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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실과교육과정의 계열성 및 통합성 분석**
김 지 숙****
<요 약>
이 연구는 초등 실과교육과정의 기술의 세계를 중심으로 계열성과 통합성을 분석하여 교육
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
를 위해 통합적인 문헌고찰이 이루어졌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요소, 성취기
준, 학습요소 등을 토대로 학습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시스템 영역은 성취기준 11개중 4개만 계열성을 보였는데, 핵심 개념별로는 ‘효율’
관련 학습내용이 가장 우수하였고, ‘소통’은 연계된 학습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 활용 영역도 여전히 낮은 계열성을 보였지만, 기술시스템 영역보다는 나은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실과의 기술의 세계 분야와 통합성이 높은 교과는 과학, 수학, 사회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학습 내용별로 연계성을 보이는 교과가 달랐으며, 5~6학년군보다 3~4학년 군과의 연계
가 더 드러나 보이는 학습 내용도 다수 있었다.
주제어 : 실과교육과정, 기술의 세계, 계열성, 통합성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실과는 1945년 1차 교육과정기 부터 현재의 교과 명칭으로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교육과정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과의 내용 영역이 변화
를 거듭하여 왔다. 실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교육과정기에 따라 2~10개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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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었으며, 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연계 교과인 중학교의 ‘가정’, ‘기술․산업’과 다른
명칭과 구성을 보였다. 7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의 ‘가정’과 ‘기술․산업’이 ‘기술․가정’
이라는 단일 교과로 통합되면서, 실과와 기술․가정 교과는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 기
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로 내용 영역을 공유하였다. 이후의 교육과정기에서도 실
과와 기술․가정은 외현적으로는 공통된 내용 영역으로 구성되었지만, 여전히 교과 명칭
을 달리하고 있고, 모학문의 구분이 가능하게 학습 내용을 조직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초․중등의 연계선상에서 편제된 교과는 거의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실과와 기술․가정 교과도 명칭을 통일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 교과인 실과와 기술․가정의 계속성, 계열성 및 통합성을 확보
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가정과학, 기술, 생명과학과 같은 모학문
이 그대로 드러나는 병합적인 단원 구성을 지양하고 생활 중심, 실천 중심의 공통된
성격을 반영하여 실과의 학습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와 통합 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조유진 외, 2011; 류영주 외, 2010; 최지연, 2006). 또한 초․중등
교과 간, 초등 교과 간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연계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제시되
었다(왕석순 외, 2012; 이은주 외, 2007). ‘기술의 세계’영역은 초․중등 간의 계열성 확
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강종표, 2010; 이춘식, 2006)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도입이라는 국가적인 요구로 내용면에서 많
은 변화가 있었다.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한 교과의 학년 간 또는 학년 내 연계성 확보는 중
요하다. 가장 최근에 고시된 2015개정 교육과정도 교과의 연계성 강화를 강조하였지
만, 교과의 계열성과 통합성에 대한 문제는 완성이라기보다는 진행형의 의미가 크다.
또한 교육과정이 새롭게 구성되었으므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육과정의
계열성과 통합성에 대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 실과교육과정
의 기술의 세계를 중심으로 계열성과 통합성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
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과 교육과정의 계열성 및 통합성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한다.
나. 실과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간의 계열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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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과와 초등 다른 교과 간의 통합성을 분석한다.
라. 실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계열성
실과의 학습 내용 요소와 실과와 연계 교과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학습 내
용 요소 간의 연계 정도를 의미하며, 동일 학습 내용 요소가 여러 학년에 걸쳐 반
복되는 것이 아니라 고학년에서 이전 학년보다 학습 내용 요소가 심화되거나 발
전된 정도를 나타낸다.
나. 통합성
실과의 학습 내용 요소와 교과 내 다른 영역 또는 다른 교과의 학습 내용 요소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계열성 분석은 실과교육과정의 ‘기술의 세계’ 분야로 한정하였으며, ‘가정
생활’분야의 학습 내용은 ‘기술의 세계’ 분야와의 통합성 분석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
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계열성과 통합성의 의미
교육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것은 계열성, 계속성, 연계성,
통합성 등의 원리이다. 이들 중 빈번히 언급되는 것이 타일러(Tyler)의 계속성
(continuity), 계열성(sequence) 및 통합성(integration)이다. 내용 조직의 방향에 따라
구분하면, 계속성과 계열성은 수직적 조직 원리이고, 통합성은 수평적 조직 원리이다.
계속성은 기초적이고 중요한 학습 내용 요소가 여러 학년에 걸쳐 반복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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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계열성은 계속성과 달리 단순 반복이 아니며 이전보다 학습 내용 요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심화․발전시킨 것이다.
수평적 조직 원리인 통합성은 학습 내용 요소를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통합하는 것
이다. 통합성은 일반적으로 교과간의 연계성 파악과 관련 있으나 교과 내의 서로 다른
영역에 적용하기도 한다(김주환, 2010). 김영은 외(2016)는 2105 개정 교육과정에 내
재된 통합의 의미를 Erickson의 개념(concept) 중심 통합교육과정과 Drake의 기준
(standards) 중심 교육과정으로 소개하였다. Erikson의 개념은 지식의 구조에서 상층에
있는 ‘원리와 일반화’와 하층의 ‘사실이나 주제’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편적이고, 유의
미하며, 다른 교과로의 전이 가능성이 높을수록 통합에 근접하기 쉬워지며, Drake의
기준은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진술로 통합교육과정 운
영을 위한 각 교과목의 지표 역할을 한다(pp.64-71). 2015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는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핵
심개념’은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Erickson의 개념에 상응하고,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배워야할 내용과 수업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
력’을 의미하므로 Drake의 기준에 상응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교과 내용의
통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하위 요소뿐만 아니라 성취기준의
내용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용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선행 연구 고찰
실과교과의 계열성과 통합성에 대한 연구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분석하여 파악하
였다. 계열성에 대한 연구는 수직적 연계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은주, 신혜원(2007)은 초등 실과, 기술․가정, 가정 과학 교과 내 ‘의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수직적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학교 급별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의생활
영역을 다시 하위 세부 영역으로 분류 한 후 수직적 연계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계
정도는 계열성과 계속성이 반영된 정도에 따라 발전, 반복, 격차, 축소로 구분하였다.
계열성과 계속성을 모두 적용한 것은 ‘발전’, 계속성만 적용한 것은 ‘반복’, 계열성만 적
용한 것은 ‘격차’, 계열성과 계속성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축소’로 판단하였다.
강종표(2010)는 제7차 및 2007개정 교육과정의 학년별 목표 및 내용을 토대로
수직적 연계성을 분석하여 실과 기술 영역의 내용 선정과 조직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
계성 분석의 준거는 송순희(1991)의 모형에 기초한 것으로 ‘반복’, ‘발전’, ‘격차’,의 3
수준의 표현 방법과 4수준의 내용 수준을 조합하여 14가지의 분류 기준으로 구분하였
다. 두 교육과정기의 기술 영역 연계성 비교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제 7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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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비해 연계성이 약간 개선되었지만, 두 교육과정기 모두 격차 비율이 높아 실과
와 기술․가정교과 기술영역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보고하였다
(p.29).
이춘식(2006)은 교육과정 시기별로 초등 실과 기술교육 내용의 학년별, 학교급별 계
열성을 분석하였다. 초등 실과의 기술교육 내용의 학년간 계열성은 1차에서 5차 교육
과정기까지 유지되었으나, 7차 교육과정기부터 무너졌다고 보고하였다(p.35). 또한 실
과와 기술․가정과의 교육 내용 중 일부는 타 교과와 중복 편성되어 있으므로 교과의 목
표에 따른 차별화 구성, 연계성을 고려한 교과간의 학습 시점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방기혁(1998)은 실과교육을 전 학년에 걸쳐 계열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7차 통합교
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실과관련 학습활동 주제를 추출하여 주제 중심의 학습 활동으
로의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에 의하면 계열성 분석은 학년별 학습 영역(단원)이나 세부 학
습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결정되면, 반복, 발전, 격차, 축소 등의 준거를 활용하
는 것도 적절해 보인다. 다만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15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는 학년 군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전 교육과정기와 달리 학년별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통합적인 문헌 고찰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에 기초하였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
이 연구는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계열성과 통합성을 분석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내용인데,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로는 학습 단원별 학습 내용의 구성 방법과 배정 학년이 명확하지 않다. 따
라서 성취기준별로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성취기준,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에 기반을
두어 최대한의 학습 내용을 추출하였다. ‘내용요소’는 학년(군)에서 배워야할 필수학습
내용이고, ‘학습요소’는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할 학습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것이므로 모두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다. ‘성취기준’ 또한 학생들이 배워야할 학습내용
을 포함하므로 참고하였다. 내용요소와 학습요소 만으로는 성취기준에 제시된 학습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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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성취기준에 따라 관련 내용요소나 학습요
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학습내용을 모두 포함시키기 위해 내용요
소, 성취기준,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을 중심으로 중복을 피해 학습내용을 추출하였
다. 추출된 학습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영근 외(2016)가 2015 개정 교육과
정에 따른 성취기준 코딩 체계 구축을 위해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심개념, 내용요소,
학습요소, 성취기준내용을 토대로 추출한 키워드와 비교하여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2. 자료의 분석
계열성과 통합성의 분석을 위해 추출된 실과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기술․가정 교육과
정과 초등의 타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중 연관성 있는 것을 추출하여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통합성 분석을 위해 과학, 수학, 사회, 도덕 교과를 선정하
여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기술의 세계 분야는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영역별 계열
성 분석은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과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을 보
여주는 것이며, 통합성 분석은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가정생
활 분야와 다른 교과 교육과정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계열성과 통합성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과 기술의 세계 분야의 계열성 분석
1) 기술시스템 영역의 계열성 분석
기술시스템 영역의 핵심 개념은 창조, 효율, 소통으로 구분되며, 추출된 학습내용을
관련 성취기준의 코드와 함께 제시하였다. 학교급간 계열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연계 정도와 상관없이 성취기준 11개중 4개만 계열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급간 계열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계열성이 가장 잘 구현된 것은 ‘효율’이며, 가장 미흡한 것은 ‘소통’이었다. 이
것은 새롭게 반영된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계열성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6

초등 실과교육과정의 계열성 및 통합성 분석
된다. ‘창조’가 계열성이 부족한 학습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중학교는 제조 기술, 건설
기술, 생명기술의 학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초등은 생명기술 위주의 학습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 시간이나 분량의 제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기술 시스템 영역에서 학교급간 계열성이 유지된 학습 내용
핵심
개념

초등학교(5~6학년)
코드

학습 내용

중학교(1~3학년)
코드

학습 내용

9기가 미래의 기술과 생명 기술, 생명 기술 시스템,
6실 생명 기술 시스템, 가꾸기, 기 04-08 생명 기술의 활용, 미래의 생명 기술
창조
04-01 르기, 동식물 자원
9기가
생명 기술의 특징, 생명 기술의 영향
04-09
6실 수송 기술과 생활, 수송 수단, 9기가 수송 기술 시스템, 수송 수단의 미래, 수송 기
04-04 수송 수단의 기본 요소
04-10 술의 특징과 발달 과정
6실
효율 04-05 재료, 수송 수단 구상 및 제작

9기가
수송 기술 문제해결
04-12

6실 수송 수단의 안전 관리, 자전 9기가 수송 수단의 안전한 이용, 사고 원인, 수송 수
04-06 거의 구성요소와 안전 관리
04-011 단 사고의 예방 및 대처

<표 2> 기술 시스템 영역에서 학교급간 계열성이 부족한 학습 내용
핵심
개념

학교급
초등학교
(5~6학년)

창조

효율

소통

중학교
(1~3학년)

중학교
(1~3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성취기준
코드

학습 내용

6실04-02

식물 가꾸기, 식물 분류

6실04-03

동물 돌보기, 동물 기르기, 동물 분류

9기가04-01

기술 시스템, 생산 기술, 재료, 설계, 공정

9기가04-02

제조 기술 시스템, 제품 생산 과정

9기가04-03

제조 기술의 특징과 발달 과정, 재료의 특성과 이용, 미래의 제조 기술

9기가04-04

제조 기술 문제해결

9기가04-05

건설 기술 시스템,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

9기가04-06

건설 기술 동향, 건설 기술의 특징과 발달 과정, 미래의 건설 기술

9기가04-07

건설 기술 문제해결

9기가04-13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 효율적 에너지 이용

9기가04-14

에너지 문제해결

6실04-07

소프트웨어의 이해, 소프트웨어의 영향

6실04-08

절차적 문제 해결, 절차적 사고

6실04-09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블록 기반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
기초 프로그래밍

6실04-10

프로그램 설계와 제작, 자료의 입력, 처리 및 출력, 사칙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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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실04-11
중학교
(1~3학년)

순차, 선택, 반복 명령의 구조, 문제 해결, 프로그램 설계와 제작

9기가04-15

통신 기술 시스템, 정보 기술 시스템, 정보의 통신 과정

9기가04-16

정보통신기술의 특성과 발달과정,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특징

9기가04-17

미디어와 이동 통신,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

9기가04-18

통신 기술 문제해결

2) 기술 활용 영역의 계열성 분석
기술 활용 영역의 핵심 개념은 적응, 혁신, 지속가능으로 구분되며, 계열성 분석 결
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성취기준 9개중 4개에서 계열성이 구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 시스템’영역보다 ‘기술 활용’영역에서 계열성이 더 잘 유지된 것
으로 나타났다.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계열성이 가장 잘 고려된 학습내용은 ‘혁신’이었
고, 가장 미흡한 것은 ‘적응’이었다.

<표 3> 기술 활용 영역에서 학교급간 계열성이 유지된 학습 내용
핵심
개념

혁신

초등학교(5~6학년)
코드

중학교(1~3학년)

학습 내용

코드

학습 내용

9기가
발명과 문제해결, 발명기법, 05-03 기술적 문제해결,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6실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 발명
05-03
9기가
(사고) 기법
발명의 개념과 특징, 발명과 사회 변화
05-04
6실
제품 구상 및 제작, 재료
05-04

9기가 발명 아이디어의 실현,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05-06 사고(기법), 아이디어 구상, 문제해결

6실 개인 정보와 지식재산보호, 9기가
특허의 개념, 지식재산권 침해
05-05 사이버 중독 예방, 정보윤리 05-05
지속 6실 생활 속의 농업 체험, 지속 9기가 적정기술, 지속가능한 발전, 적정기술과 지속가
가능 05-09 가능한 발전(생활)
05-09 능한 발전의 의미, 적정기술 문제해결

<표 4> 기술 활용 영역에서 학교급간 계열성이 부족한 학습 내용
핵심
개념

적응

혁신

학교급

성취기준
코드

학습 내용

초등학교
(5~6학년)

6실05-01

일과 직업의 세계,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

6실05-02

자기 이해와 직업 탐색, 개인 특성(적성, 흥미, 성격)

중학교
(1~3학년)

9기가05-01

기술의 발달, 기술과 사회 변화, 기술의 발달과 사회, 가정, 직업
의 변화,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 변화

9기가05-02

안전사고 유형,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초등학교
(5~6학년)

6실05-06

로봇의 기능과 구조, 로봇의 작동 원리, 로봇의 활용

6실05-07

센서, 센서와 인체 구조 비교, 로봇 제작, 로봇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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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3학년)
지속
가능

초등학교
(5~6학년)

9기가05-07

기술의 이용과 표준, 표준의 개념과 중요성, 표준화의 영향

9기가05-08

표준화 문제해결

6실05-8

친환경 미래 농업, 친환경 농업,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2. 실과 기술의 세계 분야의 통합성 분석
기술의 세계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습 내용의 통합성 분석은 실과의 가정생활 분야,
과학, 수학, 사회 및 도덕 교과의 학습내용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통합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동일 학년 군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과 간 통합 분석은 연계 학습 내용의
파악으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3~4학년 군까지
확대하여 학습내용을 추출하였다. 통합성 분석 결과를 영역별로 제시하면 분량이 많으
므로 여기서는 핵심개념 1~2개 단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1) 기술시스템 영역의 통합성 분석
기술시스템 영역의 통합성 분석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기술시스템 영역의
통합성은 연관이 높은 교과 순으로 나열하면 과학, 수학, 사회 등이다. 핵심 개념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창조’는 통합 관련 학습 내용이 주로 과학 교과 중 3~4학년 군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은 학습내용에 따라 과학, 수학, 사회와 연계
성을 보이고 있다. 즉, 수송 기술, 수송 수단은 과학과 사회, 재료는 과학, 구상은 수학
에 연관되는 학습내용이 있었다. ‘소통’은 통합 관련 학습 내용을 수학교과에서 찾
을 수 있었다.
<표 5> 기술 시스템 영역에서 통합성을 보이는 학습 내용(창조, 효율)
핵심
개념

실과
성취기준
코드

학습 내용

6실04-01

생명 기술 시스템, 가꾸
기, 기르기, 동식물 자원

통합 관련 교과/분야
성취기준
코드

4과04-01
4과05-01
창조

4과05-02
6실04-02 식물 가꾸기, 식물 분류

4과13-01
4과13-02
4과13-03
6과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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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

여러 장소의 흙
식물 관찰, 식물의 특징, 식물 분류
식물의 생김새와 환경, 식물의 생활 방식
과 환경
발아와 생육 조건
식물의 한살이, 관찰
식물의 한살이 과정, 식물에 따른 한살이
유형
식물의 구조 관찰,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교육논총 제 54집 4호, 2017

4과10-01

의 구조와 기능
씨가 퍼지는 방법
동물 관찰, 동물의 특징, 동물 분류
동물의 생김새와 환경, 동물의 생활 방식
과 환경
동물의 암수 특징, 번식과정, 암수의 역할

4과10-02

동물의 한살이 관찰, 기르기

4과10-03

동물의 한살이 과정, 동물의 한살이 유형

6과07-03

속력과 안전, 안전장치

6과17-01

에너지의 필요성, 에너지의 형태

4사01-05

교통 수단, 교통 수단의 발달과 생활 모습
의 변화

6사01-06

산업구조 변화와 교통 발달 과정

4과01-01

물체와 물질, 물질의 성질, 물체의 기능

4과01-02

6수02-05

물체의 크기와 모양, 물질의 성질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한 물체의 설계, 물
체의 장단점
구체물이나 평면도형의 변화, 밀기, 뒤집
기, 돌리기
직육면체, 정육면체, 겨냥도, 전개도

6수02-07

각기둥, 전개도

6수02-08

원기둥, 전개도

6수02-10

입체도형의 쌓기나무 개수

6수02-11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표현

6실02-08

생활 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

6과07-03

속력과 안전, 안전장치

6과12-03
4과03-01
4과03-02
동물 돌보기, 동물 기르
6실04-03
기, 동물 분류

수송 기술과 생활, 수송
6실04-04 수단, 수송 수단의 기본
요소

4과01-04
효율
6실04-05

재료, 수송 수단 구상 및
제작

수송 수단의 안전 관리,
6실04-06 자전거의 구성요소와 안전
관리

4수02-04

<표 6> 기술 시스템 영역에서 통합성을 보이는 학습 내용(소통)
핵심
개념

실과
성취기준
코드

학습 내용

통합 관련 교과/분야
성취기준
코드

소프트웨어의 이해, 소프
트웨어의 영향
절차적 문제 해결, 절차적
6실04-08
6수05-04
사고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블록 기반의 교육용 프로
6실04-09
그래밍 도구, 기초 프로그
래밍
4수01-03
프로그램 설계와 제작, 자
6실04-10
료의 입력, 처리 및 출력, 4수01-05

학습 내용

6실04-07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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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 분류 및 정리, 그래프로 나
타내기, 그래프 해석

세 자리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 원리, 계산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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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칙연산

4수01-08
4수01-09

순차, 선택, 반복 명령의 4수04-01
6실04-11 구조, 문제 해결, 프로그램
6수05-06
설계와 제작

인 곱셈의 계산 원리, 계산
나누는 수가 한 자리 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 계산
나누는 수가 두 자리 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 계산
변화규칙, 규칙의 표현
수나 말로 된 가능성 비교

2) 기술 활용 영역의 통합성 분석
기술 활용 영역의 통합성 분석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기술 활용 영역의 통
합성은 연관이 높은 교과 순으로 나열하면, 기술 시스템 영역과 마찬가지로 과학, 수
학, 사회의 순이다.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적응’은 타 교과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고, 지속 가능은 과학, 도덕, 사회와의 학습 내용과 연계되어 있었다. 혁신
은 재료와 제품 구상은 과학과, 사이버 중독, 정보 윤리, 지식재산 등의 학습 내용은
도덕과 관련이 있었다.
<표 7> 기술 활용 영역에서 통합성을 보이는 학습 내용(혁신)
핵심
개념 성취기준
코드
6실
05-03

실과
학습 내용

통합 관련 교과/분야
성취기준
코드

발명과 문제해결, 발명기
법, 발명의 의미와 중요
성, 발명 (사고) 기법
4과01-01
4과01-02
4과01-04
6과01-03

6실
05-04

제품 구상 및 제작, 재료

4수02-04
6수02-05
6수02-07
6수02-08
6수02-10
6수02-11

혁신

6실
05-05
6실
05-06

학습 내용

개인 정보와 지식재산보
호, 사이버 중독 예방, 6도02-01
정보윤리
6과16-01
로봇의 기능과 구조, 로
봇의 작동 원리, 로봇의 6과16-03
활용
6과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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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와 물질, 물질의 성질, 물질의 기능
물체의 크기와 모양, 물질의 성질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한 물체의 설계, 물
체의 장단점
고체 물질의 종류와 전도 빠르기
구체물이나 평면도형의 변화, 밀기, 뒤집기,
돌리기
직육면체, 정육면체, 겨냥도, 전개도
각기둥, 전개도
원기둥, 전개도
입체도형의 쌓기나무 개수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표현
사이버 공간의 예절,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온라인 중독
뼈와 근육의 생김새와 기능, 몸이 움직이는 원리
감각 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 기능, 자극
전달 과정
몸의 여러 기관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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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실
05-07

4과08-01
4과08-02
센서, 센서와 인체 구조
4과08-03
비교, 로봇 제작, 로봇의
작동 원리
6과13-01
6과13-04

소리의 발생, 물체의 떨림과 소리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전달, 소리의 반사
전기 회로, 전지, 전구, 전선, 전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
영구 자석과 전자석, 전자석의 쓰임새

<표 8> 기술 활용 영역에서 통합성을 보이는 학습 내용(적응, 지속가능)
핵심
개념

실과
성취기준
코드

학습 내용

일과 직업의 세계, 일과 직
업의 의미와 중요성
자기 이해와 직업 탐색, 개인
6실05-02
특성(적성, 흥미, 성격)
6실05-01

적응

지속
가능

통합 관련 교과/분야
성취기준
코드

학습 내용

6실03-06 가정일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빛, 물, 온도
6과05-01 등과 같은 환경 요인), 생태계 구성 요
소의 관계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 생태계 보전을
친환경 미래 농업, 친환경 농 6과05-03 위한 노력
6실05-8
업,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 친환경적 생산과 소
6사08-06 비, 빈곤과 기아 퇴치, 편견과 차별 해
소
생명의 소중함,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
4도04-01
인간 생명과 자연 보호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 생태계 보전을
생활 속의 농업 체험, 지속 6과05-03
위한 노력
6실05-09
가능한 발전(생활)
6사08-05 지구촌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환경

3. 실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구성에 대한 시사점
실과교육과정의 계열성과 통합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구성
에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핵심개념, 내용요소, 성취기준, 학습요소 간의 연계성과 기술 방식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성취기준에 따라 내용요소나 학습요소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시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이들 간의 연계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학습요소
의 기술에서 구체성의 정도와 표현 방식을 일관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의 세계 분야 중 계열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영역 중 가능한 부분에
서는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의 세계 분야와 다른 교과간의 연계 내용을 보여주는 통합성 분석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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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간의 연계 내용을 활용하면 통합적, 효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분석 교과의 영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초
등 현장에 제공하면 효율적인 수업 진행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시스템 영역의 학교급간 계열성 확보는 미흡한 편이었다. 초등 실과를 중
심으로 핵심개념 별 계열성은 ‘효율’, ‘창조’, ‘소통’의 순으로 잘 구성되어 있었다. 실과
기술의 세계 분야와 중학교 ‘기술․가정’간 계열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가적
인 요구 반영으로 인한 교육과정 구성의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상실하였거나, 초중등간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었거나, 제한된 학습 시간이나 분량 등의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계열성을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 외적인 저해 요인
보다는 교과 내적인 저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 활용 영역의 계열성은 기술시스템 영역보다는 잘 반영되어 있지만, 여전
히 미흡한 편이었다. 초등 실과를 중심으로 핵심개념 별 계열성은 ‘혁신’, ‘지속가능’,
‘적응’의 순으로 잘 구현되어 있었다. ‘적응’에서 실과는 직업과 진로를, 기술․가정은 기
술의 발달과 사회변화 및 안전사고와 같이 두 교과간 연계성이 미흡하게 학습 내용을
편성하고 있었다.
셋째, 기술의 세계 분야와 통합성을 보이는 타 교과는 과학, 수학, 사회 등의 순으로
높았다. 기술의 세계 분야의 학습 내용에 따라 연관성이 있는 학습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가 다르므로 교육과정 지도에 참고하여 학습의 순서나 범위를 조정하거나 통합적
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와 결론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요소, 성취기준, 학습요소간의 연계성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실과 교육과정의 계열성과 통합성 분석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5 개
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차후 학년별 단원 구성과 교육내용이
결정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실과의 계열성과 통합성에 대한 더 체계적인 자료
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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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계열성 및 통합성 분석 자료를 현장에 제공하면, 교과내
교과간의 연계성 파악으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논문접수: 2017년10월31일 / 수정본 접수: 2017년12월16일/게재 승인: 2017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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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실과교육과정의 계열성 및 통합성 분석
ABSTRACT

Analysis of Sequence and Integration in the Practical
Arts Curriculum

Kim, Ji-Suk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sequence and integration of the
2105 revised Practical Arts curriculum and present some implications in improving
curriculum development and educational practice.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involved selecting, categoriz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obtained from content elements,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15 Practical Arts
curriculum.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echnology system area revealed
the sequence in 4 out of 11 achievement standards. Based on core concepts, the
sequence of effectiveness was the best. Otherwise communication was not found
its connection to other learning contents. Second, technology utilization area was
revealed low sequence which was the better than technology system area. Third,
the technology world part was showed higher integration in order of science,
mathematics and social studies.

Key words : Practical Arts Curriculum, Technology World Part, Sequenc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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