, 현직초등학교교사2인)에의해타당도를검증받았고,

서울 종로구 소재의 초등학교 1개 학급, 초등학교 6학년 학

생28명에게예비조사를실시한후, 최종설문지를완성하

다. 설문지의총문항수는55문항이며설문내용구성은 <표

2>와같다. 각문항은“전혀동의하지않음(1점)”, “동의하지

않음(2점)”, “동의함(3점)”, “매우 동의함(4점)”에 표시하는

4점Likert척도를사용하 다.

(3) 자료분석: 본연구에서얻어진자료는엑셀파일로전

환하여다시 SPSS/win (version 14.0)에서불러통계처리

하 다. 연구내용에따라평균및표준편차, t-검정, 요인분

석, 신뢰도분석을하 다. 본 연구의요인분석과신뢰도분

석의결과를보면다음과같았다.

① 신뢰도 분석: 각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

해 SPSS/win(versio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를산출하 고그결과는<표3>과같다.

②요인분석: 실과교과에서의실천의의미에관해요인분

석하 다. 요인분석은주성분분석으로직교회전(Varimax)

하여 요인을 분류하고 분류된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하여

신뢰도가높으면요인별로요인의항목을포괄할수있는명

칭을붙 다. 요인분석의결과요인부하량 0.666으로실천

의의미에관해두가지로요인을나누었다.

2) 질적연구

(1) 제보자: 본연구를위해면담에참여한제보자는초등

학교6학년총 13명이다. 제보자는설문에참여한학급의담

임교사가1차적으로면담참여에희망이있는학생들중에서

임의적인 방법으로 추천한 학생들이다. 제보자의 일반적 특

성은<표4>와같다. 이들은연구에필요한내용에대한단편

적인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는 방식으로 면담에 참여하 으

며, 필요시에는개방형답변으로보완했다.

(2) 자료수집방법: 질적연구의자료수집은제보자들과

의면담과개방형설문을통해이루어졌다.

①면담을통한자료수집: 2008년 10월 15일부터2008년

12월5일까지총7회에걸쳐13명의제보자들과면담을하

으며, 면담의시간은최소 1시간 30분에서최대 2시간 30분

까지면담의주된내용이나상황에따라달리하 다. 면담의

항목 세부내용 문항수

1. 인적사항 ①성별 1

2. 실과교과의
①실과교과의이미지 122. 이미지

3. 초등학생들의
①초등학생들의개인적인당면문제 12

3. 당면문제
②가정에서의초등학생들의당면문제 12
③학교에서의초등학생들의당면문제 12

4.실과교과에서의 ①기술적관점으로서의실천의의미 3
4.실천의의미 ②해방적관점으로서의실천의의미 3

계 55

<표 2> 설문 내용 구성

문항 문항의내용 Cronbach’s α
1 실과교과의이미지 .636

2 초등학생들의당면문제 .903

요인별
①개인적인문제 .714

분석
②가정에서의문제 .884

③학교에서의문제 .802

3 실과교과에서의실천의의미 .725

요인별 ①기술적관점으로서실천의의미 .707

분석 ②해방적관점으로서실천의의미 .631

<표 3> 설문지의 역별 신뢰도

5) 조용환(1999)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관계를 크게 4가지 입
장으로나누고있는데본연구에서는연구패러다임은화합할수
없으나, 연구 방법상으로는 혼합할 수 있다는 세 번째 입장을 따
르고자한다.

5) Denzin은 1978년 The logic of naturalistic in quiry에서
‘triangulation of methods’(방법의 삼각화) 라는 용어를 사용
하 는데 이는‘일련의 문제들을 탐구하기 위해 여러 조사 방법
을 혼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사 방법이 상호적으로 연구의 타
당도를높인다.’(A Tashakkori·C Teddlie, 1998) 는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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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는각제보자들의교실이었으며면담이주로방과후에

진행되어제보자들과조용하게면담을진행할수있었다. 또

한면담에참여한학생들은전적으로연구에자발적으로동

의하 으며, 또한 제보자에게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면담

이 이용되지 않음을 알리고 면담을 카세트테이프를 이용하

여녹취하 다.

② 개방형 설문을 통한 자료 수집: 개방형 설문을 통한

자료수집은 2008년 11월 7일에서부터 12월 4일까지총 6

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양적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

한 학생들 중 일부에게 개방형 설문지도 함께 배부하여 주

어진 문항에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개방형

설문을위한문항은김 나(2003)를참고하여본연구의필

요에 따라 3문항으로 재구성6) 하 다. 학생들은 10분 동안

무기명으로제시된문항에관해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서

술하 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위해일차적으로면담을통해

수집한자료를반복적으로들으면서한 2002 워드프로세

서파일로전사하 다. 전사시학생들의반응이나말, 분위

기를 모두 살리려고 노력하 다. 전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Spradley(1979)가분류한분석방법중 역분석과분류분석

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개방형 설문의 답안들은 1

차적으로 실과교과의 실천성에 관해 긍정적인 답안(매우 도

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과 부정적인 답안(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으로 분류하 다. 그것을

다시나열식으로한 2002 워드프로세서파일로그대로옮

겨 적은 후 반복적인 자료 읽기를 통하여 비슷한 답안을 묶

어분석하 다. 그러나질문의의도를전혀파악하지못하거

나, 답안이본연구의주제에벗어나있는경우는본연구에

서사용하지않았다.

Ⅳ. 연구결과및해석

1. 초등학생들이 인식한 실과교과 및 실과교과에서의 실천

의 의미

1) 초등학생들의실과교과에대한인식

초등학생들의실과교과에대한인식을살펴본결과는<표

5>와 같다. 초등학생들은 실과교과를 기술을 배우는 교과,

실생활에도움이되는교과, 재밌는교과, 실습중심의교과,

환경을생각하는교과, 필요한교과, 미래생활에필요한교

과라는인식이높았다. 이와같은아동들의실과교과에대한

인식은 실과 실습 시간에 배운 것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실과 수업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실과 시간이

재미있다는최유현외(2000)의 연구결과와일치했다. 또한

중학생들을대상으로실과교과의이미지를조사한김용익의

연구(2002)에서도본연구의결과와마찬가지로실과교과는

재미있는 교과이며, 또한 가치 있고,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교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생들이

배우고있는현행 7차교육과정에서“실생활에의적용을중

시하는 실천교과”(교육부, 1997)로 실과교과의 성격을 명시

하고있는것과무관하지않다.

한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실과교과의 성격은

‘실생활에적용을중시하는실천교과’로부터‘자기주도적

인삶을 위하는데필요한가치관과다양한능력을기르는

항목 평균 SD

실생활에도움이되는교과 2.96 0.67

미래생활에필요한교과 2.69 0.83

실습중심의교과 2.83 0.84

중요한교과 2.39 0.83

재미있는교과 2.87 0.96

필요한교과 2.73 0.83

생각을요하는교과 2.23 0.82

사회변화에앞장서는교과 2.26 0.86

환경을생각하는교과 2.80 0.84

행동의변화를강조하는교과 2.24 0.82

논리적인생각을가르쳐주는교과 2.20 0.81

기술을배우는교과 3.06 0.84

<표 5> 초등학생들의 실과교과에 대한 인식
(N = 442)

성별 비고 부모님의직업

A 여 3녀중막내 부: 자 업 모 : 자 업

B 여 3녀중막내 부: 무직 모:서비스직

C 남
2남중막내

부: 무직 모 :일용직학급반장

D 남 외동 부: 회사원 모: 전업주부

E 남 외동 부: 회사원 모: 회사원

F 여 1남 1녀중막내 부: 회사원 모: 자 업

G 여 1남 1녀중막내 부: 회사원 모: 회사원

H 남 외동 부: 제조업 모: 제조업

I 남 외동 부: 공무원 모: 회사원

J 남 1남 1녀중막내 부: 자 업 모: 전업주부

K 남 1남 1녀중막내 부: 자 업 모: 자 업

L 남 1남 1녀중막내 부: 회사원 모: 회사원

M 여 외동 부: 의사 모: 교사

<표 4> 질적 연구 참여 제보자의 특성

6) 김 나의연구에서는 1) 가정생활에서겪고있는문제, 2) 학교생
활에서부딪치는문제, 3) 가정생활과학교생활을제외한일상생
활에서겪고있는개인적인문제는무엇인가에대해질문을했지
만, 본 연구의 경우는,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이므로 연구자가
학교나집에서겪는여러문제를알아보기위한질문을학생들에
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고민이나 스트레스 해결에 도움을 되고
있는가’로수정해서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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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움을주는실천교과’로의변화를볼수있다. 이는‘배

운 이론을 실생활에의 적용’의 좁은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이치에 맞게 판단해서 최선의 결정을 한 후, 행동으로 이르

도록 하는 데까지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이수희, 2007). 그

러나이러한관점의실과교과의성격과학생들의인식은차

이가 있었다. 즉, 학생들은 실과교과를 사회 변화에 앞장서

는 교과라든가,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는 교과, 논리적인 생

각 및 사고력을 키우는 교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있었다.

또한실과교과를중요하지않는교과로인식한본연구의

결과와 달리, 다른 연구에서는 실과교과가 중요한 교과라고

인식한연구도있었다(김용익, 2002; 조경원외, 2000). 그러

나 교과의 선호도, 난이도, 중요도 등을 조사한 조경원 외

(2000)의연구결과에서는초등학생들에게는실과교과가중

요한 교과라고 인식되었지만,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중요도

가떨어져고등학생들은중요하지않은교과로인식되고있

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실과교과의 이미지는 면담의

결과와도일치하 다. 제보자들에게실과교과를왜배우는

지, 실과혹은실과수업하면떠오르는이미지가무엇인지

에 대해 질문을 하고, 제보자들의 답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실과교과는크게 3가지의이미지로나누어서생각해볼수

있었다. ‘노작활동으로서의 실과’, ‘생활교과로서의 실

과’, 그리고‘미래 지향적 교과로서의 실과’가 바로 그것

이었다.

첫째, 제보자들은노작활동으로실과교과를인식하고있

었다. 제보자들은 실과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여기지

않고 실과를 단순히 무엇을 만들어 보는 등의 활동을 하는

교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작활동으로서의 실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보자들은 실과교과를 주지 교과만

큼중요한교과는아니지만필요한교과로인식하 다. 주지

교과로 인식되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과목과 달리

제보자들의 말처럼 단순히 활동하는 교과로 실과교과를 생

각할때실과교과를재밌는교과로인식하 다.

연 : 실과시간에한것중에기억에남는것은어떤게있을까?
D : 음식만들기
연 : 음식만들기가왜기억에남아?
D : 같이하고재밌어서.
연 : 너는?
C : 다른수업시간에는그냥앉아서쓰기만하는데만드는것자

체가재밌어요.
K : 공부를안해도되서..
연 : 공부를안해도돼서라고이야기했잖아. 그러면음식을만든

다거나선반을만드는건공부가아니라고생각하는거야?
K : 활동할수있어서....
연 : 네가생각하는공부는뭔데?
K : 국, 수, 사, 과처럼외우고풀고그런거....

둘째, 제보자들은 생활교과로서 실과교과를 인식하고 있

었다. 활동중심의교과로실과교과를인식하는것과더불어

제보자들은 생활교과로 실과를 많이 언급하 다. 제보자들

이 실과의 이미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에서 가장

높은빈도를가진단어중하나가‘생활’이었을만큼실과교

과는단순히생활의필요성때문에배우는교과라고인식하

는경우가많았다. 생활교과로서의실과로인식하고있는제

보자의경우, 실과교과를필요하거나, 중요한과목으로인식

하는경우가많았다.

연 : 학교에서실과를왜배우는것일까?
K : 생활에필요하니까
연 : 실과하면떠오르는게뭐니?
L : 생활에도움이되는물건을만들때도움이되는과목
연 : I는어떻게생각해?
I : 생활에도움이되는과목.
H: 경제생활에많이필요하다는..
K : 얘랑비슷한데
연 : 얘랑비슷해서어떤데?
K : 생활에도움이되는과목
J : ........ 뭐, 망치질? 그런거생활에쫌도움이많이되는거.

셋째, 제보자들은실과교과를미래지향적교과로인식하

고 있었다. 왜 실과교과를 배우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

으로‘나중에’또는‘커서’라는단어가제시되었다. 이를통

해 제보자인 초등학생들이 실과교과를 실생활에 필요한 교

과로인식하고는있지만그실생활이라는것이현재, 자신들

이처한삶이나환경속에서의실제생활을의미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미래에서의, 즉 성인으로 성장

한뒤맞이하게되는실생활을의미함을알수있었다. 제보

자들에게미래생활에도움이되는교과로서의실과는현재

학생들의 삶에는 크게 향을 끼치지 못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교과로생각되었다.

연: 실과 시간에 이렇게 배우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배우는 것
일까?

C : 그냥실생활에서나중에크면다할것이라서
D : 나중에많은도움이되니까하는것같아요.
연 : 그런데있잖아, 6학년에재봉틀같은것있잖아. 실제로크면

재봉틀같은게도움이될것같아?
C : 미래는어떻게될지모르니까.
D : 만약에 커서 결혼을 하면 아들이나 딸을 낳잖아요. 그러면요

걔네들도학교다니잖아요. 학교다닐때배우면가르쳐주기
위해서

B : 옷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 만들 수 있잖아
요.

연 : 실과자체는그냥아는것을배우기위해하는과목이다?
B/C/D : 네
연 : 구체적으로아는것이뭘까?
A : 나중에쓸수있는거요

설문조사와면담의결과를통해, 학생들의실과교과에대

한인식은현행 7차실과교육과정에서강조하고있는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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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교과성격을그대로반 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현재

실시되고있는 7차교육과정에서강조하고있는실천교과로

서의실과교과는실생활에도움이되고, 기술적인능력을배

우고, 미래생활에도움이되는교과로학생들에게인식됨을

알수있었다.

2) 실과교과에서의실천의의미

실과교과를 실천교과라고 생각했을 때 실천의 의미에 대

해설문조사를한결과, <표 6>과같은결과를얻었다.

설문 조사 결과, 초등학생들은 실천의 의미를 실과 시간

에무엇을만드는것, 실생활에필요한기술을배우는것, 학

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해 보는 것 등의 의

미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행동을 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을 찾으

려고 노력하는 것,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라

는의미까지는파악하지못했다. 다시말해초등학생들이생

각하는 실과교과에서의 실천은 Brown과 Paolucci(1979)가

분류한가정내의행동체계중기술적관점으로서의실천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방적 관점으로서의 실천의 의미로는 인

식하고못하고있었다. 이는고대철학에서의제작또는중세

철학에서강조하는노작활동으로서의실천의의미에가까웠

다. 이러한연구의결과는초등학생뿐만아니라, 가정과교

사들을대상으로한실천의의미에관한연구(박미정, 2006)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다수의 가정과 교사들 역시

실천을기술적행동으로서의실천및제작(poiesis)의의미로

생각하고있었다.

또한이러한설문조사의결과와같이, 심층면담결과에

서도 초등학생들은 실천을 좁은 의미로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명을제외한대부분의제보자들은실천을어떤

것에대해아는것(지식)과비교하여그아는것을행하는것

이나 활용하는 등의 기술적 행동으로서의 실천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또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의 실천이라기보

다, 해야만하는의무나수동적인의미의실천으로생각하는

경향이강했다.

연 : 무엇인가를 실천하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나는 실
천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 줄 수
있겠니?

D : 음.. 어떤것을행동으로직접표현하는것.
B : 일을하라는것처럼이야기하는것.
연 : 뭘 실천해 하면 꼭 진짜 일을 해. 이렇게? 너는 어떻게 생각

해?
C : 꼭해야하는일을하는것.
연 : 꼭해야하는일은뭔데?
C : 할일이있으면그것을하는것, 행하는것같은거...
A : 실제내가머리로알고있는일을행하는것
연 : 넌우리생활에서실천이뭐라고생각하니? 실천의의미가뭘

까?
M : 음.. 뭐.. 그런거.. 지난번촛불시위처럼뭔가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대안이 없나 찾아보고 국민들끼리 토론해 보고 하는거. 맞아
요?

이러한실천의의미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하여실과교

과에서의 실천의 의미를 질문했을 때, 한 명을 제외한 나머

지제보자들은난감해하거나, 뜻을이해하지못하거나한참

을 생각한 후에 답을 했다. 연구자의 상세한 설명이나 질문

을듣고서야실과교과에대해자신들이가진이미지와자신

들이평소알고있던실천의의미를결합시켜실과교과에서

의실천의의미에대해대답하 다. 이는실과교과에서의실

천의 의미 역시 좁은 의미의 실천, 실과교과에서 무엇을 행

하거나경험하는것을의미함을알수있었다.

연 : 실과교과를 실천교과라고 했어,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실
천교과는뭘까? 실천이란뭘이야기하는걸까?

D : (5초 망설임) 실과 시간에 배운 내용, 나중에 배운 것을 필요
할때쓰는것이요.

C : 기억안나도꼭생각해내서생활에쓰이는것.
A : 생활같은데유용하게되게많이쓰는것.

2. 실과교과의 실천성

1) 초등학생들의실과교과의실천성에대한인식

초등학생들이실과교과의실천성에관해어떻게인식하고

있는지알아보기위해개방형설문을실시한결과, <표 7>과

같다. 실과교과가‘실제자신들의고민이나스트레스를해결

하는데도움이되었는가?’라는개방형설문문항에‘매우도

움이되었다’27.8%, ‘도움이되었다’5.6%로33.4%의응답

자만이실과교과가자신들의당면문제해결에도움을준다고

인식한 반면, 실과교과가 자신들의 당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반응은 60.9%(‘도움이 되지 않았다’30.8%,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30.1%) 다. ‘도움이된다’와‘매

우 도움이 된다’로 응답한 이유는‘활동을 통한 재미로 인

요인 항목 평균 SD

요인1: 실과시간에무엇인가를만드는것 3.13 0.90

기술적 실생활에필요한기술을배우는것 3.10 0.85
관점으로 학교에서배운내용을실제생활에서

3.00 0.92서의실천 활용해보는것

요인2
자신이나다른사람을위해선한행동

2.35 0.92
해방적

을하는것

관점으로 문제를해결하는다양한대안을찾으
2.34 0.92

서의실천
려고노력하는것

비판적으로생각하면서행동하는것 2.04 0.92

<표 6>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실과교과에서의 실천의 의미
(N = 442)



10     대한가정학회지 : 제47권 8호, 2009

- 80 -

해’, ‘활동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므로’,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배우게되므로’, ‘실제해보고싶은것을해보았으므

로(바느질, 요리등)’, ‘진로에대해도움을받았으므로’, ‘친

구들과 어울려서 활동하므로’등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실과에서 배운 내용은 나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배운 내용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

로’, ‘실제실과에서배운내용을써본적이없으므로’, ‘그냥

교과목의 하나이므로’, ‘실제 해 보아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으므로’등이있었다. 이러한응답에대한이유는여자중

학교를대상으로한가정교과의실천성연구(김 나, 2003)

결과와매우유사했다. 이는‘실과교과가학생들자신의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심층 면담 결과

와도일치했다. 그이유는자신의고민과실과교과에서배우

는 교과내용은 별개이고, 실과 수업시간에는 생활에서의 고

민을배우는것은아니라고생각하기때문이었다.

연 : 실과시간에배운내용이내고민을해결하는데전혀도움이
안됐어. 이유가뭘까?

I : 배우는내용이고민과반대여서
연 : 좋아.
L : 실과는생활이나경제에대해배우지만, 고민같은것은생각

이니까. 별로서로맞지않아요.
H : 만들고꾸미기만하니까고민꺼리와별로어울리지않아요.
연 : K는?
K : 실과시간에는 고민에 대해서 별로 하지 않아서 고민이랑 맞

지않아요.
연 : 마지막으로J?
J : (한참 망설임) 실과에서 배운 게 생활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서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실과교

과에서의실천은Brown 과Paolucci(1979)가분류한가정내

의행동체계중해방적관점으로서의실천의의미보다기술

적관점으로서의실천에국한되어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

었다. 이는 <표 5>의 결과에서 초등학생들은 실과교과를 기

술을 배우는 교과라고 인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즉, 현행실과교과는학생들의고민이나스트레스등당면한

문제해결에도움이되기보다는기능을익히는교과로학생

들에게인식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2) 실과교과내용의실천성

실과교과 내용의 실천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초등학

생들의당면문제가무엇인가를조사해본결과는 <표 8>과

같다.

연구결과, 초등학생들은전체적으로당면문제의수준은

심각하지 않았으나, 가정생활, 학교생활보다 개인생활에서

의당면문제에느끼는강도가컸다. 개인생활에서초등학생

들은남녀학생모두외모, 진로, 성격, 일에대한강박등과

관련한당면문제를가지고있었다. 남학생들은진로, 성격,

키, 일에대한강박등과관련된문제를가지고있었으며, 여

학생들은 진로, 체형, 키, 얼굴, 성격, 일에 대한 강박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 태도의

성숙과 접한 관련이 있었고(김재호, 2006), 초등학생의

긍정적정서와는정적인관계를부정적정서와는부적인관

계를지니고있었으며(정희욱, 2003), 외모만족도와도 접

한 관련이 있었다(장선철, 송미현, 2004). 그러므로 실과교

과의 학습을 통해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6학년 학

생들에게는올바른자아정체성을형성할수있도록돕는것

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일상적 생활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야하는실과교과에서초등학생들에게자아정체성형

성을위한직·간접적교육을실시해야할필요가있음을알

수있었다.

명(%) 이유

매우도움이된다 17(5.6)
활동을통한재미로인해
활동하면서스트레스가풀리므로
실생활에필요한것을배우게되므로

도움이된다 84(27.8)
실제해보고싶은것을해보았으므로(바느질, 요리등)
진로에대해도움을받았으므로
친구들과어울려서활동하므로

도움이되지않는다 93(30.8)
실과에서배우는내용은나의스트레스와관련이없으므로
배운내용이스트레스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지않으므로
실제실과에서배운내용을써본적이없으므로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91(30.1) 그냥교과목의하나이므로
실제해보아도스트레스가풀리지않으므로

모르겠다 17 (5.7)

계 302(100)

<표 7> 실과교과에서의 실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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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과관련하여서는남녀학생모두당면문제를심

각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학

업 강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학업 강요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성적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심층면담을

통해 부모의 학업 강요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국 부모와 자

녀 간의 올바른 대화의 부재로 인해, 성장하면서 더욱 더

큰 스트레스로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부

모와의대화 단절은청소년기의 올바른자아정체성을형성

하는데어려움을줄수도있다(조학래, 1997). 그러므로이

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업 강요로 인한 스트레

스를 줄이고 부모-자녀간의 바람직한 정서적 지지를 형성

하기 위해서는 실과 교과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성을 가지고 부모-자녀 간에 상호적인 이해 및 대화를 할

수있도록하는학습내용을제시해야할필요가있음을알

수있었다.

항목
남 여 계

t값
평균 MD 평균 MD 평균 MD

나는나의키로고민한적이있다. 2.53 1.19 2.88 1.08 2.71 1.15 -3.153**

나는나의몸매로고민한적이있다. 2.36 1.04 2.90 1.01 2.63 1.06 -5.568***

나는나의얼굴때문에고민한적이있다. 2.24 1.03 2.84 0.92 2.55 1.02 -6.551***

나는나의성격에대해고민한적이있다. 2.54 1.04 2.82 0.99 2.68 1.02 -2.850**

개 나는인터넷이나게임에중독되는것이걱정이다. 2.19 1.15 1.65 0.89 1.92 1.06 5.580***

인 나는매사에자신감이없어걱정이다. 2.07 0.97 2.17 1.06 2.12 1.02 -0.980

생 나는스스로외롭다거나우울하다고느낀다. 1.91 0.97 2.12 1.01 2.01 1.03 -2.205

활 나는시간관리를잘하지못해걱정이다. 2.45 1.06 2.50 1.00 2.48 0.99 -.565

나는모든일을완벽하게해야한다고생각한다. 2.52 0.98 2.6 0.87 2.52 0.92 -.901

나는나의용돈을계획없이사용하는것이불만이다. 2.10 0.99 2.20 1.07 2.15 1.03 -1.100

나는내건강으로인해고민한적이있다. 2.27 1.05 2.2 1.04 2.23 1.04 .678

나는앞으로미래의직업에대해고민한적이있다. 3.10 1.01 3.05 1.03 3.07 1.02 .494

나는부모님이내생각이나의견을존중해주지않아서불만이다. 2.20 1.10 2.23 1.10 2.21 1.09 -.229

나는부모님이나에게너무큰기대를하셔서짜증난다. 2.23 1.11 2.26 1.07 2.24 1.09 -.309

나는부모님이자주다투셔서속상하다. 1.74 0.93 1.77 0.94 1.76 0.94 -.404

나는우리집이그다지화목한편이못되어서속상하다. 1.78 0.94 1.65 0.87 1.72 0.91 1.508

가
나는부모님이나에게지나치게간섭하고참견하셔서짜증난다. 1.97 0.95 2.10 1.02 2.04 0.99 -1.433

정
나는가족들이나에게관심이없어불만이다. 1.51 0.75 1.53 0.82 1.52 0.79 -.291

생
나는우리집이경제적으로넉넉하지않아불만이다. 1.73 0.87 1.70 0.88 1.71 0.88 .310

활
나는부모님이다른형제·자매들과비교하시거나편애하셔서

1.79 1.01 2.02 1.06 1.90 1.05 -2.321불만이다.

나는가족들과충분한대화를나누지못해불만이다. 1.73 0.91 1.65 0.89 1.69 0.90 .925

나는부모님이내성적에너무신경쓰셔서불만이다. 2.38 1.05 2.51 1.04 2.45 1.04 -1.345

나는부모님이늘공부하라고말 하셔서짜증이난다. 2.51 1.05 2.56 1.02 2.54 1.04 -.583

나는필요한물건을제대로살수가없어불만이다. 2.06 1.10 2.06 1.08 2.02 1.09 .751

나는친구들이나를따돌리거나무시하는것같아속상하다. 1.66 0.91 1.74 0.94 1.70 0.92 -.895

나는이야기가잘통하는마음에맞는친구가없어속상하다. 1.59 0.86 1.63 0.92 1.61 0.89 -.541

내가좋아하는친구가다른친구를더좋아하는것같아속상하다. 1.64 0.86 1.85 1.01 1.75 0.94 -2.432

나는학교성적때문에스트레스를많이받는다. 2.55 1.05 2.52 1.02 2.54 1.03 .243

학 나는시험볼때초조하고긴장이된다. 2.70 1.07 2.67 1.02 2.68 1.05 .293

교 나는다니고있는학원이나과외활동이많아힘들다. 2.26 1.12 1.95 1.06 2.11 1.10 2.953**

생 나는학교에서나보다힘센친구가괴롭혀서속상하다. 2.14 1.10 1.61 0.93 1.87 1.05 5.421***

활 나는선생님이차별하시는것같아불만이다, 1.74 1.03 1.75 1.02 1.74 1.02 -.049

나는선생님이나에게관심이없어서불만이다. 1.52 0.82 1.46 0.76 1.49 0.79 .835

나는학교생활에적응하기가힘들고학교다니기가싫다. 1.65 0.89 1.55 0.88 1.60 0.88 1.174

나는숙제가많아부담스럽다. 1.99 1.13 1.73 0.91 1.86 1.03 2.635**

나는수업이재미없다. 2.53 1.05 2.51 1.02 2.52 1.04 .189

<표 8> 초등학생의 당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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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자, 만나서반갑고... I는 어떤고민이있니? 솔직하게이야기
해줄래?

I : (울먹거리기시작) 왜 사는가고민해요. (머리쥐어뜯기시작)
(침묵)...... 살기가싫어서....

연 : 왜살기싫은것같아?
I : (계속머리쥐어뜯으며고개를숙인채로) 공부.
연 : 공부가왜살기싫을정도의스트레스야?
I : 부모님이이래라저래라.
연 : 부모님중에누가더그러시는데?
I : 부모님두분다.
연 : 그럼 , I는부모님이공부를많이시킨다고생각해?
I : 공부안하는것, 공부안해서엄마처럼되지말라고.
연 : 왜사는가하는생각을언제제일많이하는데?
I : 공부할때,
연 : 언제제일괴로워?
I : 어공부할때계속외워야하고. 어단어, 거의

학교생활에서의 당면 문제 역시 가정생활에서의 당면 문

제와유사하게, 학업과관련한것이었다. 남녀학생모두시

험볼때초조하고긴장을하는경향이있으며학교성적때

문에스트레스를받고동시에수업에는흥미를가지지못하

는것이학교생활에서의당면문제로드러났다. 또한여학생

의 경우,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더불어 친구 관련 스트레스

를가지고있음을면담을통해알수있었다.

연 : 요즘초등학교6학년아이들이어떤고민을하고있는지궁금
하거든. 편하게 많이해 주면 좋겠어. 학교에서, 집에서, 여러
가지문제들을많이얘기해주면좋겠어.

F : 공부를못하는것, 친구들이랑친구들이다잘하는데혼자만
점수가낮은거요.

연 : 그럴때기분이어때?
F : 좀떨어지는것같아속상해요.
G: 잘하는친구들이잘난척하는것같아기분이나빠요.
A : 학원에서 얘들은 진도 빠르고 저 혼자 진도 느리니까 창피해

요. 공부열심히하라고지적받고.

연 : 누가?
A : 선생님이나 친구들. 못할 때는 놀리거나 담임선생님도 열심

히하라고.
연 : 공부에관련된거말고또어떤게있을까?
A : 친구들 사이에서 놀다보면 서로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있잖아

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분 나쁘니깐 같이 안 다니기도
하고. 싸우기도하고....

연 : 공부 스트레스와 친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중 어떤 게 더
스트레스받아?

A/ F : 친구요.(2명동시에)
연 : 사람마다생각이다르니깐너는어때?
B : 공부요.
연 : 친구로인한스트레스를어떨때받아?
F : 마음이안맞을때.
연 : 조금더구체적인예를들어준다면?
F : 저는어떤것을하자고했을때친구는싫으니깐안한다고할

때그럴때마음이안맞아요.

이는긍정적인자아정체성과학업성적은관련이깊으며

(김지선, 1996), 자기 관리 능력은학업성적과연관이있으

므로(정업식, 2008), 학업관련스트레스를해결하기위해서

는실과교과에서긍정적인자아정체성과자기관리능력을

높일수있는교육이필요함을알수있었다. 또한친구관계

는 초등학생들의 자아정체성과 접한 관계가 있고, 친구의

지지는 올바른 자아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므

로(한종혜, 박성옥, 이 환, 1997) 초등학생들이올바른친구

관계를형성하는것은초등학생들의성장과발달에매우중

요하다. 이에친구관련스트레스를해결하기위해서실과교

과에서 실천적 문제를 통한 자아 존중감 및 자기 관리 능력

을키울수있는교육이필요함을알수있었다.

위와 같은 초등학생들의 당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의내용을살펴본결과<표9>와같다.

당면
7차교육과정 2007년개정

역
문제

에서의실과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
관련내용 실과교과관련내용

성격
문제 나와 나의
외모 가정생활 성장과가족

개인 고민
생활

진로 일과직업의
일과진로문제 세계

학업과
가정 관련한 나와 나의성장과
생활 부모와의 가정생활 가족

갈등

교우
없음 없음

학교 관계
생활 학업에의한

없음 없음스트레스

<표 9> 초등학생의 당면 문제와 실과교과의 연관성

단순히가족의역할및가족의중요성과나의위치를학습하는것에그
치고 있음. 초등학생들의 당면 문제와 관련하여 실천적 문제를 중심으
로올바른자아정체성의형성에관한내용을추가할필요가있음.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관한 학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막연하게 진
로계획을세우도록되어있음.
학생들의소질및적성및직업의현실적측면이함께고려된통합적인
관점의진로교육을해야할필요가있음.

단순히가족의역할및가족의중요성과나의위치를학습하는것에그
치고있음.
부모-자녀간의 상호 이해 교육이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실천적내용이없음.

원만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친구와의 갈등 해결에 관한 실천적 내용
이추가되어야함.

학업과 관련이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
도록하는실천적인내용이제시되어야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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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를 통해서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7

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모두 학생들의 당면

문제가 거의 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나와가정생활’, ‘일과직업의세계’,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의‘나의성장과가족’, ‘일과진로’등의

역에서 일부 반 하고 있지만, 그 세부 내용은 학생들의

당면문제와는관련성이적었다. 선행연구를통해실과교과

의내용이실천성을가지지못하고있는이유가, 일상생활이

나가정생활에대한고찰없이단순히아동의생활이라는광

범위한 내용을 추상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교과내용으로 선

정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양정혜, 2006). 또한 7차 교육과

정이자기주도적인학습자중심의구성주의적관점을표방

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김재복, 이경환, 허경철, 1999; 양정

혜, 2006), 실과교과에서의‘학습의 내용이 실제 삶과 연계

되어야한다.’는주장이단순히눈에보이는생활과삶의모

습에 국한 되어 있고, 지식을 적용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임을알수있었다(윤지현,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실천교과로서의 실과

교과 내용이 학생들의 당면 문제를 반 할 수 있는 지를 탐

색해보기위해, 교과내용에서학생들의삶의문제를다루고

있으며, 교과의 실천성 역시 해방적 관점까지 다루고 있는

미국오하이오주7)의교육내용에우리나라초등학생들이당

면하고있는문제를대응시켜본결과는<표 10>과같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미국 오하이

오주의 6-9학년용가정과내용에는모두다루고있음을알

수있었다.

Ⅴ. 결론및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실과교과 및

실과교과의실천성에관해어떠한인식을하고있는지를파

악하고, 초등학교학생들의당면문제와관련하여실과교과

에서배우는내용이그들의당면문제해결에도움이되는지

를알아보는데있다. 이를위해서울시내초등학교6학년학

생495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여통계처리하고, 동시

에양적연구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해초등학교 6학년학

생 1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및 개방형 설문을 병행하

여실시하 다.

이를통해얻어진결과는다음과같았다.

첫째, 초등학생들이 실과교과 및 실과교과에서의 실천의

의미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에대해알아본결과, 초등학

생들은실과교과를기술을배우는교과, 실생활에도움이되

는교과, 실습중심의교과, 미래생활에필요한교과, 재밌는

교과, 필요한교과, 환경을생각하는교과라고생각하고있었

다. 또한초등학생들은실과교과에서의실천을보다좁은의

미인‘기술적관점으로서의실천’으로인식하고있었다.

둘째,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실과교과 및 실과교과에서의

실천의의미에관한인식을바탕으로초등학생들의당면문

제와 관련하여 실과교과의 실천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33.4%(‘매우도움이되었다’27.8%, ‘도움이되었다’5.6%)

의 응답자만이 실과교과가 자신들의 당면문제 해결에 도움

을준다고인식한반면, 60.9%(‘도움이되지않았다’30.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30.1%)의 학생들은 실과교과가

자신들의고민이나스트레스등당면문제해결에도움을주

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또한 현행 실과교과의 내용이

학생들의 고민이나 스트레스 등 당면문제를 얼마나 반 하

고있는가를살펴본결과, 실과교과의내용은학생들의고민

이나스트레스등당면문제를거의다루고있지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현행 실과교과가‘기술적 관점의 실천교

과’로서의역할은 하고 있었지만‘해방적 관점의실천교과’

로서의역할은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따라서실

과교과가 진정한 의미의 초등학생들의 생활과 연계된 교과

로거듭나기위해서는, 삶과연계성을보다확장시킨의미인

역
해결을원하는

미국오하이오주의 6-9학년용가정과교육내용
당면문제

개인
성격문제, 직업(자기평가, 직업선택및찾기) 자아형성(자존감, 가치, 태도, 목표, 정서, 자기조절)

생활
외모고민, 개인적용모(개인적이미지)
진로문제 건강한생활양식(체중조절, 무질서한식습관약물남용자살등)

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의사소통기술, 주장훈련, 갈등관리등)
생활 학업관련갈등 가족관계(가족의본질, 가족역할과기능, 건강한가족부모/아동관계, 가족위기와스트레스등)
학교 교우관계,

동료관계(우정, 동료의압력, 데이팅) 자아형성(가치와태도)생활 학업에의한스트레스

주주.. 출처: 이수희(1999)의내용및형식을차용하여다시본연구에맞게재구성함

<표 10> 초등학생들의 당면 문제와 미국 오하이오 주의 6-9학년용 가정과 교육 내용

7) 오하이오주의경우, 6-9학년이중등교육과정으로편성되어있
으므로초등학교 6학년을대상으로한본연구의내용에적용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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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당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실천교과로의 변화

가필요함을알수있었다.

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실과교과가실천성을가질수

있도록다음과같은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초등학교 실과교과가 실천교과를 표방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필요한 간단한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교과 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은 생활

에서당면하고있는문제해결에도움을받는교과로인식하

지않았다. 따라서실과교과에서지향하는실천의의미가중

등가정과교육에서지향하고있는실천(praxis)의의미로확

장되어 교육과정에 반 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래의 실

천 교과의 의미를 찾고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교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국 오하이오 주의 예처럼 우리나라의

실과교과도 초등학생들의 당면 문제를 교과의 내용에 반

하고, 초등학생들이 실과교과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

정을도입할필요가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외모, 성격, 진로, 친구관계, 성적 등의 문제들은 자아 개념

및 자기 관리와 연관성을 가진다. 이에, 실과교과가 실천성

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과 교과에서 자아정체성을 높일 수

있고자기관리능력을기를수있는교육을할필요가있다.

이러한교육을위해자아형성(자존감, 가치, 태도, 목표, 정

서, 자기조절) 및 개인적용모(개인적이미지등) 등의내용

이 우리나라 실과교과의 가족생활교육 내용에 도입될 필요

가있다고본다.

셋째, 실과 교과가 다루는 다양한 학습 역의 측면에서

초등학생들의당면문제와연관이깊은가족생활 역을강

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과교과는 가정 및 가족이 접하는

문제를 다루는 교과이므로, 가족의 일원인 초등학생이 가정

과 학교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은 개인과 가족 구성원이 가정생활에

서당면할수있는문제를다루도록되어있는것이아니라,

단순히가족의기능과역할만을다루도록되어있다. 따라서

국가사회적으로도점차그요구가높아지고있는가족생활

역에서학생들의삶과연계된실천적문제를중심으로문

제해결능력을기르는데도움을줄수있을때진정한의미

에서실천성을가지는교과로거듭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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