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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표준 관련 교육 목표 및 내용의 변천
- 2007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김성애*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표준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분석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천
추이와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준과 관련된 교육목표와 내용이 포함된 2007 개정 교육과정, 2011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성취 기준)과 내용의 변천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표준 관련 교육과정은 기술․가정 과목의 교육과정 중 2007 개정 교육과정, 2011 개정 교육과정, 그리
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국민공통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술․가정과목에 ‘표준’이 별도의 독립된 내용
요소로 확대 적용되었다.
둘째, 교육 목표의 변천 추이와 특징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편적인 인지과정
차원과 지식차원의 교육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인지과정차원과 지식차원
의 교육목표가 제시되었다.
셋째, 교육 내용의 변천 추이와 특징은 중학교 국민공통교육과정인 기술․가정과목의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준’을 ‘제조 기술’ 단원에 일부 포함되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립된 내용
요소로서 확대 적용되었다.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중 일반 선택 과목인 기술․가정과목의 2007 개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준’을 교육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립된 내용 요소로서
제시되면서 중학교에서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학기술 전반과 ‘표준’
을 연계하고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표준’을 연계했던 고등학교 심화(진로) 선택 교육과정의 공
학기술(일반)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표준’은 지적재산권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전략인 만큼 Technological Literacy로서 모든 내
용 요소에서 표준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성과 계열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기술․가정 과목의 선택교육과정 전 과목에서도 계속성과 계
열성 확보의 차원에서 표준과 관련된 교육목표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표준 관련 교육 목표, 표준 관련 교육 내용, 중학교 및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국가교육과정, 교육목
표 및 내용 변천,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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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하면 초등교육을 위한 선행 연구는 체험 활동 과제
개발(이상봉, 오동규, 2008)과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단원 개발(김종우, 2006)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중

인류는 다양한 기술을 끊임없이 발달시켰으며 편

등교육을 위한 선행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표준이라는 약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험 활동 과제 개발

속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김성애, 이상봉,

(이상봉, 곽유림, 2013; 김흥민, 이상봉, 2017) 통

2016). 또한, 표준 특허의 개념이 주목 받게 되면서

신기술 및 로봇 교육 내용을 표준과 연계한 체험 활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사용되는 표준이 국

동 과제 개발(박상현, 황재웅, 2017; 김성애, 이상봉,

가 경쟁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2016), 자유학기제의 표준 교육 활성화 방안(김성

와 함께 최근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애, 2017), 중학교 기술․가정과 고등학교 공학기술

시대를 맞이하여 독일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

과목을 위한 단원 내용 구성(이상봉 외 2인, 2009;

주요 선진국들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봉, 정진우, 2011), 고등학교 공학기술 과목을

국제 표준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

위한 체험활동 과제 개발(이상봉 외, 2011), 교육

추진하고 있다(박영국 외 2인, 2017). 이에 발맞추

과정 및 교과서의 교육 내용 분석(신효근, 이경택,

어 우리나라도 다른 기술 영역 간 상호 협력과 함께

2016; 정진우 외 2인, 2016; 장민수, 김흥민,

이에 따른 표준화 전략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017), 표준교육에 대한 효과성 분석(정진우 외 2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요소인 글로벌 표준 인재

인, 2017))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초, 중, 고등학

양성을 위해 산업 간 표준화 전략과 함께 표준에 대

생을 위한 표준 교육 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

한 교육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극대화 되고

지 표준과 표준화 연구 저널을 통해 매우 활발하게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에 내용이 확대 적용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기업에 대한 표준화 교육을

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학교 교육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07 개정

에서의 표준 교육을 위한 연구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교육과정에서부터 실과(기술․가정)에서 표준화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정규 교육에서 표준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에 살아갈 시대에 필요한 지

교육이 실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식, 태도, 기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인 활동

2007).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

이라는 정의에 비추어보면(이상봉, 2004), 표준 교

준이 내용 요소로 포함되고 단독의 성취 기준이 마

육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

련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교육을 실시할 수

해 표준과 관련한 지식, 태도, 기능을 기를 수 있도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교육부, 2015)

록 하는 의도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변화되

초, 중, 고등학교을 위한 ‘표준 교육’과 관련된 선

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나 역량이 바뀌고 그에 따

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체험활동과제개발에 대

라 교육의 목표가 바뀌는 일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

한 연구였으며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 효과성

으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체계

연구,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를 정리

적으로 담고 있는 교육과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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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이상봉, 곽유림, 2017).

첫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탑재된 초등학교와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초, 중

중등학교 교육과정 원문을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이

등 교육과정에서 로봇과 관련된 교육 목표 및 내용

된 교육과정 문서는 표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 변화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이다. 실과(기술․가정)

따라서 초, 중등교육에서 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과 교육과정 중 표준과 관련된 교육목표와 내용이

대한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향후 초, 중,

포함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실과

고등학교에서의 표준 교육이 나아갈 바를 살펴볼 수

(기술․가정) 교육과정, 2011. 8. 교육과학기술부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그 동안의 선행

고시 제2011-361호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표준과 관련된 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천

2015. 9.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실과(기술․

추이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가정)/정보과 교육과정이다(교육부, 2015; 교육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교육으로서의 중학교

적자원부, 2011; 교육인적자원부, 2007).

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표준과 관련된 교육 목표

둘째, 중, 고등학교 시기별 교육과정에서 ‘표준’이

와 내용의 변천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시기별 교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 목표

육목표와 내용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성취 기준)를 확인하여 그 변천 추이와 특징을 분

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석하였다. 표준 관련 교육 목표(성취 기준)은 Bloom

을 길러주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일반교육에서 표준

의 신교육목표분류에 기초하여 추이에 따른 특징을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살펴보았다. 분류학 표의 행과 열에 각각 4가지 지식
차원과 6가지 인지적 차원을 유목으로 나타내고 각
각의 교육 목표를 동사와 명사로 구분하여 동사는 인
지과정 차원의 유목에 따라, 명사는 4지식 차원의 유

Ⅱ. 연구 방법

목에 따라 <표 1>과 같이 칸에 배치하였다(Anderson
et al., 2001/2005). <표 1>에 배치된 교육 목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를 통해 그 특징과 변천 추이를 분석하였다. 교육학

교육과정에서 표준 관련 교육목표와 내용을 분석하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를 전문가 집단으로 규정하

<표 1>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에 터한 지식차원과 인지과정차원의 분류표
인지과정차원
지식차원

기억하다

이해하다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창안하다

A. 사실적 지식
B. 개념적 지식
C. 절차적 지식
D. 메타인지 지식
출처: Anderson 외(20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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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해당하는 전문가 2인과 연구자가 동일한 분

이나 중 영역 또는 교육 목표(성취 기준) 및 학습 요

석 방법으로 교육 목표를 분석하였다. 각각 분석이

소, 지도 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분석된 교육

완료된 후 2회에 걸친 전문가 집단 협의를 통해 분

목표와 내용의 변천 추이 및 특징을 통하여 교육목

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고 수정 보완함으로써 결과를

표와 내용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도출하였다.
셋째, 중, 고등학교 시기별 교육과정에서 중, 고등
학교 시기별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육내용을 시기에 따라 ‘내용’,

Ⅲ. 중학교와 고등학교 ‘표준’관련 교육
목표의 변천

‘내용 체계’, ‘영역별 내용’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
현하고 있다. 따라서, ‘로봇’과 관련된 교육내용의 변
천 추이와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내용’, ‘내용 체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에서 표

계’등에 제시된 대단원명이나 영역명을 분석하고 대

준관련 교육 목표의 변천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단원명이나 영역명만으로 파악이 힘들 경우 중단원

중학교는 기술․가정과의 ‘기술의 세계’분야에서, 고

<표 2>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의 ‘표준’관련 교육 목표
교육과정
과목
(학교급)

기술․가정
(중학교)

기술․가정
(고등학교)

공학기술
(고등학교)

교육 목표

시기
2007 개정

[상략] 제품 설계 및 제작에 표준화 및 법정 계량 단위를 적용하여 간단한 제품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2011 개정

[상략]제품 개발과 표준화를 설명할 수 있다.

2015 개정

○ 표준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표준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사례를 찾아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
가한다.

2007 개정

없음

2011 개정

없음

2015 개정

○ 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이해하고, 국내외 표준 사례를 분석하
여 특허 표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다.
○ 발명과 표준에 관련된 체험 활동을 통하여 기술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2007 개정

공학 기술의 표준화 과정을 통해 공학에서 설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준화의 개념
과 중요성을 알게 한다.

2011 개정

공학 기술이 사회에 끼친 영향력과 표준화를 통한 공학 기술의 보편적 확대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공학 기술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및 과정을 이해한다.
○ 공학 기술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제품 개발과 표준화의 중요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고, 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적 재산권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없음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2011), 교육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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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는 기술․가정과의 ‘기술의 세계’분야와 심화

된 교육목표가 삭제되었다. 학교급별로 표준이 포함

(진로)선택과목인 공학기술(공학일반) 교육과정에서

된 교육과정 전체에서 표준 관련 교육목표가 차지하

표준 관련 교육 목표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는 비율은 <그림 1>과 같다. 대체적으로 7%미만의

를 시기별로 확인하여 변천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목할 만한 것은 표

다. 특히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에 터하여 교육

준과 관련된 교육목표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

목표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표준’

2007개정 교육과정, 2011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의 문서에서 ‘표준’이라는 단어가 포함

이었다. 2007 개정 기술․가정과 교육 과정 중 국

된 교육 목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또한 <표 2>

민 공통 교육과정과 심화 선택 교육과정에서 교육

에서 교육목표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학교급

목표에 ‘표준’이 언급되었다. 이후 2011 개정 교육

별로 교육과정의 시기와 교육에 따라 비교하면 <표

과정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인 중학교 기술․가정과와

3>과 같다.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중 심화 교육과정에서 표준

<표 3>을 전통적인 Bloom의 교육목표분류(Bloom,

과 관련된 교육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개정

1976)에 의하여 분석하면 ‘표준’ 관련 수업 목표의

된 교육과정에서는 표준이 별도의 내용요소로 독립

76.5%가 ‘표준’과 관련된 지식을 ‘알기’, ‘이해하기’,

되었으며 중학교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

‘설명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적용하기’와 같은

심교육과정 중 일반 선택 과목에 포함되었다. 그러

인지적 영역과 관련된 목표였으며, 23.5%가 ‘표준’

나,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

과 관련된 기능을 ‘체험하기’, ‘실현하기’, ‘평가하기’,

서 포함되어 있던 심화 선택 교육과정과 같은 선택

‘문제해결하기’와 같은 심리운동과 관련된 목표였다.

중심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표준과 관련

수업목표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

<그림 1> 전체 교육과정 중 ‘표준’과 관련된 교육목표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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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에서 ‘표준’과 관련된 교육 목표 분석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 공통 교육과정
교육목표의 주요 개념

선택 교육과정

과목명 : 기술․가정
2015
개정

2007
개정

과목명 : 공학기술(일반)

2007
개정

2011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표준화 설명하기

-

O

-

-

-

-

-

-

-

표준(화)의 개념 알기

-

-

O

-

-

-

O

-

-

적용되는 표준 이해하기

-

-

-

-

-

O

-

-

-

표준의 필요성 인식하기

-

-

-

-

-

O

-

-

-

표준의 중요성 알기

-

-

O

-

-

O

O

O

-

표준의 사례 분석하기

-

-

-

-

-

-

-

O

-

표준의 영향을 분석하기

-

-

O

-

-

-

-

-

-

표준의 영향을 평가하기

-

-

O

-

-

-

-

-

-

비표준화 해결 방안 탐색하기

-

-

O

-

-

-

-

-

-

비표준화 해결 방안 실현하기

-

-

O

-

-

-

-

-

-

비표준화 해결 방안 평가하기

-

-

O

-

-

-

-

-

-

표준체험활동을 통해 기술적
문제 해결하기

-

-

-

-

-

O

-

-

-

표준화 적용하기

O

-

-

-

-

-

-

-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2011), 교육부(2015)

<그림 2>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교육과정 시기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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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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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습의

그것이 가지는 학습과의 관련성을 너무 단순화시켰

형태, 지도 및 평가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Eisner, 2003; Furst,

도움이 된다(김경환 외 2인, 2017). 이에 따라 학

2994). 또한, 현재의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체

교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Bloom의 교육 목표 분류에

계와 전통적인 Bloom의 교육 목표 분류가 일치하지

따라 수업 목표를 분류, 정리해왔다.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2>에 따르면 로봇과 관련된 태도인 정의적

(김보경, 2010).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최

영역은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

근 강조되는 창의성 및 메타인지 지식 등을 반영하

나 정의적 영역은 별도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지 않

여 인지과정 차원과 지식 차원의 이원화된 구조를

더라도 교사가 인지적 영역이나 심리운동적 영역을

가진 Anderson 외(2001/2005)의 방식이 새로운

가르칠 때 항상 함께 수행되어지는 교육 목표이기

교육 목표 분류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Anderson

때문에 Bloom의 교육 목표 분류가 사고의 본질과

et al. 2001/2005; 강현석 외 2인, 2005) Bloom

<표 4>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에서 ‘표준’과 관련된 교육 목표 분석
인지과정차원
교육과정 구분

기억하다

이해하다

2007
개정
중학교

기술
․
가정

분석하다

평가하다

창안하다

O
개념적 지식

O
메아인지지식

O
메타인지지식
메타인지지식
메타인지지식

O
사실적 지식

2011
개정
2015
개정

적용하다

O
사실적 지식
O
사실적 지식
사실적 지식

2007
개정
기술
․
가정

2011
개정
2015
개정

고등
학교
공학
기술

공학
일반

O
사실적 지식
사실적 지식

O
사실적 지식

2007
개정

O
사실적 지식
사실적 지식

2011
개정

O
사실적 지식

O
개념적 지식

O
메타인지지식

2015
개정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2011), 교육부(2015), 교육인적자원부(2011), 교육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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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교육목표 분류에 따르면 교육목표는 기억하다,

분류가 아닌 인지과정 차원과 지식차원으로 이차원

이해하다,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창안하다

적인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

의 동사형 인지과정 차원 6가지 유목과 사실적 지식,

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표준과 관련된 교육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 지식의 명사형

목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만 비교적 고르게

지식 차원 4가지 유목으로 구분된다(Anderson et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분 사실적 지식과 개념

al. 2001/2005).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에 터

적 지식 위주였다. <표 4>를 인지과정 차원의 비중

한 교육과정에서의 ‘표준’관련 교육목표의 변천을 정

에 따라 교육과정 시기별, 학교급별로 정리하면 <그

리하면 <표 4>와 같다.

림 3>-(a), <그림 3>-(b)와 같다. 이에 따르면 중학

<표 4>에 따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일차원적인

교와 고등학교 모두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개

<그림 3>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에 터한 ‘표준’관련 교육목표의 인지과정 차원 비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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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과정에서는 ‘이해하다’와 관련한 목표만이 제

식 차원의 비중에 따라 교육과정 시기별, 학교급별

시되었다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억하다부

로 정리하였으며,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11개정

터 창안하다까지 저차원적 사고력에서부터 고차원적

교육과정에 비해 지식 차원 또한 다양화 됨을 확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목표로 발전되며 다양화됨

할 수 있었다.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메타인지

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준이

지식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별도의 내용요소로 독립되면서 교육목표의 양이 증

면,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적 지식이 여전히 강조되고

가하면서 이해하기 중심의 교육목표에서 보다 다양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

한 교육목표를 제시할 수 있었다.

는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

<그림 4>-(a), <그림 4>-(b)에서는 <표 4>를 지

는 심화 선택 과목에서 다루어지던 표준이 일반 선

<그림 4>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에 터한 ‘표준’관련 교육목표의 지식 차원 비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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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과목으로 변화되면서 지식 차원이 보다 다양하게

등을 확인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별 교육과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 표준 관련 교육 내용은 <표 5>와 같다. <그림

교육목표의 변천을 분석한 결과, 2007 개정 교육

5>는 <표 5>를 교육과정 시기별 교육 내용의 비중을

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

나타낸 것이다. <표 5>와 <그림 5>에 따르면 ‘표준’

육과정에서의 교육목표가 양적인 부분 뿐 아니라 질

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중학교에는 2015개정 교육

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는 1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과정은 각각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자가 저차

에서 2~3학년은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원적 사고력에서부터 고차원적 사고력까지 골고루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일

습득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반선택과정인 기술․가정과에서, 고등학교 2-3학년

것이다.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인지

은 심화선택교육과정 중 공학기술에서 발견할 수 있

과정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

다. 교육과정 문서상 교육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

고 부족한 영역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

만 2007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과 2011 개정 중학

교와 고등학교는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기

교 교육과정에서 표준과 관련된 교육목표가 제시되

에 중학교에서보다 고등학교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사

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표준과 관련된 내용이

고력이 습득될 수 있는 교육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수록되었다. 표준 관련 내용의 학교급별 추이를 살

것이며 특히, 지식차원에서는 표준과 관련된 절차적

펴보면 <그림 6>과 같다. 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육

지식을 포함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과정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제조기술 영역과 관련된 내용에서 표준과
관련된 교육목표를 제시하여 표준 교육을 실시하였

Ⅳ. 중학교와 고등학교 표준 관련 교육
내용의 변천

으나 교육목표가 제시된 것에 비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아 상호 관련성이 없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교육목표와 내용이 모두 제시되어 있
었다.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2007

중학교와 고등학교교육과정에 나타난 표준 관련

개정 공학기술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공학기술 교

교육 내용의 변천 추이 및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육과정에서 교육목표와 내용이 모두 제시되어 있었

이를 위해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육 내용은 ‘영역’,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 과목에

‘내용’, ‘내용체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연

서 처음으로 교육목표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하

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 내용의 변천 추이

지만 공학기술에서 과목명이 변경된 공학일반에서는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과 및 기술․가정의

표준과 관련된 교육목표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술의 세계’분야와 공학기술의 ‘영역’, ‘내용’, ‘내용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

체계’에 제시된 로봇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 제시

교에서는 표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

된 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과정 문

으나 고등학교 1학년의 기술가정 과목과 연관되지

서의 교육목표, 학습 요소,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않았고 고등학교 2-3학년에 포함되어 있어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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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기별 교육과정에 따른 학년별 표준 관련 교육 내용 변천
교육과정

2007 개정

학년

2011 개정

2015 개정

없음
(‘기술․가정’과목의 제조기술과
자동화 단원에 포함)

기술의 이용과 표준
(‘기술․가정’과목)

중학교 1학년(7학년)

없음

중학교 2학년(8학년)

없음
(‘기술․가정’과목의
제조기술 단원에 포함)

중학교 3학년(9학년)

없음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없음

없음

기술 개발과 표준
(‘기술․가정’과목)

공학 기술과 표준화
(‘공학 기술’ 과목)

표준화와 지식재산권
(‘공학 기술’과목)

없음

고등학교 2학년(11-12학년)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2011), 교육부(2015), 교육인적자원부(2011), 교육부(2015)

<그림 5> 전체 교육과정 중 ‘표준’관련 교육내용의 비중 변화

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로선택교육과정에서 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연계가 되었으나,

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 된 것은 중학교 공통교육

진로 선택과목인 공학일반에서는 연계가 되지 않았

과정과 고등학교에서의 일반선택교육과정에서 이루

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

어진 표준 교육의 계속성과 계열성이 확보되지 못한

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확대 적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된다. 고등학교의 진로선

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택교육과정의 각 과목에서는 과목의 성격을 5-6학

교육 내용의 변천 추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행

년의 실과 및 7-10학년의 기술․가정과 연계되는

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준과 관련된

진로선택과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이

교육 내용의 양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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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육과정 중 ‘표준’ 관련 교육 내용의 변천 추이 분석

‘기술의 이용과 표준’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2011), 교육부(2015), 교육인적자원부(2011), 교육부(2015)

전 영역과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준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2007 개정

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실과 및 기술․가정 과

교육과정, 2011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

목과 연계된 진로 선택과목인 농업생명과학, 공학일

정을 분석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천 추이와 그

반, 창의경영, 해양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재산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종합하면

일반, 정보과목에서는 모두 표준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일반과목은

첫째, 표준 관련 교육 목표와 내용은 2007 개정

표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표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민공통

준과 관련된 교육목표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

교육과정인 기술․가정 과목과 고등학교 선택교육과

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도 표준과 관련된 내용을 간

정 중 심화선택과목인 공학기술 과목에 포함되었다.

단한 읽을 거리나 활동으로 제시함으로서 표준에 대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공

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 고등학교의

통교육과정인 기술․가정 과목과 고등학교 선택교육

표준 교육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과정 중 일반 선택과목인 기술․가정과목의 기술의
세계 분야 중 기술 활용 영역에서 ‘표준’이 독립된 내
용 요소와 성취 기준이 제시되면서 확대 적용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둘째, 교육 목표의 변천 추이와 특징은 최근 개정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준과 관련된 교육
목표가 독립된 성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2007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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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서 일부 언급되었다. 또한, Bloom의 신교육
목표분류학에 근거하여 교육목표를 분석한 결과 중
학교 기술․가정 과목과 고등학교 기술․가정 과목

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은 저차원적 사고력부터 고차원적 사고력을 함양할

첫째, 이 연구는 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교육

수 있는 인지 과정의 교육 목표와 함께 사실적 지식,

목표와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

개념적 지식, 메타인지 지식 등 다양한 지식차원의

시 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향후 방향을 잡는데

교육목표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전 교육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저차원적사고력과 단편

둘째, 초등학교에서도 표준 교육이 교육과정에 포

적인 지식차원을 함양할 수 있는 목표와 함께 단편

함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표준에 대한 인

적인 지식 차원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식이나 생활 속 표준의 이해 등 기초적인 교육을 통

셋째, 교육 내용의 변천 추이와 특징은 중학교 기

해 표준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

술․가정 과목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11

요하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

개정 교육과정까지 제조기술과 관련된 내용에서 표

비추어보면 혁신이라는 핵심개념 즉, 발명과 문제해

준을 교육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2015개정 교육과정

결, 개인정보와 지식재산보호에 표준과 관련된 교육

에서는 ‘기술 이용과 표준’이라는 독립된 내용 요소

목표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

로서 그 내용이 확대되었다.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

서부터 표준이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에 대

목인 기술․가정 과목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표준을

한 연구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개정된 교육

셋쨰,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은 과목 성격에서

과정에서는 ‘기술 개발과 표준’이라는 독립된 내용요

도 나타나듯이 초등학교 5-6학년의 실과, 중학교 전

소로서 처음 등장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과정의 기술․가정, 고등학교 1학년의 기술․가정과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심화 선택 과목인 공학기

연계된 과목으로서 농업생명과학, 공학일반, 창의경

술에서는 표준을 내용으로 포함하여 교육하였으며

영, 해양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재산일반, 정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학기술 전반과 표준을

분야에 대해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준

연관하였으나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적재산

은 전 분야에 적용되는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심화

권과 연계하여 교육하였다.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에

된 내용을 다루는 진로선택과목에서는 교육과정에

서 공학기술은 진로 선택과목으로서 과목명이 공학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반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중학교 공통교육과정

에 비추어보면 농업생명과학의 농산물 세계화, 농업

인 기술․가정 과목과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인 기

과 진로, 공학일반의 공학 소양, 공학과 진로, 창의

술․가정 과목에서 독립된 내용요소로서 확대된 것

와 경영의 경영 환경, 경영활동, 글로벌 경영, 창업,

에 비해 공학일반에서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지 않았

해양문화와 기술의 수산업과 해운업, 해양레저, 가

다. 표준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전략인 만

정과학의 관리, 생활문화, 지식재산일반의 지식재산

큼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뿐 아니

가치, 지식재산보호, 정보의 정보 사회 등고 같은 핵

라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성과 계열성

심개념에서는 표준과 관련된 내용이 연관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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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

‘공공 그림 표지 디자인’ 단원 개발. 實科敎育硏究,

이 표준 관련된 내용이 계속성과 계열성을 확보할

12 (4), 213-226.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서 연구와 합의가
요구된다.

김흥민, 이상봉(2017). 2015 개정 기술․가정과 교육과
정의 중학교 ‘기술 활용’ 영역에서 표준 관련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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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Objectives and Contents Related to
‘Standard’ in the National Curriculum for the
Middle and High School
Kim, Sung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standard” related objectives and
contents within the national curriculum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nd ‘Engineering’
subjec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2007, 2011, and 2015 revised curricula, which
contain “standard” related objectives and cont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standard”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2007 revised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the “standard” related purposes and contents
started to appear in the curricula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most recent version of the
curriculum, “standard” was separated as an independent content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but was removed from in the middle school’s elective course. Second, the “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s in middle and high school present the purposes for developing lower order
thinking skills as well as higher order thinking skills of cognitive process dimension and various
knowledge dimension, but the past curriculum only focuses on developing lower order thinking
skills and fragmentary knowledge dimensions Third, the “standard” was first introduced to the
curriculum as a content related to manufacture technology and all of the engineering. but, in
the recent curriculum, the “standard” is emphasized. Therefore,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objectives and contents are changing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echnological advances and
society. Since the “standard” is the core technology that will lead the future, the future curriculum
should secure its continuity and sequence, not only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 Technology Teacher, Woonam middle school (ksys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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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lso in the elementary school course curricula as well.
※ Key Words: ‘Standard’ related objectives and contents, National's curriculum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 middle and high school, Trends of the objectives and
contents,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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