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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진로
교육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12a)에서 제시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의한 4개의 대영역과 18개의 세부목표를 준거로 통합
교과와 국어 교과의 총 16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과별로 분석한 결과 총 99개
(통합 교과에 61개, 국어 교과에 38개)의 진로교육 내용 요소가 있었다. 진로 목표
영역별로는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에 관한 내용요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으로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 탐색’에 관한 요소가 그 뒤를 이었으나, ‘진로 디
자인과 준비’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과교육을 통한 진로교
육이나 대집단 진로상담에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주제어: 진로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분석

Ⅰ

. 서 론

진로(career)란 개인이 그의 일생을 통해 하는 일의 총체를 일컫는 개념으로 개인
의 생애를 통한 직업발달과 그 과정 및 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Gysbers & Moore, 1981, 1987). 그리고 신체와 정신이 발달하
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도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발달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선택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발달 과정을 거쳐서 이
루어진다(Bailey & Nihlen, 1989; Herr & Cramer, 1992; Seligman, Weinstock, &
Heflin, 1991; Trice & McClellan, 1993; Schwallie-Giddis & Kobylarz, 2000). 초등학
* 이 논문은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전애영, 2014)의 일부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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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시기는 학생들의 진로 성숙 단계 중 진로인식(career awareness) 단계로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김충기,
2000;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1989). 즉 이 시기는 학생들이 진로
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태도를 형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Drummond, 1995).
그리고 이 시기에 형성된 이러한 개념과 태도는 이후 단계의 진로발달에 기초가 되
어 다음 단계의 진로발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 체
계적이고 실질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자아를 인식하고 성숙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 2001; Hoffman &
McDaniels, 1991; Sciarra, 2004).
초등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해 현재 학교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은 진로교육, 대집단 진로지도, 진로 체험학습, 성공한 직업인 초청 강의, 소집단 활
동, 교사위주의 지식 전달 등이 있다(이지연, 최동선, 2005). 이 중에서도 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이나 대집단 진로지도(양미경, 김소연, 여성희, 2005; 윤인경,
변미혜, 2013; 이효선, 2009; 충청남도 교육과학연구원, 20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허은영, 2014; Cuthbert, 2000; Hoyt & Wickwire, 1999) 방법이 그동안 많이 연
구되어 왔다. 그래서 전국시도교육청별로 많은 진로프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하였고(서
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96;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2002), 각종 진로교육 기관
들에서도 진로프로그램(교육인적자원부, 2003; 어윤경 외, 2008; 한국고용정보원,
2004)을 개발해 보급하였다. 또한 국내외 학술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발표된
진로교육이나 대집단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자료가 개발되어있고 초등학교 교사들도 진로교육에 대한 필
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박상태, 2000) 아직도 현장에서는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임복순, 1999; 이지연, 최
동선, 2005). 이처럼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나라 교육 현
장과 맞지 않는 서구의 진로개발 이론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현장 괴리성, 이론과 무
관한 학교현장에서의 진부성(이지연, 최동선, 2005),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과 정보 미비(김경은, 성락영, 2013; 이경옥, 2007; 장명희, 2006)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 이외에도 그동안 수없이 많이 개발된 자료들이 제
대로 교사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학교 교육계획서에 진로교육이 반영
되어 실천하는 학교도 많지 않고(서우석, 2001), 게다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따
로 진로교육이나 진로프로그램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
었다(정철영 외, 2006).
따라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내의 구조화된 교과교육
을 통해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적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강경심, 2011a,; 김
경은, 성락영, 2013; 김일환, 1996; 양미경, 김소연, 여성희, 2005; 양희진, 2005; 황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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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정근, 1981; Farrari, 1998; Hoyt & Wickwire, 1999). 이는 초등학교의 실과 교
과에서 진로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이나 중학교의 기술·가정과에 진로를 탐색하는 내
용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이 기존 학문 교과와
교육과정 측면에서 연결되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빈번이 제기되었다(김나라,
정진철, 2009; 송인섭, 김봉환, 조대환, 임언, 2006; 최동선, 2006; 홍후조, 2006; 이지
연, 최동선, 이혜숙, 2007; Schwallie-Giddis & Kobylarz, 2000; Studer, 2005). 학교
교과 교육 안에 ‘진로’ 요소를 통합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개인의 삶 전반에서
요구하는 진로개발 역량과 함께 개인의 삶에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교육으로서
융합되어 연계되어야한다는 것이다(이지연 외, 2009; 임언 외, 2008). 특히 초등학교에
서는 매 교과 시간을 통해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의 영역을 다루는 범교과
적으로 행해지는 교과통합 진로교육(curriculum integration career education)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충기, 1999; 이혜원, 박형준,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우선 시
대적 흐름의 변화를 수용하고, 학생의 기초 교육을 강화하여 진로 적성에 적합한 핵
심역량을 기르고자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였던 기존의 내용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도 그 첫 번째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이다. 또한 기존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단일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하여 진로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독립된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진로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하나의 주제로 다루도록 한
것은 그만큼 진로교육에 대한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
부, 2012b).
이런 변화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교과통합 진로교육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시행되기 전까지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정규교과, 재
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서 수행되어 왔다. 특히 재량활동에 배당된 시간을
통해 초등학교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이 초등학교 진로교육이 이
루어지는 가장 적극적이고 구조화 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시간에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교과를 통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적절히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해당 교과시간에 사용되는 대표
적인 수업자료로서 실제 수업에서의 영향력이 크며(김경은, 성락영, 2013),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자료로서 학교에서의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주요 매체로 활용되
고 있기 때문이다(강경심, 2011b). 그리고 이 교과서를 분석해 교과의 목표와 교육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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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 진로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을 추출하여 재구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교과서 내의 진로교육
내용을 분석하려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들로는 전체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최가영, 2008), 특정 교과를 분석한 연구(고인규, 2011; 김금숙, 2007; 김
미선, 2002; 김순자, 1999; 류상희, 2012; 설동진, 2003; 정혜영, 2007), 그리고 교과교
육을 통한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교과별 지도 자료’를 개발한 연구(충청남도 교
육과학연구원, 20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가 있었다. 이 연구들은 교과서에서
진로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진로교육과 연계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1년부터 1학년과 2학년 사회과부터 시작되어 2013년에는
1학년과 2학년의 전체 과목으로 시행되었고, 2015학년도부터는 5학년과 6학년도 전체
과목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진로내
용 분석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초등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교과 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을 연계하여 수업시간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부터 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진로 관련 요소를 분
석․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1학
년 교과서의 진로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
교육의 내용 요소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얼마나 내포되어 있는가?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교육의 내용 요소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어디에 내포
되어 있는가?.

Ⅱ

. 이론적 배경

1.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목적 및 목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춰 학생 개인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게 돕고, 자아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전
달을 통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의 소
중함과 일에 대한 보람을 갖고 자기가 장래에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영역을 나름
대로 가질 수 있도록 기회와 자극을 다양하게 주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
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추구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로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
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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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
동’ 교육과정에서는 진로활동을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여, 초등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과제와 목표가 더욱 중요해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2012a)는 국가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진로교육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하는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 수준에
서 진로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를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
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
의 진로목표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진로탐색과 계
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소양을 키움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한다.”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4개의 하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진로개발역량의
기초가 되는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의 기초를 기른다. (2) 일과
직업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생활태도와 건강한 직업의식을 형성한
다. (3) 자신의 진로를 위해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위의 직업
을 탐색하고 수집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자신의 진로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설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역량을 기른다.
가.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영역 및 내용

초등학생들의 진로교육 목표에 대한 영역과 그에 따른 세부목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시된 목표 영역은 장석민 외
(1986)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자기의 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및 태도 형성’, ‘의사결정’, ‘일의 교육적 가치’, ‘일의 경제적 가치’, ‘인
간관계 기술’ 등이 제시되고 있다(서우석, 도경순, 2002;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재인용).
그런데 2012년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서는
1)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2)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3) 진로탐색, 4) 진로 디
자인과 준비라는 4가지 대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교육과학
기술부, 2012b). 이 4개의 대영역은 8개의 중영역, 그리고 18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
어있다(<표 1> 참조). 그리고 각 세부목표별로 1∼3개의 구체적인 성취지표(총 35개)
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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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진로교육의 영역 및 세부목표

대영역
중영역
Ⅰ. 자아 이 1. 자아 이해 및
해와 사회적 긍정적 자아개념
역량 개발 형성
2.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Ⅱ. 일과 직 1. 일과 직업의 이해
업세계의 이해
2. 건강한 직업의
식 형성
Ⅲ. 진로탐색 1. 교육기회의 탐색
2. 직업 정보의 탐색

Ⅳ. 진로
1. 진로의사결정
디자인과 준비 능력 개발
2. 진로계획과 준비

세부목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안다.
∙자신의 장점 및 특성을 존중한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갖는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배려심을 갖는다.

∙상대방에 맞게 의사소통할 줄 안다.
∙일과 직업의 기능과 중요성을 안다.
∙일과 직업의 다양성을 안다.
∙맡은 일에 책임이 따름을 안다.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기른다.
∙일과 직업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 안다.
∙자신의 진로에서 학습이 갖는 의미를 안다.
∙바른 학습방법 및 태도를 기른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알아본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업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한다.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을 안다.
∙기초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기른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안다.
∙자신의 꿈과 비전에 맞는 간단한 진로를 디자인 한다.

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진로교육

진로발달의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자기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
어져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이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다양한 직업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개인이 장래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응하여 삶을 행복하게 영위해 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진로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의 비
중 확대를 살펴볼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정규교육과정에 배당하였는데, 진로교육은 창의적 체험
활동의 4개 영역 중 독립된 하위 영역으로 설정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중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 활동’가운데 하나인 ‘진로활동’은 자기 이해활동,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진로 계획 활동, 진로 체험 활동의 4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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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영역별 내용

영역
활동 내용
자기이해 활동
∙자기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
종 진로 검사 등
진로 정보 탐색 활동 ∙학업 정보 탐색, 입시정보 탐색, 학교 정보 탐색, 학교 방문
∙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제도 탐색, 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
업등
진로 계획 활동
∙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등
진로 체험 활동
∙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우선 자기이해 활동은 학생 자신의 장점과 단점, 성격을 파악하게 하고, 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각종 진로 검사를 통하여 자신
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과 직업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한
다. 두 번째, 진로 정보 탐색 활동은 자신의 관심 있는 진로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다. 세 번째, 진로 계획 활동은 여러 교과와 직업과의 관계 이해하기,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인 탐구하기 등을 통
해 학업과 직업에 대한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을 지
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는 데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 체험 활동은 학생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방
송국 견학 및 무대에서 노래와 춤추기 등을, 요리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음식점에서 요리사를 도와 음식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이다.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진로교육의 내용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급 학교나
학년 특성에 맞춰 위의 4가지 활동별 내용으로 제시한 것 외에 다른 활동들을 자유
롭게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대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초등학교
1학년 국정교과서 중 국어와 통합교과(‘학교’, ‘봄’, ‘여름’, ‘가족’, ‘이웃’, ‘가을’, ‘겨울’,
‘우리나라’)이다. ‘수학’과 ‘수학 익힘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수학은 수학적 과제를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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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해결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수학적 창의성을 강조한 부
분이 컸기 때문에 추론능력, 문제해결력,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수학적 과정이
강화되어 진로교육 요소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에 진로교육의 성취목표와 연관시키
기에는 무리가 있고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학’과 ‘수학
익힘책’을 제외한 1, 2학기 총 16권의 교과서가 분석대상이었고, 교사용 지도서는 진
로교육 요소를 찾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2009 개정 초등학
교 1학년 교과서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 2009 개정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1학기
2학기

학교 1, 봄 1, 여름 1, 가족 1, 국어 1-가, 국어 1-나, 국어활동 1-가,
국어활동 1-나
이웃 1, 가을 1, 겨울 1, 우리나라 1, 국어 2-가, 국어 2-나, 국어활동2-가,
국어활동2-나

가. 분석 준거

교과서에서 진로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로교육 목표 및 내
용 체계를 정립해 놓은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연구 주체와 연구자의 관
점에 따라 진로교육 영역과 내용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결국 진로교육 영역에 대해
뚜렷하게 합의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분석 준거는 가장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2012a)에서 제시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에 의한 4
개의 대영역을 기본으로 해서 각 영역별로 제시된 목표를 분석 준거로 삼았다. 이 목
표체계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진로발달 수준 및 그에 따른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영역이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 디
자인과 준비’라는 4개의 대영역과 8개의 중영역으로 제시 되어있다. 그리고 각 영역
에 따라 진로교육 목표를 구체화 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진로교육 내용을
추출하기 위한 준거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를 기본으로 삼았다.
나.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근거하여 집필된 초등학교 1학년 교과
서의 진로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검토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
하였다.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 진로교육의 개념과 진로교육과 관련된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진로교육에서 규정한 진로교육의 영역과 내용
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에 진로교육 요소가 얼마나 반영되어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지 적합성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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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분석 준거인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의 진로교육 내용과 연관성을 고려하
여 교과서의 구성을 살펴보고, 진로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요소를 추출하였다.
교과서에서 진로교육 내용을 추출하기까지의 선정 기준은 진로교육과 관련되거나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교과서에서 교사에 의한 내용
재구성이 용이하여 진로교육과 연관시킬 수 있는 내용, 실생활 경험과 관련지어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료를 찾아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교과서 내의 진로교육 내용
분석에 대해 진로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과활동을
통해 진로교육의 적용 가능성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의해 변형 재
구성 등의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분석내용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교과서에
진로교육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될 소지
가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모든 교과서에서 추출한 진로교육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관련 내용으로 추출한 부분을 교사가 수업장면에서 어떻게 가
르치느냐에 따라 진로교육과 부합되느냐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담임교사에 의한 수업의 재량권이 커서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폭이 넓고, 교수 학습
활동의 지침이 되는 교사용 지도서가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내용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정할 때 진로교육을 바라보는 요소에 대한 관점은 교사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고 타당한 분석을 위해 내용
분석 이후 교과서에서 추출된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이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내용적
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초등교사 경력 5년 이상의 8명의 교사들에
게 의뢰하여 점검을 받았다.
분석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준거에 맞추어 연구자 1
인이 교과서 전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육학 전공 교수 1인과 그 타당성 여부를
점검했다. 진로교육 요소와 맞는지 수시로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여 수정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삭제 하였다. 그 결과 총 96개의 내용요소가
추출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추출된 내용 요소를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3명, 초
등상담전공 석사과정 초등교사 3명, 타 전공 석사과정 초등교사 2명에게 관련성 여부
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토록 의뢰하였다. 진로교육 관련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것의 의미는 진로교육의 세부목표 및 성취지표와 부합되는 내용의 교과서 내용이 선
정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진로교육 목표와 교과서의 학습목표에 비추어 진로교육
요소가 적합한지 여부를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고, 만일 적합하지 않다면 그 이
유를 쓰도록 했다. 그 결과 연구자의 분석이 절절하지 않다는 항목(평균 4점 이하)이
7개였으며, 성취목표에 의거하여 교과서 내용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요소가 3개 더 있
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연구자들(초등상담 전공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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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정 1인, 교육학(초등상담) 전공 교수 1인)이 합의하여 수정하였다. 적절성 점수가
낮은 항목 7개는 다른 항목으로 이동시켰으며, 추가하길 바라는 항목 3개는 검토 결
과 타당한 제안으로 판단되어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교과서 내용 중 ‘나무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은 처음에는 ‘대영역의 Ⅰ.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 중영역인 1.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 ①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살려서 활동할 수 있다’와 관련지었지만 ‘나무와
친구가 되는 것’은 배려와 나눔과 관련이 있고 대인관계 영역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중영역 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며 행동
할 수 있다’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최초 연구자가 추출한 내용에 다른 교사들의 의
견을 반영한 결과 1학기 교과서에서 50개, 2학기 교과서에서 49개의 진로교육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Ⅳ

. 연구결과

1. 진로교육 내용 요소의 빈도

가. 교과별 분석

1학기와 2학기 교과 내용 중 진로 요소는 통합 교과에 61개, 국어 38개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통합교과 내에서는 학교(겨울)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가족, 봄(가을),
여름의 순이었다(<표 4> 참조).
<표 4> 교과별 진로교육 요소 분석 결과

교과명
1학기
2학기
계

봄(가을)
11
3
14

나. 진로 영역별 분석

통합교과

학교
(겨울)
14
6
20

61

가족
(이웃)
14
4
18

여름
(우리나라)
6
3
9

국어
국어

12
26
3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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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영역별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대영역에서는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영역과 관련된 내용 요소가 가장 많았고,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영역, ‘진로탐색’
영역의 순이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영역이 1학
기 42개, 2학기에 39개로 총 81개가 분석되었다.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영역에서는
1학기 11개, 2학기 2개로 총 13개가 분석되었다. ‘진로탐색’ 영역에서는 1학기 4개, 2
학기 1개로 총 5개가 분석되었으며 ‘진로디자인과 준비’ 영역과 관련된 진로 내용 요
소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중영역 별로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영역에 1학기 27개, 2학기 27개
총 54개로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
성’ 영역이 1학기 15개, 2학기 12개 총 27개로 많았다. ‘일과 직업의 이해’ 영역에 대
한 교과서 관련 내용은 없었으며,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영역과 관련하여 1학기 11
개, 2학기 2개 총 13개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기회의 탐색’ 영역에서 1학기
에 1개, 직업 정보의 탐색 영역에서 2학기에 1개가 분석되었다.
<표 5> 영역별 진로교육 요소 분석 결과
대영역

중영역

1. 자아 이해 및
Ⅰ. 긍정적
자아개념
자아이해
형
와 사회적 2, 대인 성관계 및
역량 개발 의사소통역량개발
Ⅱ. 일과 1.일과 직업의
직업
이해
2, 건강한
세계의
이해 직업의식 형성
1. 교육기회의
Ⅲ. 진로
탐색
탐색 2, 직업 정보의
탐색
1.
진로의사결정
Ⅳ. 진로
개발
디자인과 2. 능력
진로계
획과
준비
준비

1학기
2학기
합계
통합
통합
중 대
중 대 중 대
영 영 가 겨 이 우리 국
영 영 영 영
가 여 국
어
어
봄 학
역 역 을 울 웃 나라
역 역 역 역
교 족 름

3 3 5 2 2 15
4
0
2
2
0
0
0

8
0
3
0
0
0
0

5
0
3
1
0
0
0

1
0
3
0
0
0
0

9
0
0
1
0
0
0

2. 진로교육 내용 분석

가.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에 관한 내용

42

1 3 0 1 7 12

27 1 3 3 2 18
0
0 0 0 0 0
11
11 1 0 0 0 1
4
0 0 0 0 0
4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9

27

81

27 54
0
0
2 13
2 13
0
4
1
5
1
1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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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영역은 진로개발 역량의 기초가 되는 긍정적인 자
아개념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의 기초 능력을 기르는 영역이다. 그래서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
뉘어져 있다.
우선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서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자
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며, 자신감을 갖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가정과 학교 등 주위 환경 속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말할 수 있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내의 진로교육 내용은 <표 6>과 같
다.
<표 6> 자아이해 및 긍정적인 자아개념 관련 교과서의 진료교육 내용 요소
세부
목표

성취지표

교과

학습목표

교수∙학습과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자신이 자신을
봄 싹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관찰에 대해 알아보기 p. 70-71
소중한 긍정적으로
기록한다.
(나–관찰하기)
(p. 277)
여름 더운 여름에 자신의 감정을 ∙감정조절 방법 알기
p. 28-31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p. 483)
안다. 태도를 갖는다.
배려한다.
자신감을 갖고 학교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한다. ∙내 얼굴 표현하기
p. 22-23
말하고 행동할 수
∙자기 소개 하기
(p. 74)
국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친구들 앞에서 자기
p. 82-83
있다.
1-가 말할 수 있다.
소개하기
(p.159)
국어 그림책을 읽고 생각이나
∙자아의 이해 / 내 의견 p. 163
1-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말하기
(p. 202)
국어활 시 발표회를 할 수 있다.
∙느낌을 살려 시를 소리 p. 81
동 2-나
내어 읽기
(p.264-266)
가정과 학교 등 학교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켜야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않은 p. 32-33
주위 환경 속에서
할 것을 안다.
곳 살펴보기
(p. 96)
자신이 소중한
∙안전한 행동 찾아보기
존재임을 말할 수 가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가족과 함께 내가 가족을 p. 30-31
찾아본다.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p.351,
있다.
생각하기
353)
학교 안전하게 등교․하교 한다 ∙탈것을 이용할 때 지켜야 p. 36-39
할 일 알아보기
(p. 110)
자신의 자신이 잘하는 국어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재주꾼 오형제’ 글을 읽고 p. 254-256
장점 및 것과 좋아하는 2-나 떠올리며 이야기를 들을 수 내 장점 살펴보기
(p. 360)
특성을 것을 말할 수 있다.
있다.
청소가 필요한 곳을 알고, ∙봄맞이 청소하기
p. 18-21
존중한다 자신이 잘하는 봄
것과 좋아하는
교실 청소를 한다.
(p.189,
.
것을 살려서
193)
활동할 수 있다. 여름 여름방학 동안 배우고 싶은 ∙‘방학이 되면’ 놀이하기 p. 66-69
것을 살펴본다.
(p. 545)
국어 시를 소리 내어 읽는 방법을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을 p. 160-165
2-나 안다.
갖고 그렇게 읽는 것이
(p.236-238)
바람직한 시 읽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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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친구 앞에서 시를 소리 내어 ∙친구들 앞에서 여러 가지
2-나 읽을 수 있다.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기
국어 친구 앞에서 시를 소리 내어 ∙도토리를 여러 가지
2-나 읽을 수 있다.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기
국어 알맞은 목소리로 인물의 말을 ∙따옴표에 알맞은 목소리로
2-나 읽을 수 있다.
글 읽기
국어 인물의 행동과 어울리는
∙역할 놀이 해보기
2-나 목소리를 생각하며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
자신의 미래 봄 나무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중
모습을 그려볼 수
알고 실천하는 방법을 찾을

자신의
꿈과
비전을 있다.
갖는다.

가족
가족
가족
가을1
겨울1
겨울1
겨울1
우리나

이루고 싶은
자신의 꿈을 말할
수 있다.

라1
가족

p.166-169
(p.240-243)
p. 169
(p. 243)
p. 182-187
(p. 256)
p. 270
(p. 375)
p. 80-81
(p. 298)
수 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그린다. ∙살고 싶은 집 그리기
p. 84-85
∙살고 싶은 집 구상하기 (p. 436)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꾸민다. ∙살고 싶은 집 이야기하고 p. 86-87
구상하여 꾸미기
(p. 440)
우리 가족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고 싶은 집 구상하고 p .90-91
만든다.
만들기
(p. 447)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할 수 p. 90-93
노력하는 태도를 갖는다.
있는 일 찾기
(p. 311)
한 해 동안의 생활을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p. 82-83
반성하고 새로운 해를
실천 다짐하기
(p. 571)
다짐한다.
한해를 보내며 / 2학년이 되면∙2학년이 되면 하고 싶은 일 p. 86-89
알아보기
(p. 579)
계절달력을 만들고 각 계절에 ∙사계절에 경험했던 일을 p. 92-93
하고 싶은 일을 쓴다.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일에 (p. 590)
대해 이야기하기
전통을 넘어서/ 우리의 전통을∙전통문화를 지키는 내 모습 p. 96-97
이어 나가는 미래의 내
그리기
(p. 453)
모습을 그린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꾸민다. ∙살고 싶은 집 이야기하고 p .86-87
구상하여 꾸미기
(p. 440)

다음으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영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
감과 배려심을 갖는 것과 상대방에 맞게 의사소통할 줄 아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관
련된 성취지표 별로 관련된 교과와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관련 교과서의 진료교육 내용 요소
세부목표 성취지표 교과

학습목표

다른 주위 사람과 학교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과의 친밀하게
것을 조사한다.
관계에서 지낼 수
학교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친밀감과 있다.
일을 살펴본다.
배려심을

교수∙학습과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짝에 대해 알아보기
p. 62-63
∙짝의 좋은 점을 찾고 사이좋게 (p. 143)
지내는 방법 알아보기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p. 74-75
알기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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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학교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교실에서 지킬 일을 알고
실천한다.
가족 가족이 함께 하는 행사를
안다,
가족 상황에 따라 인사예절을
안다.
학교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본다.

학교
봄
이웃1
이웃1
이웃1
가을1
국어
2-나
국어
2-나
겨울1
다른 사람 학교
입장을
생각하며
행동할 수 봄
있다.
가족
여름
국어

2-나

∙그림을 보고 잘못된 부분 찾아 p. 72-73
발표해 보기
(p. 153)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알기
∙우리 집 가족 행사 소개하기 p. 34-35
∙우리 집과 다른 집의 행사 (p. 361-362)
비교하기
∙우리 집 규칙 정하기 중 할 일 p. 18-21
정할 때
(p. 331)
•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p. 80-81
알기
(p. 173)
•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일
알아보기
• 어떤 친구가 될지 약속하기
짝의 특징을 살려 그림을 ∙짝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p. 64-65
그린다.
그리기
(p. 148)
∙짝에 대해 조사한 내용 이야기하기
∙짝을 소개하기
친구들과 함께 장애물
∙같은 모둠 친구들 응원하기 p. 42-43
달리기를 한다.
∙이긴 편 축하해 주기
(p. 234-235)
이웃과 서로 도우며
∙이웃 사이에 있었던 일
p. 36-37
살아가는 모습을 안다.
이야기하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도서
모습 살펴보기
p. 98,99)
나의 이웃에 대해 안다. ∙이웃 알아보기
p. 28-29
(p. 81)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예절 p. 40-41
예절을 안다.
알아보기
(p. 106)
서로 돕는 생활방법을 알고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방법 p. 34-37
실천한다.
알기
(p. 226-228)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필요한 p. 188-199
안다.
상황 생각하기
(p. 280)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할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기분을 p. 200-203
수 있다.
좋게 하는 말 쓰기
(p. 282)
3.한해를 보내며 마음을 ∙고마운 친구에게 마음을 담은 p. 84-85
전해요
카드 만들어 전달하기
(p. 576)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그림을 보고 잘못된 부분 찾아 p. 66-71
교실에서 지킬 일을 알고 발표해 보기
(p. 153)
실천한다.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알기
나무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나무와 친구가 되기 위한 방법 p. 80-81
알고 실천하는 방법을 찾을 이야기하기
(p. 296)
수 있다.
∙나무와 친구가 되기 위한
나만의 방법 실천하기
바르게 식사하는 방법을 ∙가족들과 음식점에서 식사할 p. 22-25
알고 실천한다.
때의 식사예절 알기
(p. 337)
∙가정에서 식사할 때의
식사예절 알기
더운 여름에 자신의 감정을 ∙감정조절 방법 알기
p. 28-31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감정 조절 실천하기
(p. 483)
배려한다.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할 ∙참고자료–배려하는 말하기 p. 200-203
수 있다.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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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1 나눔과 봉사에 대해
∙ 학습주제가 ‘나눔과 봉사’임을 p.
이야기를 나눈다.
알기
11-17(삽화)
(p. 464)
겨울1 교실에서 배려하고
∙친구를 도와주었거나 도움 p. 28-29
봉사하는 놀이를 한다. 받았던 경험, 그 때 기분, 내가 (p. 487)
해 줄 수 있는 일 찾기
국어 인사말을 할 때의 바른 ∙인사하는 바른 자세와
p. 64-69
2-가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하여 마음가짐 알기
(p. 129)
안다.
국어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사 할 때의 바른 자세와 p. 67, 2번
2-가 인사하였던 경험 나누기 마음가짐에 대하여 정리하기 (p. 129)
이웃1 이웃에게 예의 바르게 ∙상대와 상황에 어울리게 p. 30-33
인사한다.
인사하기
(p. 88)
서로 다른 국어 글과 그림이 나타내는 뜻을 •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들의 p. 156
생각, 감정, 1-나 생각하며 그림책을 읽을 수 서로 다른 입장을 비교해 보기 (p. 198)
문화 등을
있다.
이해하려고
(ex. 기린, 타조)
p. 44-55
노력할 수 학교 학습주제가 친구임을 안다. ∙도움자료 : 달라도
친구/친구관련 이야기 책
(p. 125)
있다.
국어 만화영화를 보고 생각이나 ∙작품을 읽더라도 사람마다 p. 15-19
2-가 느낌을 말할 수 있다.
재미있었던 부분 다름을 인정) (p. 70)
국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토끼 지우개”를 읽고
p. 224
2-나 있다.
예진이나 민희에 대하여 자신의 (p. 324)
생각을 말하기
국어 글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지구를 대표하여 별나라에 갈 p. 234-238
2-나 쓸 수 있다.
동물을 알리는 편지쓰기
(p. 337)
∙누구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국어 이야기를 듣고 누가 무엇을 ∙인물이 한 일 알아보기
p. 170-171
2-나 하였는지 안다.
(p. 244)
국어 누가 무엇을 하였는지
∙이야기 듣고 내용 파악하기 p. 172-174
2-나 생각하며 이야기를 들을 수
(p. 248)
있다.
상대방에 대화할 때 국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바른 자세로 들으려면 어떻게 p. 76
맞게 상대방의 1-가 바른 자세에 대하여 안다. 해야 하는지 알기
(p. 151)
의사소통 말을 잘 들을
할 줄 수 있다.
안다. 대화 상대에 국어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을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 알기 p. 78-81
맞추어 1-가 안다.
(p. 154)
적절하게 국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 ∙친구들 앞에서 자기 소개하기 p. 82-83
(p. 158)
말할 수 1-가 있게 말할 수 있다.
학교 노래를 부르며 인사 놀이를 ∙여러 가지 인사말 알아보기 p. 26-27
있다.
한다.
(p. 83)
가족 상황에 따른 인사예절을 ∙규칙과 예절 정리하기
p. 18-21
안다.
(p. 331)
국어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나무에’ 나오는
(p. 184)
2-가 글을 띄어 읽을 수 있다. 인물을 골라 하고 싶은 말 써
보기(국어 p116 5번)
국어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할 ∙짝과 함께 역할에 알맞은 말 p. 200-203
2-나 수 있다.
연습하기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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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2-나
우리나
라1
봄

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적절하게 봄
표현할 수
있다.
가족
국어
국어
1-가
국어
1-나
국어
1-나
국어
1-나
국어
2-가
국어
2-가
국어
2-나
국어
2-나
국어

2-나

듣는 사람의 기분을
∙국어 p210 3번
생각하며 자기의 기분을
말하는 방법을 안다.
우리나라의 볼거리를 찾아 ∙우리나라 볼거리를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한다. 안내문 작성하기
자연물을 이용하여 즐겁게 ∙놀이 정해서 놀이하기
봄놀이를 한다.
(소꿉놀이)

p. 208-211
(p. 294)
p. 52-55
(p. 384)
p. 78-79
(p. 291
소꿉놀이)
봄에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봄에 들을 수 있는 소리를 p. 32-33
물건이나 몸으로 표현한다. 다양하게 표현하기
(p. 214)
카드로 감사의 마음을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 찾기 p. 44-45
전한다.
(p. 381)
기분이 잘 드러나게 말하는 • 기분이 잘 드러나게 말하는 p. 99
방법을 안다.
방법 이야기하기
(p. 166)
자기의 기분을 자신 있게 ∙기분이 잘 드러나게 말하는 p. 102-104
말할 수 있다.
방법 말하기
(p. 168-170)
그림책을 읽고 생각이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 말하기 p. 164
느낌을 말할 수 있다.
(p. 204)
글을 알맞게 띄어 읽어야 ∙띄어 읽을 때의 좋은 점 알기 p. 216
하는 까닭에 대하여 안다.
(p. 259)
그림일기에 대하여 안다. ∙그림일기를 보고 어떤
p. 248-249
내용인지 생각하여 보기
(p. 295)
2-가 4.뜻을 살려 읽어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며 p. 110-117
글 읽기
(p. 182)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나게 ∙인물의 생각이 무엇인지 p. 78-81(국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 생각하며 글 읽기
어활동)
∙역할놀이하기
(p. 188)
알맞은 목소리로 인물의 ∙알맞은 목소리로 인물의 말을 p. 175-181
말을 읽는 방법을 안다. 읽을 수 있다.
(p. 250)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무지개 물고기’에 나오는 p. 204-207
되어 듣는 사람의 기분을 인물이 되어 듣는 사람의 기분을 (p. 290)
좋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좋게 하는 말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듣는 사람의 기분을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p. 212-215
생각하며 자기의 기분을 자기 기분 드러내는 연습하기 (p. 298)
말할 수 있다.

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에 관한 내용

‘일과

직업의 세계의 이해’ 영역은 일과 직업세계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고 직업의
역할과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보는 활동을 통해 직업의 다양성을
알아보는 영역이다. 그래서 일과 직업의 이해와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이라는 두 영역
으로 나누어져 있다. 진로교육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교과서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상위목표만 제시하고 세부목표를 표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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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관련 교과서의 진료교육 내용 요소
세부목표

맡은
일에
책임이
따름을
안다.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기른다.

성취지표

교과

가정과
여름
학교에서 시간
여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말할
수 있다.
국어
2-나

학습목표

교수∙학습과정

스스로 여름 방학 생활 ∙계획을 세우는 방법 알기
계획을 세운다.
∙우선순위 정하기
방학동안 지켜야 할 일을 ∙생활 계획표를 보고 스스로
알고 실천하는 태도를 지킬 일 생각하기
갖는다.
∙방학 동안 지킬 일 스스로
정하기
8.생각하며 읽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약속의 중요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
생각하기
각 역할마다 봄
교실을 정리정돈 하는 ∙정리 정돈이 필요한 곳
어떠한 책임이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찾아보기
따르는지 말할
∙정리 정돈 방법 알아보기
학교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알기
수 있다.
교실에서 지킬 일을 알고
실천한다.
가족 가족이 함께하는
∙집안일 분담하기
집안일을 안다.
∙집안일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일 생각해 보기
맡은 일에 학교 학교 안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최선을 다한
곳의 이름과 그곳에서 호칭과 역할 이해하기
사람들에 대해
하는 활동을 안다.
말할 수 있다.
맡은 일에서 봄
씨앗을 심는 방법을 알고 ∙씨앗이 커 가는 모든 과정에
성실하고
씨앗을 심을 수 있다. 참여하여 생명의 신비와 변화
최선을 다하는
느끼기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알기
자세를 기를 수 여름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에너지 절약 실천하기
있다.
가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알기
일을 살펴본다.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생각하기
가족 집안일의 순서를 안다 ∙집안일 돕기
가을1 추석을 위하여 준비해야 ∙가족들이 추석에 하는 일
할 것들을 살펴본다. 살펴보기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p. 70-71
(p. 551)
p. 74-75
(p. 562)
p. 218
(p. 316)
p. 30-31
(p. 209)
p. 66-71
(p. 153)
p. 26-27
(p. 343)
p. 28
(p. 89)

p. 66-69
(p. 271)
p. 40-41
(p.
506-507)
p. 30-31
(p. 351,
353)
p. 28-29
(p. 349)
p. 72-75
(p. 227)

다. 진로탐색에 관한 내용

‘진로탐색’

영역은 자신의 진로와 관계있는 교육 기회 탐색을 통하여 학습의 의미
를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 직업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영역이다. 그래
서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직업정보 탐색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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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교과서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상위
목표만 제시하고 세부목표를 표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진로탐색에
관한 교과서 내의 진로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진로탐색 관련 교과서의 진료교육 내용 요소
세부목표

바른

성취지표

교과

학습에 대해서 봄
학습방법 긍정적이고
및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를
기른다. 가질 수 있다. 봄

학습목표

봄에 볼 수 있는 것들을
흉내 낸다.
봄의 느낌을 다양한 색과
선으로 표현한다.

교수∙학습과정

∙봄에 볼 수 있는 것의
특징 살펴보기
∙개인별로 흉내 내기
∙봄과 관련된 색과 선
찾아보기
∙어울리는 색과 선을
사용하여 표현하기
국어 그림일기에 대하여 안다. ∙그림일기를 쓸 때에
1-나
들어가는 것 알기
자신에게 효과적인 가족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계획 세우기
학습 방법을
안다.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다.
주변에서 지역사회를
이웃1 주변에 있는 가게를 ∙주변 가게 구경하기
여러 가지 중심으로 여러
조사한다.
직업을 직업을 찾아볼 수
알아본다. 있다.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p. 34-35
(p. 218)
p. 36-37
(p. 223-224)
p. 248-249
(p. 294)
p. 66-69
(p. 400-401)
p. 64-65 교
(p. 143-144)

라. 진로 디자인과 준비에 관한 내용

‘진로 디자인과 준비’ 영역은 향후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을 연습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진로의사
결정능력을 개발하고 진로계획과 준비를 하는 두 영역으로 나뉜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이 영역과 관련된 진로교육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Ⅴ

.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진로교
육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12a)에서 제시한 ‘진로교육
의 목표 및 내용체계’에 의한 4개의 대영역과 8개 중역역, 18개의 세부목표를 준거로
통합교과와 국어교과의 총 16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별 진로
교육 관련 내용 요소를 분석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학기와 2학기 교과 내용 중 진로 관련 내용 요소는 통합 교과에 61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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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에서 38개가 있었다. 통합교과 내에서는 학교(겨울)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가족,
봄(가을), 여름의 순이었다. 이는 통합교과와 국어 교과만 놓고 보면 통합교과에 훨씬
많은 진로교육 내용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통합교과가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교과에 골고루 진로
영역 요소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전체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로는
최가영(2008)이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분석한 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연구와 비교해보면, 우선 이 연구에서는 총 24개의 진로교육 내용 요소가 있다고 하
였다. 물론 2009 개정 교과서에서 더 많은 진로교육 내용 요소를 찾았으나 단순 비교
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진로교육 내용 요소를 찾는 연구자마다 다른 기
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최가영의 연구와 달리 연구자들 뿐
아니라 초등교사 경력 5년 이상의 8명의 교사들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받는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타당성있게 비교될 수 있는 연구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가영의 연구에서는 국어에 8개, 슬기로운 생
활에 8개, 즐거운 생활에 6개, 바른생활에 2개의 순으로 있다고 하였고,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던 수학이나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에서는 진로교육 내용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수학교과에서는 진로교육 내
용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선행연구를 따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에
수학교과를 제외하더라도 제 7차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전 교과에 비교적 골고루 분
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여러 연구들에서 매일 매일의 교과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과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을 강조했던 것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진로내용 요소는 각 교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교
과수업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대영역에서는 ‘자아개발 및 사회적 역량 개발’ 영역
에 관한 내용이 81개,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영역에 관한 내용이 13개, ‘진로탐색’ 영
역에 관한 내용이 5개였다. 그리고 중영역 중에서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의 순으로 내용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런 결
과는 영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진로교육의 영역이
골고루 반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등
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올바른 사회관계를 맺는 가운데 진로
를 인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진로교육 내용과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아개발 및 사회적 역량 개발’ 영역의 내용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많게 나
타나는 것은 진로교육에 대한 언급 중 초등학교 시기는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을 구
체적으로 발달시키기 시작하며, 이를 자아개념과 관련지어 잠정적인 진로목표까지 설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던 것(정철영, 2011), 미래에 대한 초보적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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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하며,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진로선택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시기라고
하였던 것(이종범, 정철영, 2005)을 고려해보면 초등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해서
는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중요 진로교육
영역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꼽은 분야를 보면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순으로 나타났던 연구결과(이
건남, 2013)와도 부합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제 7차 교육과정의 전체 교
과서를 분석했던 최가영(2008)의 연구에서도 1학년에서는 인간관계 기술 영역의 내용
과 자아의 이해 영역의 내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일
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가치관, 의사결정능력 영역의 내용 순이었던 것과도 일치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새로운 진로교육 목표체계에 맞춰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는 없으나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에서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과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과 관련된 내용에 중점을 두다가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영역의 내용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최가영(2008)의 연구에서도 3학년 교과서에서부터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영역의
내용이 가장 많았다고 한 것이나, 4∼6학년 초등학교 국어와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한
김미선(2002)의 연구에서는 국어과의 경우에는 의사결정능력, 일과 직업의 세계, 자아
인식, 인간관계 기술,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순으로 많았다고 하였고, 사회과의
경우 일과 직업의 세계가 가장 많았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의사결정 능력, 자
아인식에 대한 내용은 매우 적다고 하였다. 또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한 김
금숙(2007)과 김순자(1999)의 연구에서는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영역이나 일에 대한
태도 영역이 많았고, 자아이해와 인간관계 기술 영역의 내용은 비교적 적었다고 하였
고, 설동진(2003)은 의사결정능력 영역이 가장 많았고, 일의 세계 이해, 자아인식의 순
이라고 하였다.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영역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은 중학교 이후의
교과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중학교 가정 교과서를 분석한
김미혜(2013)의 연구, 중학교 실과(기술, 가정) 교과서를 분석한 박지숙(2010)의 연구,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분석한 양미경, 김소연, 여성희(2005)의 연구,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를 분석한 이상숙(2009)의 연구에서도 학년별로 비중이 다르긴 했으나 일과 직
업세계 이해와 일과 학습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
를 분석한 연구들(강경심, 2011a; 김경은, 성락영, 2013; 김보련, 2010; 이혜원, 박형준,
2009; 손현희, 박미정, 채정현, 2009)의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일관되게 일과 직업 세계
의 이해 영역의 내용 비중이 가장 높고,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형성 영역, 진
로 계획 영역이 자아이해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진로교육 영역을 나타내는 분석 기준에 의거하여 2009 개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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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에 나타난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진로교육 관련 내용이 얼마나 포함되
었는지를 살펴보고 진로교육 목표와 영역에 맞게 교과서에서 진로교육 관련 요소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2012a)에서 제시한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를 분석 준거로 삼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연구가 교과서 단원에서 진
로교육을 추출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교과서 페이지, 교사용 지도서까지 제시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그리고 연구자 개인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차가
존재하였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현장 교사들로부터 타당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그러나 향후 이런 진로교육 내용 요소가 얼마나 적절하게 배치되어있는 지
라든가, 적절한 양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진로교육 내용 요소가 더 많다거나
각 교과에 골로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성공적인 진로교육의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
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교과서를 분석하는 연구는 많으나, 임언, 최동선, 이혜숙
(2007)이나 임언 외(2008), 임언과 정연옥(2010), 장명희, 김선태, 박윤희(2010) 등과
같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을 위한 연구들이 시작되고는 있으나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교과 내용을 충실히 다루기만 하면 진로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내용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교육했을 때 진로교육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는
지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진로교
육의 목표체계를 더욱 상세화해서 학년별로 도달해야 할 성취수준을 설정하는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영대 외(2004)의 연구에서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와 내용 체계를 제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교육과학기술부(2012a)에서 진로목표 성
취수준을 제시한 바가 있으나 진로교육 전문가들이 합의한 타당한 목표체계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외국에서 성취기준과 목표를 학년별로
제시된 사례들과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후에는 학년별로 설정된 진로
교육 목표와 성취수준에 따라 진로 교육 내용이 잘 구성되어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육
의 특성상 진로교육은 교사의 재량과 선택에 맡겨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사마다
진로교육 실시하는데 있어 편차가 심하고, 시수가 정확히 확보되지 않아 자칫 소외되
기 쉽고, 교사들에게는 수업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교육과정에 진로교육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어떻게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실려 있지 않
아 교육자료로 활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직
교사에 대한 연수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교사들이 보다 용이하게 진로교육
을 접목시켜 교육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적 요소를 추가해 교사용 지도서를 재구성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방법과 자료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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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tent Analysis on Career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1st Grade Textbooks based on the Newly Revised
2009 Curriculum

Jeon, Ae Young(Okam Elementary School)

Son, Hyun-dong(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areer education contents in the
elementary school 1st grade textbooks based on the newly revised 2009 curriculum.
The target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was all 1st grade textbooks(16 textbooks
excluding mathematics). And they were analyzed based on the ‘School Career
Education Objectives and Achievement Standard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2012a).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99 Career education contents(61 in the integrated subject, 38 in the Korean subject)
were contained in the textbooks. 2) Career education contents were related most with
‘Self-understanding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 category. Next came
‘Understanding work and vocation world’, ‘Career Exploration’ categor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current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career education, career education contents, textbook
content analysis, 2009 revi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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