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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최근 과학교육에서는 STS, SSI, STEM과 같은 교육흐름이 강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STEM에 예술(Arts)을
더한 STEAM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과학교육에서 기술과
공학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공학 분야는 과학, 수학,
예술과 달리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기술의 본성과 공학의 본성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효과적인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특성을
알고 이를 유념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 공학
분야의 교과 중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학 교과와 기술 교과에
초점을

두어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1은

과학과

국가

교육과정에서 기술, 공학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확인하였다. 연구2는
교사의 기술과 공학에 대한 인식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1은 과학 교과와 기술 교과의 국가교육과정을 분석을 통해
과학교육에서 기술과 공학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대상은 과학 교과는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술 교과는
기술 교육이 처음 도입된 3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에
해당하며,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교과에서 제시된 내용이
과학교과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였고,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목표 영역에서 1차와 2차에는 ‘기술을 습득한다’와 같은 기술 교육의
교육목표가 과학 교과에서 명확히 제시되었다. 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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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회의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성격
영역에서도 2007개정 교육과정부터 제시된다. 내용 영역은 1차와 2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기술

교과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였으며, 3차부터

5차까지는 내용적 연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6차와 7차에는 일부
소단원들에서 연계가 나타났으며, 2007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중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연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 시기를 ‘미분리기’ (1차~2차 교육과정), ‘분리기’ (3차~4차
교육과정), ‘연계 과도기’ (5차~7차 교육과정), ‘연계기’ (2007 개정~2015
개정 교육과정)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 2는 과학과 기술 교과 교사들이 인식하는 기술과 공학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자료는 기술 교사 4명, 과학 교사(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명으로,

총

8명의

중등학교

교사를

심층적으로

면담하여

수집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상기술학적 접근을 통해 기술과 공학을
개념화하는 교사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전사된
면담은 귀납적 분석방법의 형태로 반복적 비교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초기 코드들은 동료 연구자들과 논의를 통해 중간 범주화 되어
참여자들의 검토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기술과 공학을 구분하였으나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 특히, 6명의 교사들은 기술과 공학이 구분 가능한 개념이라고
응답하였지만 그 중 한 명은 구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2명의
교사들은 기술과 공학은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심층 면담을 통해
공학이 기술의 세분화되고 심화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의 면담 결과를 기술과 공학의 본성 요소들로 범주화
하였다. 기술의 본성에는 ‘실천적 지식’, ‘도구’, ‘제작’ 그리고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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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의 본성에는 ‘학문’, ‘연구’, ‘심화된 기술’, ‘설계’, 그리고 ‘최적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공학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응용과학’, ‘인간
문명’이 드러났다. 이러한 인식은 용어의 사용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용어의 한자 음차를 통해 용어를 이해하였으며, 이
음차와 영어 용어의 어미가 일치하지 않아 혼동하기도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최근 과학교육에서 기술과의 연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과학교육에서 제시되는 융합교육적 흐름을
같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기술과 공학의 본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과 공학을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계기에 들어 과학 교과에서 기술
교과와의 연관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영역의 본성에 기반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의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기술 교과와 협력하는 등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교육과정 분석, 교사 면담, 과학-기술-공학의 관계, 기술의 본성,
공학의 본성
학

번: 2018-2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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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현대의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
다. 2016 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4 차 산업혁명’
이 제시된 후 유행어처럼 회자되기 시작했다 (김대호, 2016). 세계 경제 포
럼의 의장 Klaus Schwab 은 이전의 1, 2, 3 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은 것처럼 4 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
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Schwab, 2017).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상황에서 오늘날 과학교
육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라 과학교육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
다(Linn, 2003). 과학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사회에 적응하기 위
해 기술과 공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STS
(Science-Technology-Society)라는 과학교육의 큰 흐름이 제시되어 과학, 기
술, 사회의 상호 연관성을 알아야 한다는 과학교육의 목표가 나타났다(최경
희, 1996, 1999; Hurd, 1986; Yager, 1990). 뒤이어 과학기술 관련 사회 쟁점
(Socio-Scientific Issue, SSI)이 또 하나의 교육 방향으로 제시되며 과학기술
사회에 잘 적응한 시민을 키워내려는 과학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 년대 들어서는 융합교육 혹은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
로 STEM 혹은 STEAM 이 제시되고 있다(NRC, 2012, 2013; 백윤수 외,
2012). 이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의 네 가지 이공계 분야에 예술(Arts)을 더하거나 제외한 것이
다. 보통 STEM 은 통합교육으로 번역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STEAM 을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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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재교육으로 명명하고 있다(백윤수 외, 2012). 과학과 수학이라는 기존의
학문중심 교육에 실생활에 가까운 공학과 기술을 접목시킨 STEM 교육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강주원 & 남윤경, 2017; 이효녕 외,
2014). 특히, 미국의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 (NGSS) (NRC, 2013)
는 과학과 공학의 연계를 제시하고 8 가지 과학과 공학적 실천(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을 강조하는 등 기술을 넘어서 공학까지 포함하는 과학
교육에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8 가지 과학과 공학적 실천에는 질
문하기 및 문제 규정하기,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 탐구 조사 계획 및 수행
하기,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수학 및 전산적 사고 활용하기, 설명 구성하
기 및 해결책 설계하기, 증거에 입각하여 논증하기, 그리고 정보 수집, 평가
및 소통하기가 포함된다.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기술적 발전의 토대가
되며 이에 따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Young et al., 2002).
그러나 학교 교육의 상황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각각의 교과로 명확히
구분되어 개별 교육과정과 교육 목표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많은 노력과
같이 과학교육에서 기술과 공학을 아우르기 위한 시도는 지속되어왔다. 예
를 들면, 5 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과학교육은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문교부,
1987; 교육부, 1992; 1997; 2015;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처럼 과학교육이 기술과 공학을 어떻게 포함해오며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과정의 변화는 개정 시
기별로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을 분석
하는 것은 그 기초가 된다(이상봉 & 곽유림, 2017a, 2017b).
과학, 기술, 공학이라는 용어가 한데 묶여 하나의 구절처럼 사용되기 때
문에 각각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NRC, 2012).
그 뿐만 아니라, 융합교육의 측면에서 기술과 공학 분야는 과학, 수학,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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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과학과 기술의 본성을 이해하면 오
늘날의 문명사회가 신기술의 개발 및 구현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고 합리적
인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기술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ITEA, 2007). 그러나 과학의 본성
에 비해 기술의 본성과 공학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다. 또한, 국가가 혁신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STEM 에서 T(기술)와
E(공학)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NRC,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과
‘공학’의 본성에 대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비슷한 맥락의 과학
의 본성(Nature of Science, NoS)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NoS 에 대한 생
각과 신념이 과학 내용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Sadler et al., 2004). 따라서 과학뿐 아니라 기술 및 공학의 본성에 대한 이
해도가 향상되면 STEM 및 융합교육에서 유용한 학습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들의 기술 및 공학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과학 교육이 기술과 공학을 어떻게 포함해오며 변화하였
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술과 공
학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 기술, 공학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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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문제
앞선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를 구성하는 두 연구(연구 1과
연구 2)는 과학 교과와 기술 교과에 한정되어 진행되었다. 연구1은 과학과
국가 교육과정에서 기술, 공학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연구2는

교사의

기술과

공학에

대한

인식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1과 연구2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1 의 연구 문제
•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과학교육에서 제시하는 기술 및 공학 교육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과학과 기술 교과는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는
가?

연구 2 의 연구 문제
• 과학 교사와 기술 교사는 ‘기술’과 ‘공학’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 과학 교사와 기술 교사가 인식하는 기술 및 공학의 본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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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과정의 개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분석 연구와 교사 인식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는 크게 과학교육에서 기술 및 공학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교
육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와 과학, 기술, 공학의 본성에 대한 선행연구로 나
뉘어 조사, 분석되었다. 따라서 과학교육에서 기술 혹은 공학과 관련된 큰
흐름인 STS, SSI, 그리고 STE(A)M 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인하고 과학,
기술, 공학의 본성에 관한 교육학 배경의 문헌들을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연구 1 에서는 과학교육에서 제시된 기술 및 공학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
지 확인하고 그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과
학 교과는 1 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기술 교과는 기술이
라는 이름의 교과가 생성된 3 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가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되었다.
연구 2 에서는 기술과 공학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목을 가르치는 과학
교사와 기술 교사가 ‘기술’과 ‘공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 및 공학의 본성을 도출하였
다. 이를 위해 과학교사와 기술교사 각각 4 명이 연구참여자로 면담에 참여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전체의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본 연구 과정의 전체적인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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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Figure
1] 1연구
연구의
과정의
개요개요

6

1.4 연구의 한계
연구 1 과 2 모두 보다 일반적인 교육 환경을 담으려는 의도에서 과학 교
과와 기술 교과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과학, 기술, 공학과
관련된 모든 교과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과학, 기술, 공학에 관련
있는 교과목에는 과학 교과와 기술 교과 외에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가르
쳐지는 전문 교과가 있다. 또한 전문 교과의 교사들이 대부분 공과 대학을
졸업하여 교사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학을 배경으로 한 교사를 대
상으로 기술 및 공학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연구 1 은 과학 교육이 기술과 공학을 어떻게 포함해오며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확인하였지만 다른 추가적인 자료 없이 교육과정
만을 확인하였다. 즉, 그 당시의 시대상과 엮어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각 교
육과정의 교육 매체인 교과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어떻게 교수되었
는지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전면 개정이 아닌 수시
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예를 들면, 이
상봉 외 (2017a, 2017b)는 기술 교육이 ‘기술’이라는 과목으로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9 년에 부분 개정된 교육과정부터라고 이야기하며, 해
방 이후 1 차 교육과정 시기를 지나 2 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던 1969 년
9 월 4 일에 학교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정 보완하여 문교부령 제 251 호
를 고시하고 이듬해인 1970 년부터 시행하였다고 서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 2 는 기술과 공학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목을 가르치는 과학 교사
와 기술 교사의 기술과 공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과학 교
사와 기술 교사 각각 4 명이 연구참여자로 면담에 참여하였다. 기술교사 표
집을 위하여 모집 문건은 전국기술교사모임( www.ktta.or.kr )에 공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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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해 2 명의 기술 교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참여하였다. 참여 의
사를 밝힌 기술교사 2 명이 동료 교사에게 다시 모집 문건을 전달하는 방식
(눈덩이 표집)으로 2 명의 기술교사가 더 참여하게 되었다. 과학 교사의 경우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자 주변의 교사들에게 1 차적으로 모집 문건이
전달되었으며(편의표집), 그중에서 4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임의적인 집단에서 임의 표집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
참여자의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8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적은 수의 샘플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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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분석

2.1 과학교육에서의 기술 및 공학 교육
2.1.1 STS (Science-Technology-Society)
STS 교육은 과학을 기술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그 의의를 찾으려는
교육활동 혹은 연구 활동이다 (최경희, 1999). STS 교육의 근본 목적은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여러 사회 문제들을
주지시킴으로써 과학과 사회에 대한 관심의 유발은 물론 학생들이 장차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Yager, 1990).
1980 년대 초반부터 과학교육에서 STS 적 접근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이 배경에는 학문중심 교육 사조에 대한 반발과 많은 나라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 과학과 기술의 부정적 측면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최경희, 1999).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교육이 단순히 과학적 지식과 정보의
전달만이 아니라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윤리적, 가치적 측면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Hurd, 1986; Yager, 1990; 최경희
1996). 이러한 접근을 지지하는 과학교육자들은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에 관한 관심과 동기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사회 문제들을 학생들이
미리 고찰하고 학습함으로써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을 위한 과학교육으로서 STS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oy & Waks, 1985: 최경희 199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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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TS 교육은 1980 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나
현재에는 그 흐름이 SSI 와 STEM 등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STS 의
중요성은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이나 교재 등에서 아직도 찾아볼 수 있다.
제 5 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부터 STS 가 교과 목표로 제시되는 등 그
중요성은 아직도 강조되고 있다(문교부, 1987; 교육부, 1992; 1997; 2015;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9).

2.1.2 SSI (Socio-Scientific Issue)
과학기술 관련 사회쟁점(socio-scientific issue, 이하 SSI)은 그 내용이
과학 및 기술과 연관되어 있으며, 복잡(complex)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논쟁적(controversial)이며 정답이 없는 사회적 문제 상황을 말한다
(Sadler et al., 2004; Zeidler et al., 2005). SSI 교육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과학교육의 큰 흐름인 STS 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Zeidler et al. (2005)는 SSI 교육에서의 학생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발달에 대한 고려가 STS 와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에 Sadler et al.(2015)은 SSI 가 지닌 간학문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미국의 STEM 교육에서 요구하는 과학학습의 다양한 측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수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SSI 는 본래 다양한 학문이 자연스럽게
연관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쟁점 및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학문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쟁점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을 특정하게 제안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추론에서는

다양한

학문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다(이현옥, 2015). 따라서 SSI 는 STEM 을 비롯하여 통합·융합 교육에
적합한 맥락 및 소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Zeidl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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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SSI 에 대한 연구에서 기술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최근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SSI 추론 과정을 온전히
담아내고 과학적 소양 함양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SSI
의사결정과정에 기술의 본성을 도입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제안되었다
(이현옥& 이현주, 2015).

2.1.3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ematics)
최근 들어 여러 선진 국가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이효녕, 2014).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교육기준을 개정하고 초, 중등 수준에서 STEM 분야의 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3a, 2013b; NRC, 2011, 2012,
2013). STEM 교육은 이공 계열을 전공하는 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STEM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기초적인 소양과 긍정적인 태도 함양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이공 계열과 관련된 진로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양적인 측면의 증가와 융합 교육 측면의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Sanders et al., 2011).
미국의 경우 STEM 관련 교과의 학업 성취도, 흥미, 소양 등의 증진과
함양 등을 위해 STEM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연수에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있다 (NAE, 2005; NCES, 2009: 이효녕 외, 2014 에서 재인용; NRC,
2013). 미국의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NRC,2012)과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NRC,2013)를 살펴보면 실생활 중심의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과학과 공학의 연계가 핵심적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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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다. 과학 교육의 주요 교과 내용 분야로 ‘공학, 기술과 과학의
적용(Engineering, Technology, and the Applications of Science)’을 새롭게
제시하여 과학교육과 공학/기술 분야의 연계를 다루는 설계 기반의 STEM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NRC, 2012, 2013).
미국 이외의 유럽 국가들도 STEM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실생활과 연결과 과학, 수학, 공학교육을 강조하였고, 1996 년부터
대학과 산업체를 연계하는 LUMA 프로젝트1 를 통해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결과 핀란드는 PISA 의 과학 성취도에서 상위권을 보여주고 있다
(OECD, 2007). 노르웨이는 전 생애에 걸친 STEM 교육을 하고자 ‘Math,
Science,

and Technology

네덜란드는

이공계

진로

for

the

유도를

Future(2010-2014)’를
목표로

Master

추진하였고,

Plan(2011-2016)을

실행하여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의 STEM 에 관한 관심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MOE, 2013: 이효녕 외, 2014 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STEAM 교육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STEM 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예술

(Arts)을

통합한

교육을

의미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예술(Arts) 부분을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포함한 융합인재교육은 이미 밝혀진 STEM 교육의 성과나 가치에 더하여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융합적인 소양과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STEAM 교육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국외에서 Yakman(2008)이 STEAM 피라미드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모형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예, 미술, 언어, 교양,
철학, 심리학, 역사 등)과 수학의 내용 영역을 구분하여 포함하고 있다.

1

LUMA 는 “luonnontieteet”의 축약어로, 이는 핀란드 어로 자연과학과 수학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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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학, 기술 및 공학의 본성
2.2.1 과학의 본성
과학의 사전적 정의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
계적인 지식으로서, 넓은 의미로서는 학문을 이르고 좁은 의미로서는 자연
과학을 가리킨다. 이영희(2017)은 과학은 지식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로부터 과학은 철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였으며 특히 과학과 자연
철학(Philosophy of nature)은 동의어로서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적
인 관점에서의 과학은 자연세계에 대한 지식체계이지만 이를 과학지식을 획
득하기 위한 혹은 확장시키기 위한 수행으로서의 과학의 개념은 오랜 시간
동안 과학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이영희, 2017).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NoS)는 흔히 과학의 인식론, 즉 아는 방
법으로서의 과학을 의미하지만(Lederman, 1992), 인간 활동으로서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하여 논의되기도 한다(McComas,
Clough & Almazroa, 1998). McComas et al. (1998)은 과학적 지식과 그 발
전 가치 및 이해, 과학자의 일하는 방법, 그리고 과학과 사회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NoS 는 어
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쟁이
되어왔다(Driver et al., 1996).
이렇듯 연구자들 사이에 NoS 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1970 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과학교육자들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합의된 견해들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그 중, Lederman et al.
(2002)은 과학 교실에서 교수 학습될 수 있는 과학의 본성을 아래 8 가지 특
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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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지식은 임시적이다

•

과학적 지식은 경험적 증거에 기초한다

•

과학적 법칙과 이론은 서로 다른 종류의 과학적 지식이다.

•

과학적 지식은 관찰과 추론 모두에 근거한다.

•

과학적 지식은 인간의 상상력과 논리적 추론으로부터 창조된다

•

과학적 지식은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에 의하여 얻어진다

•

과학적 지식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해석에 근거한다

•

과학은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 인간 활동이다.

한편 이러한 NOS 의 합의된 견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Hodson & Wong, 2017; Irzik & Nola, 2011;
Matthews, 2012). Irzik & Nola(2011)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합의 된 견해는
대부분 과학지식의 본성에 대한 것이고 과학 탐구에 대한 본성은 제외되어
좁은 범위의 과학의 이미지를 묘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학의 획일적
인 이미지를 묘사하고 과학의 각 학문분야 사이의 차이점이 지워졌다는 점
도 제기되었다 (Hodson & Wong, 2017; Irzik & Nola, 2011).

2.2.2 기술의 본성(Nature of Technology; NoT)
송성수 (2009)에 의하면, 기술(technology)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techne
이다. Techne 는 인간 정신의 외적인 것을 생산하기 위한 실천을 뜻한다. 옛
날에는 과학을 인간 정신의 일부로 생각했던 반면 기술은 인간 정신의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당시 Techne 는 오늘날의 기술 이외에도 예술
과 의술을 포함한 넓은 의미를 가졌다. 기술이 근대과학의 대상이 된 것은
18 세기 후반부터라고 말한다. 프랑스 계몽사상의 영향 하에 1770 년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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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J. Beckmann 은 처음으로「기술학(Technology)」의 개념을 확립했고, 이
후 Technik, Technology 라고 하는 언어가 세계 각국에서 쓰이게 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 기술 교육은 11 세 때 실시되는 지능 검사에서 덜
교육적인 것으로 간주된 소년들을 위한 훈련장으로 여겨졌다. 여자 아이들
도 시험을 거쳤으며, 마찬가지로 시험에 실패한 아이들은 가정주부나 엄마
로서 그들의 미래를 위한 직업 훈련인 가사에 집중되었다(Dakers, J. R.,
2018).
이러한 ‘기술’에 대한 배경과 달리 기술사학자들은 수년에 걸쳐 ‘기술’이
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날카롭게 거부하였으며, 따라
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기원이 비교적
최근이다(Misa, 2009).
이처럼 NoT 가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함에 따라 NoT 에 관한 연구는 과학
의 본성에 관한 연구에 비해 그 양이 매우 적다. 일례로, Web of Science 에서
각각 “nature of science”, “nature of technology”, 그리고 “nature of
engineering”으로 주제 검색을 한 결과 각각 1463, 198, 66 건의 논문이 검색
되었다([표 1] 참고). 그 중에서도 NoT 에 대한 개념틀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시도는 기술 철학자들로부터 비롯되었고, 기술
의 진화에 대한 이해는 기술의 역사에 관한 문헌의 검토에서부터 비롯되었
다 (DiGironim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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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제별 검색을 통해 검색된 논문의 개수

검색어

검색 논문 수*

Nature of science

1463

Nature of technology

198

Nature of engineering

66
*2020.01.16 Web of Science 검색 기준

NoT 에 대한 합의된 관점은 아직 없지만, 최근에 몇몇의 연구자들이 문헌
연구와 학생 또는 교사의 인식에 기초한 NoT 의 개념틀을 제시하였다
(DiGironimo, 2011; 이현옥, 2015; 이영희, 2018; Liou, 2015; Waight &
Abd-El-Khalick, 2012; Waight, 2014). 국내와 국외에서 제시된 NoT 개념
틀을 정리한 표는 [표 2]과 같다. NoT 의 공통적인 영역으로는 인공물
(artifacts), 인간 실행(human practice), 시스템(system)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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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NoT의 요소

출처

연구 대상

NoT 영역(요소)

문헌 연구

•
•
•
•
•

Technology as artefacts
Technology as a creation process
Technology as human practice
History of technology
The current role of technology in society

Waight &
Abd-ElKhalick
(2012)

-*

•
•
•
•
•
•

Cultural context and role of values
Technological progression
Technology as part of system
Technology as fix
Expertise
Artifacts and process

Waight
(2014)

고등학교
교사

• Improves and make life easier
• Artifacts which function to accomplish task
• Representations of advances in civilization

문헌연구

•
•
•
•
•
•

Technology as artifacts
Technology as an innovation change
The current role of technology
Technology as double-edge sword
Technology as a science-based form
History of science

대학생

•
•
•
•

인공물 (Technology as artifacts)
지식 (Technology as knowledge)
실행 (Technology as practice)
시스템 (Technology as system)

DiGironimo
(2011)

Liou (2015)

이현옥
(2015)

이영희
(2018)

• 인공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rtifacts)
• 지식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knowledge)
과학, 기술, •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공학 관련
human practice)
•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전문가
system)
•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 (The role of
technology in society)
• 기술의 역사 (History of Technology)

*Waight & Abd-El-Khalick 의 논문은 position pape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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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공학의 본성(Nature of Engineering; NoE)
NRC(2009)에 의하면 공학자(engineer)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ingeniare
에서 비롯되었다. 이 ingeniare 은 디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는 ingenium 즉, 천재적 발견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공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초기의 활동들 중 일부는 기원전 4 세기부터
기원후 3 세기까지 로마 주변과 로마 주변 수로의 건설과 같은 주요 건설 프
로젝트의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기술자들의 책임이지만 로마의
역사적 기록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수로의 건설과
유지, 관리의 상당 부분은 수관장(curator aquarum)의 감독하에 있었지만,
그는(거의 확실히 남자였던) 다른 것보다 행정관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수
로를 건설하고 유지한 사람들은 건축가, 측량사, 다양한 종류의 장인, 노동
자들이었지만 엔지니어는 아니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지니어의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공학은 르네상스 시대에 군사 요새의 설계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학과
로 등장했다. 역사적으로는, 장인(artisan)들이 요새 계획과 건설 모두를 담
당했지만, 16 세기 중반에는 기하학과 수학을 사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
으로 요새를 설계하고, 기능공(craftman)들이 실제 공사를 맡도록 하는 비장인(non-artisan) 전문가 집단이 나타났다. 이 전문화된 군사 건축가들이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진정한 엔지니어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 기술
자(military engineers)들은 그들의 시야를 넓혀 공성 기구 설계와 같은 다른
군사적인 일 뿐만 아니라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과 같은 민간
프로젝트도 포함시켰다.
공학은 수학, 그림, 공학 이론 및 기타 과목에서 공식적인 시험을 필요
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설립하면서 프랑스에서 최초로 공식화하고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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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Langins, 2004). 그러나 최초의 공식적인 공학 학교는 프랑스에서도
18 세기 중반에 설립되었으며, 여기에는 교량 및 도로 학교(Ecole des Ponts
et Chaussees)와 왕립 공학 학교(Ecole Royale du Genie)가 포함되었다.
NoE 는 NoT 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Table 1] 참고). 이는 공학이 자주 기술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둘을 구
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연구들이 공학의 정의에 대해 언급했
으며, 이를 통해 공학의 본성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연구들에서 제
시한 공학의 정의를 정리한 표는 [표 3]와 같다. 이를 통해 공학의 가장 두
드러지는 특징은 디자인(design)과 문제해결(problem solving)임을 알 수 있
었다.
Karatas et al. (2009)는 6 학년 학생 20 명의 NoE 과 공학의 이미지에 대한
견해를 알아내기 위해 현상기술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공학자들이 인공물을 만들거나(make) 짓는다(build)고 지적하였
고, 참가자들 중 절반은 인공물을 고친다(fix)고 응답했으며, 반에 가까운 학
생들은 공학자들이 제품을 검사한다(test products to check)고 응답했다. 5 명
의 학생들은 공학자들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쓸지 계산하거나 추
정할 필요(calculate or estimate how much money a project would cost)가 있
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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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학의 정의

출처

공학의 정의

Wulf (1999)

• Profoundly creative profession
• Design under constraint

Young
(2002)

et

• Body of knowledge
al. • Process for solving problem
• Knowledge of design and creation of human-made
products

NRC (2009)

•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human-made world
• modify the world to satisfy people's need and wants.

NRC (2012)

• Any engagement in a systematic practice of design to
achieve solutions to particular human problems

NRC (2013)

• Define and solve a problem

Moore
(2014)

et

al. • Design processes
• problem solving skills.

De Vries (2018)

• professional domain related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 engineering science
• proven us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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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과학과 기술 교과 국가 교육과정의 연계성

3.1 연구의 필요성
요즘은 ‘과학기술’이라는 말이 각종 매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급격
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다. 특히, 하나의
단어처럼 엮여 언급되는 과학과 기술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자주 혼용되는
데, 이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기술적 발전의 토대가 되며 이에 따라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Young et al., 2002).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 교과 교육에서의 과학 기술 및 공학에 대한 관심
은 STS, SSI, STE(A)M 교육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현재
학교 교육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과학과 기술은 분리된 교과목으로 교육되
고 있으며, 각각의 교육과정과 교육 목표를 지닌다.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두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적으로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연구
또한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분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발
전하는 과학기술 사회에 적응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의 특성을 알고 명확한 교육 목표를 가져야 하며, 그 둘의 긴밀한 연계
성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수요목기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10번의 교육과정 변화가 있
었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교육 내용의 변화 뿐 아니라 그 당시의 교육된
교과의 성격 및 성취 목표 등 내적인 변화도 살필 수 있기에 의미 있다(이
상봉 외, 2017a, 2017b).
국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에서, 교과의 성격은 그 교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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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고유한 특성을 알려주고 교과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육목표는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교과의 성격의
변천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과학과 기술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목표
의 변천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융합교육의 목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과의 내용체계는 교육과정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항목이기에 과학과와 기술과의 내용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각 교과
의 연계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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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인 교육과정 문서들을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탑재된 교육과
정 원문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수집된 문서의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과학 교과는 1 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기술 교과는 경우
기술 교육이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3 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
육과정까지 수집되었다.
기술 교과는 ‘기술’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과목으로 한정하였다. 1 차와 2
차 교육과정의 실업•가정과 교과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그리고 가정
을 한데 묶어놓은 과목이다. 이는 현재의 기술•가정 교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기술’이라는 교과 명칭이 사용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과학 교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의 선택과목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고등학
교의 선택과목(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을 제외하고 ‘과학’이라는 교과
명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술 교과가 주로 중학교에서 교수되는 내
용임을 고려하여 교과 수준의 위계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에서 서술된 항목을 추출하여
각 항목의 유사성을 통해 연계성을 판단하였다. 1 차부터 5 차까지는 각 과목
의 성격에 해당하는 서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에 해당하는 영역
을 확인하였다. 이후 6 차부터는 각 과목의 성격에 해당하는 서술이 포함되
어 있기에 과목의 성격 및 교육 목표를 확인하였다. 교육 목표는 교과의 성
격 영역에서도 제시되었으나, 그 외에 개괄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항목들을
위주로 분석, 비교하였다.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교과의 내용은 시기에 따라
‘지도 내용’, ‘내용’, ‘내용 체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되고 있다. 과학
과 기술 교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단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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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제목을 확인하였고, 이 수준에서 교육 내용의 유사성이 나타나는 경우
소단원 내용까지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표 4] (연구 1) 분석된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4차 시기

5차 시기

6차 시기

7차 시기

2007
개정시기
2009
개정시기

과목명

교육과정
문서
문교부령 제
45호
-*
문교부령 제
325호
-*
문교부 고시 제
87-7호
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
교육부 고시 제
1997 - 15호

과학

기술

과학 (중학교 1~3학년)

-

과학 (중학교 1~3학년)

-

과학 (중학교 1~3학년)

기술 (남자, 중학교 1~3학년)

과학 (중학교 1~3학년)

생활 기술 (남자, 중학교
1~2학년)

과학 (중학교 1~3학년)

기술 (중학교 1~2학년)

과학 (중학교 1~3학년)

기술•산업 (중학교 1~3학년)

과학 (7~10학년)

기술•가정 (7~10학년)

과학 (7~10학년)

기술•가정 (7~10학년)

과학 (중학교 1~3학년군)

기술•가정 (중학교 1~3학년)

과학 (중학교 1~3학년)

기술•가정 (중학교 1~3학년)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2015

교육부 고시 제

개정시기

2015-74호

*2차와 4차 교육시기 문서의 경우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찾을 수 없어 기입하지
않았으나 참고한 문서는 각각 1963년 2월 28일과 1981년 12월에 게시된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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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결과
3.3.1 과학 및 기술 교과 성격의 변천
교육부(2015)에 따르면 교과의 성격은 교과가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교과교육의 필요성, 역할(본질, 의의 등), 교과 역량
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교과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문서 상에
서 각 교과가 어떠한 교과인지를 서술하는 부분과 그 교과의 학습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5 차 교육과정까지는 각 과
목에 대한 성격을 서술한 부분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6 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성격을 분석, 비교하였다. 정리된 내용은 과학
교과는 [부록 A], 기술 교과는 [부록 B]에 수록하였다.
기술 교과의 성격은 세부적인 항목에서 강조하는 특성과 교과 학습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서술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는 기술 교과
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교과와 통합되어 존재함에 따라 교과의 특
성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6 차에서는 기술이 기술•산업으
로 교수됨에 따라 기술과 기존의 산업(실업)을 통합한 교과라고 정의하고
있고, 7 차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기술•가정으로 교수됨에 따라 기술과 가정
을 혼합한 교과의 성격을 기술하고 있다.
큰 틀의 측면에서 기술 교과 성격의 공통점은 6 차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교과의 성격이 서술된 모든 교육과정에서 ‘실천 교과’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6 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천 교과’라는 명확한 말 대신 ‘실
천적 학습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서술을 하고 있다. 이는 실천적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교과를 의미하
며, 실생활에 적용 및 유용성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
를 탐색하며, 산업 기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교과이다. 또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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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에서 부터는 ‘기술적 소양인’을 언급하고, 2009 개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술적 소양’을 교과의 성격에 서술하고 있다.
과학교과의 성격은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
지만 세부적인 것은 변화하였다.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교과의 성격을 살펴
보면, 6 차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7 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과학교과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이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과 과
학적 태도를 가져야 하며,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차와 7 차 교육과정의 탐구 대상은 각각 ‘자연 현상’과 ‘자연’이며, 그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특정되지 않는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이
러한 과학적 소양은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 서술한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혹은 능력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데, 특히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실생활 문제 등으로 지칭하
며 삶과의 연계를 보인다.
이 외에도 2007 과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 작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임이 제시되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과학을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통합
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교과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능력으로 제시되며, 핵심역량에는 과학
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과학교육의 성격에서 기술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제시된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관계를 이해한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을 기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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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예술, 수학 등과 관련지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한다’. 셋째, 6 차
이후 모든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다.

3.3.2 과학 및 기술 교과 목표의 변천
교과 목표는 교과의 성격 영역에서도 제시되었지만, 그 외에 개괄식으
로 정리되어 있는 항목들을 위주로 분석, 비교하였다. 각 교과에서 제시된
모든 교육 목표를 [부록 C], [부록 D]에 정리하였다. 제시된 교육 목표들은
여러가지 목표가 하나의 번호 안에 묶여 서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단일
목표로 분절하고, 단일 목표가 각각의 교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포함되고 제외되었는지 정리한 표는 [표 5], [표 6]과 같다.
기술교과의 목표는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분석
하였다. 기술이 처음 단독 교과로 개설된 3 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이후에 나
타난 기술 교육의 목표와는 다른 목표들이 나타났다. 우선,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기술을 습득시켜, 근대 기술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한다”는 교육목표가
제시되었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후에도 간혹 등장하는 목표이지만, ‘근대
기술’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당시에 기술이 가지는 위상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창조하고 생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는 목표 또한 3 차에
서 유일하게 나타났다.
4 차 시기 이후부터 모든 교육과정에서 ‘적성 계발’ 혹은 ‘진로 탐색’은
기술교과의 주된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
진다”는 목표 또한 함께 등장하였다. 기술 교육이 직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며 이에 대한 교육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앞서 교과의 성격에서 언급한
‘실천적 교과’와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술 교육은 직업 교육과
현실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여 이후에 실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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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이 기술교과로 정립되기 이전 ‘실업•가정’ 영역이
있었던 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6 차 교육과정부터는 ‘미
래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목표가 등장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
금 미래 사회에 자신이 가지게 될 직업에 대한 진로 설정이나 미래 사회에
대한 적응이 목표로 나타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기술의 발달
과 사회의 변화’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 교육과정에 걸쳐 생활과 기술, 혹은 산업과 기술을 묶어서 서
술하며 기술과 일상 생활, 산업 현장의 연계성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살펴
보았던 교과의 성격에서 ‘실천적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의 목표를 드러내는
것이다. 3 차 시기에는 기초적 기술의 습득을 기술교육의 목표로 두었고 4 차
와 5 차 시기에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에너지, 재료, 공구, 기계 등을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교육 목표에 포함되었다. 이는 직접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이 기술교과의 중요한 교육 목표였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과 관련된 목표도 자주 나타났다. 6 차 교육과정
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
결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와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가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 속에서 기술과
관련되는 문제를 탐구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라는 내용이 교육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과학과 달리 ‘문제 해결’이 수단으로 서술되었던 교육과정들이 지나
가장 최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목표로 명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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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1) 기술 교과에서 제시된 교과 목표
교과 목표

3차

4차

기본 지식을
이해한다

5차

6차

7차

2007

2009

2015

○

○

○

○

○

○

○

○

○

문제를 해결하는

○

능력을 키운다
기술(기능)을
습득한다

○

○

○

기술을 활용할 수

○

있는 능력을

○

○

○

기른다
창조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른다
생활과 기술의
관계를 이해한다
일과 직업에 대해
건전한 태도를

○
○

○
○

○

○

○

○

○

○

○

○

○

○

○

○

○

○

○

○

○

○

가진다
진로를 탐색한다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설계 능력을
기른다

○

29

[표 6] (연구 1) 과학 교과에서 제시된 교과 목표
교과 목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2009

2015

과학자를
존중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태도를 가진다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자연현상에
흥미를 느낀다
계속
학습하려는
의욕을 가진다

○

과학-기술사회의 상호

○

관계를
인식한다

○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른다
기본 지식을
이해한다

○
○

○

○

○

○

○

○

○

○

○

○

○

○

○

○

○

○

○

○

○

○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기술(기능)을
습득한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

○

능력을 기른다
창조하고

○

생산하는
능력을 기른다
생활과 기술의
관계를

○

이해한다
진로를
탐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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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학과 교육 목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목표는 과학적 개념,
즉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외에도 모든 교
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탐구하려는 태도’이다. 이
또한 구체적인 서술은 변화하였으나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 등으로 서
술되었다. 특이하게도 5 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연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기
본적인 실험 및 실습 기능을 기른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모든 과학 교육의 목표에 등장한 교과 목표로는 ‘자연 현상
에 흥미를 느낀다’가 있다. 대부분 과학의 대상이 자연으로 특정되기에 자연
현상에 흥미를 느낀다면 결과적으로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
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에 흥미를 가지는 것은 과학
학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과학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한 3 차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모든 교육과정
에서 제시되는 과학 교육의 목표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서술은 그 표현 방식이나 문제의 대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2 차 교육과정에서
는 “자연 사물 현상을 올바르게 관찰 실험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과학적으로 계획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서술하며 대상을 자연 사물 현
상으로 특정한다. 4 차에서는 ‘자연 현상과 일상 생활’을, 6 차와 7 차는 ‘실생
활’을 문제의 대상으로 특정한다. 특히, 2007 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소양”이라는
언급을 통해 문제 해결력이 과학적 소양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표
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 2 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 교과의 목표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목표가 과학과의 목표에 포함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 차에서는 과학
적 능력 하에 ‘기술적 능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서술하고 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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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세부적 7 가지의 ‘기능’을 서술하고 있다. 2 차에서는 “자연 사물 현
상의 기초가 되는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그 응용이 인간 생활의 향상 및
발전에 공헌한 바 큼을 인식하게 한다”, “기계, 기구, 약품 등의 취급 및 동
식물의 사육 재배를 합리적으로 하는 기능을 기른다”는 목표를 통해 ‘원리
법칙의 응용’과 ‘기능’을 교육 목표에 포함시켜 서술하고 있다. 3 차 이후로부
터는 이와 같이 기술에 해당하는 목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교과의 성격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연관성을
안다’는 것이 목표에서도 나타났다. 5 차 시기에는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
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과학 교육 목표
에 포함되었다. 이는 7 차시기까지 동일하게 서술되다가 2007 개정 시기부터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관계를 인식한다는 목표로 발전하였으며, 가장 최근
인 2015 개정 시기에는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는 목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기술교과와 연관된 과학교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교과의 성격에서도 드러났듯이 5 차 시기 이후 제시된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1 차와 2 차교육과정에서 현재의 기술교과의 목표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기
능을 기른다’ 등의 목표가 나타났으며, 5 차 교육과정에서 ‘실험 및 실습 기
능을 기른다’는 목표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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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과학 및 기술 교과 내용의 변천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교과 내용을 시기에 따라 ‘지도 내용’, ‘내용’, ‘내
용 체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과 기술
교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 내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과의 내용
에 제시된 대단원/중단원을 분석하고, 두 과목의 연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단원을 확인하였다. 기술 교과의 교과 내용을 정리한 표는 [부록 E]와 같
으며, 과학 교과의 교과 내용을 정리한 표는 [부록 F]와 같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술교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기계, 전기,
전자, 제도, 컴퓨터, 진로, 목공, 플라스틱, 금속, 재배, 수송, 통신, 건설, 생
명 영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 중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이러한 내용들
이 대부분 ‘~의 이용’ 혹은 ‘~ 기술’이라는 말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4 차와 5 차 교육과정에서는 ‘~의 이용’으로 서술되며, 5 차에서는 두 맺
음말이 혼용되며, 7 차 이후에는 ‘~ 기술’로 서술된다. 이와 같은 표현은 과
학과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그의 이용과 그에 포함된 기술을 배우는 것이
라고 유추할 수 있다.
과학 교과와 연계가 깊다고 생각될 수 있는 영역은 기계, 전기, 전자,
수송, 통신, 재배, 생명 영역이다. 전기 영역의 소단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
기와 생활, 전기 배선도, 전열 기구, 조명 기구 등을 다루는 영역이고, 수송
은 자동차와 같은 기계의 그 동력기관, 통신은 정보 통신 기술을, 생명은 생
물 개량 등과 관련된 기술의 내용을 주로 가진다.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기
술 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내용을 정리한 표는 [표 7]과 같다.
1 차와 2 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술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나
타났다. 특히 1 차 교육과정의 9 학년 교육 내용에서 기술과 매우 연관성이
높은 중단원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기계와 연모, 생물 개량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현재 기술교과에서 기계의 이용, 생명 기술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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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송)과 통신, 전기 등에 해당하는 기술 교과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
다. 2 차 교육과정에서는 교통과 통신, 자원의 개발 등의 중단원이 기술과 연
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물의 발달이라는 중단원에는 품종 개량과 품종 보
존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공기와
열의 단원에서는 마지막 소단원에서 각각 ‘공기의 이용’과 ‘연료와 열의 이
용’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였다.
3 차 교육과정부터는 기술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
다. 앞선 교육과정과 달리 기술의 내용에 해당하는 중단원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단원의 내용에서도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기 에너지 단원에서도 1 차 교육과정에서는 전기의 용도 등의 내용이 포함
되었는 것에 반해 3 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류, 전압과 같은 개념이 소단원으
로 제시되었다. 또한 생명의 연속성 단원에서도 이전에는 품종 개량과 같은
기술적 측면이 서술되어 있었다면, 3 차 교육과정에서는 세포, 생식과 발생,
유전과 진화에 해당하는 개념이 소단원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4 차와 5 차 교
육과정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
웠다.
6 차 교육과정에서는 소단원 수준에서 다시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
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일과 에너지 단원에서 ‘에너지의 이용’이, 자연 환
경과 우리 생활 단원에서 ‘자원의 이용’이 나타났다. 7 차 교육과정에서는 기
술교과와 연계된 양이 증가하였다. 물질의 특성 단원에서의 내용 중에는 “실
생활에서 물질이 이용되는 예를 조사하고, 그 물질의 용도와 특성을 관련
짓는다”는 교육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혼합물의 분리 단원에서는 “실생활이
나 산업 현장에서 혼합물의 분리가 이용되는 예를 찾아 물질의 특성과 관련
짓는다”는 교육 내용이 제시되었다. 뿐 만 아니라, 물질 단원에서는 “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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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산업 현장에서 반응 속도와 관련 있는 예를 들고 설명한다”는 교육 내
용이 제시되어 기술과 관련이 높은 내용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단원 및 중단원 수준에서 기술 발전 현황
이나 연구에 이용되는 여러가지 기술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며 기
술과의 연계성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열에너지 단원에서 “열팽창 정
도의 차이를 알고 이를 이용한 예를 들 수 있다”는 내용이, 대기의 성질과
일기 변화 단원에서는 “일기 예보가 우리 생활과 산업에 이용되는 예를 안
다”라는 내용이 나타났다. 전기 단원에서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됨
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뿐 아니라 “전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
이 나타나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시금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 과학과 인간의 미래 단원에서 “생명 과학의 연구에 이용되는 여
러 가지 기술을 알고, 생명 과학이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를 들 수 있
다”, “생명 과학의 발달로 인한 영향을 인식하고, 생명 과학이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생명 과학 기술, 그리
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이 주된 교과의 내용임을 드러낸다.
또한 자연계에서의 에너지 단원에서는 “다양한 대체 에너지의 활용과 관련
된 기술 발전 현황과 장단점을 안다”는 교육 내용이 제시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이란?’ 이라는 도입 단원과 ‘과학과 인류 문
명’이라는 마지막 단원에서 기술 교과와 매우 밀접한 교육 내용이 제시된다.
우선, 도입단원에서 등장하는 “과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
를 해결해 온 사례를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유용성을 이
해하며, 과학 관련의 직업의 종류를 조사하고 직업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기술 교과에서 주되게 제시했던 교육 목표인 진로 선택
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과학과 인류 문명 단원에서는 “우리 생활에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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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첨단 과학의 예”,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과 통합된 사례 조사”,
“과학의 발전 과정에 기초하여 미래 생활에 영향을 줄 기술이 무엇인지 말
하고 근거 제시” 등의 내용이 제시되며 수많은 첨단 기술과 기기가 과학 원
리를 응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열과 우리 생활 단원에
서는 앞서 2007 개정에서처럼, “물체에 따라 비열과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알고, 이를 활용한 예를 안다”는 교육 내용과 더불어 ‘”난방 기구 사용, 주
방 기구 사용, 단열과 폐열의 활용, 지구 온난화 같은 일상생활에서 열에너
지와 관련된 사례를 열의 이동 방법과 관련지어 이해한다”는 교육 내용이
나타남에 따라 기구와 기계에 관련된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권의 구성과 순환 단원에서는 ‘해양자원’에 대한 내용이, 전기와 자기 단
원에서는 “가정에서의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전기 소비 전력”에 대한 내용
이 제시되었으며, 외권과 우주 개발 단원에서는 인류의 “우주 개발에 관련된
직업 세계를 알고 인공위성의 개발과 이용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이해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앞선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과학
과 나의 미래라는 단원에서 과학과 진로, 현재와 미래의 직업을 학습 내용
으로 제시하며 과학과 기술의 연관성을 보인다. 특히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이라는 단원에서는 ‘기술의 발달’, ‘기기의 발명’ 등 과학기술이 미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이 전체 단원의 주요한
내용이었다. 또한 열과 우리 생활 단원에서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용”이
라는 교육 내용이 나타나고, 에너지 전환과 보존 단원에서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를 들고, 이를 소비 전력과
관련지어 설명”이라는 교육 내용이 나타나는 등 앞선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의 예시의 형태로 기술이 내용이 연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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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 1) 과학교과에서 제시된 기술교과와 연관 있는 교과 내용
내용
1차

기계와 연모

천연자원의 개발과 보호

교통과 통신

교통의 발달

자원의 개발

통신의 진보

생물 개량 등

생물의 발달

2차

공기와 열

-품종 개량

-공기의 이용

-품종 보존

-연료와 열의 이용

3차
~5 차
일과 에너지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자연 환경과 우리 생활
-자원의 이용

-에너지의 이용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물질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물질의 예

-실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혼합물의 분리가
이용되는 예

-실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반응 속도와 관련
있는 예

열에너지

대기의 성질과 일기 변화

전기

생명과학과 인간의 미래

자연계에서의 에너지

-열팽창 정도의

-일기 예보가 우리 생활과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생명 과학의 연구에

-대체 에너지의 활용과

차이를 이용한 예

산업에 이용되는 예

전환되는 실생활의 예
-전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

이용되는 기술
-생명과학이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사례 등

관련된 기술 발전
현황과 장단점

과학이란?

과학과 인류
문명

과학과 나의 미래

열과 우리 생활

수권의 구성과
순환

-일상 생활에서
열에너지와 관련된 사례

-해양자원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전기와 자기

외권과 우주 개발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소비전력

-우주 개발에 관련된
직업 세계 등

열과 우리 생활

에너지 전환과 보존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용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
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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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 결론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그림 2]에 나타냈다. 분석 결과는 과학 교과에서
드러난 기술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을 정리하였다. 각 영역에서 유사점의
양상을 토대로 교육과정 시기를 크게 ‘미분리기’, ‘분리기’, ‘연계 과도기’,
‘연계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선, ‘미분리기’는 1 차와 2 차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기술
교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과학 교과의 목표에서 기능 습득, 기
술 활용 능력 학습, 진로 탐색 등의 교육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과학 교과에 현재 기술 교과에 해당하는 기계와 연모, 생물 개
량 등에 관한 내용이 중단원 수준에서 제시되었다. 따라서 기술과 과학이
분리되지 않고 교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리기’는 3 차 교육과정과 4 차 교육과정이다. 이 시기에는 기술 교과
와 과학 교과의 목표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내
용적 측면에서는 소단원에서조차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3 차 교육과정부터는 ‘기술’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술 관련 교과목이 만
들어졌다. 따라서 이전에는 하나의 교과에서 다루어지던 과학과 기술이 분
리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연계 과도기’는 5 차 교육과정부터 7 차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이
시기부터 과학 교과의 교육목표에 과학기술사회의 상호관련성을 안다는 내
용이 포함되며 연계성이 다소 높아졌다. 5 차 시기에는 실험 기능을 습득한다
는 목표가 제시되기도 했다. 교과 내용에서는 중단원 ‘일과 에너지’에 ‘에너
지의 이용’이라는 소단원이 나타나는 것처럼 소단원 수준에서의 기술 교과
와의 내용 연계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두 교과의 연계성이 증가하기 시작하
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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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계기’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
지이다. 이 시기에는 교과의 성격에서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을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
어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한다’는 내용이 제시
되었다. 교과의 내용에서는 중단원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과학과 나의 미
래’에서 직업과 진로를 다루며 기술 교과와의 내용 연계성이 드러나며, 그
외에도 소단원 수준에서의 연계성이 이전 교육과정들에 비해 증가하였다.
따라서 두 교과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교육됨을 알 수 있었고, 최근 들어
그 연계성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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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1) 과학 교과에서 나타난 기술 교과와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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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과학과 기술 교사의 기술 및 공학의 본성
에 대한 인식

4.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여러 선진 국가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지
식을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이효녕,
2014).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교육기준을
개정하고 초, 중등 수준에서 STEM 분야의 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a, 2013b; NRC, 2011, 2012, 2013). STEM
교육은 이공 계열을 전공하는 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STEM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기초적인 소양과 긍정적인 태도 함양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Bybee(2010)는 STEM 은 주로 수학이나 과학에서 사용되지만, STEM 은
학교 프로그램에서 기술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NRC(2019)는

국가가

진정으로

혁신에

관심이

있다면,

STEM

에서

T(technology)와 E(engineering)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의 역량(capabilities), 힘(power), 그리고 효과
(effects)를

이해시키기

위한

기반(basis)

역할을

하는

기술적

소양

(technology literacy)라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International Technology
Education Association (ITEA), 1996, 2006, 2007). ITEA(2007)는 기술과 과
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의 문명 사회들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과 기술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더욱 책
임감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ITE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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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TEM 교육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공학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고, NoS 에 비해 NoT 과 NoE 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표 1] 참고). 이는 과학적 소양 (scientific literacy)으로서 과학교육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NoS 이 가지는 위상과 대비된다. 또한 NRC (2012)는
보고서와 교육정책계에서 흔히 ‘과학’, ‘공학’, 그리고 ‘기술’이라는 용어가 하
나의 어구로 뭉쳐져 사용되어 각 용어의 의미와 그 이유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기술과 공학은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용어들이다. STEM 과 관련된 과목인 과학과 기술교사들의 기술 및 공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두 영역의 본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NoS 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NoS 에 대한 생각과 신념이 과학 내용 학습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Sadler et al., 2004). 또한 학생들
이 NoS 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향상시키
고, 과학을 내재화(internalize)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과학
적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McComas et al., 1998). 그러
므로 기술 및 공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면 STEM 교육에서 유용
한 학습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내용을 교수하는
교사들의 기술 및 공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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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방법
4.2.1 현상기술학 (Phenomenography)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사와 기술교사가 개념화(conceptualization)하는 기
술과 공학을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그 차이를 한정된 범주로 분류하여
기술과 공학의 본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으로 현상기
술학을 적용하였다.
현상기술학은 사람들이 특정 현상을 경험(개념화)하는 질적으로 서로 다
른 방식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론이다(Marton, 1986). 현상
기술학은 이러한 개념화 방식에서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와 변화를 발
견하고 이를 한정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념은 인식 주
체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기능이나 구조가 아니라, 경험 주체와
경험되는 대상 간에 존재하는 내재적 관계를 반영한다(Marton, 1986).
현상기술학은 질적 연구의 한 갈래이며, 비슷한 이름을 가진 현상학적 방
법과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연구 방법은 모두 세계를 경험하는 개
인의 주관적인 방식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현상학적 방법
은 인식, 지각, 정서, 반성, 통찰 등의 경험의 총체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주
는 반면, 현상기술학은 세계에 대한 경험 주체의 ‘개념화 방식’에 초점을 둔
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Marton& Säljö, 1976). 즉, 현상기술학은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에 관해 이해하고자 하며,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에서의 개인 간 차이에 관심을 가진다 (Marton, 1981).
현상기술학적 연구의 결과는 현상에 대한 개념화 방식을 몇 개의 기술 범
주로 조직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실재라 하더라도 이를 경험하는 인
식 주체들의 개념화 방식이 다르다면,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범주로 분
류되며 범주 간의 관계는 좋고 나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Åker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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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그러나 현상기술학에서 도출된 범주들은 다른 범주를 포괄하거나 다
른 범주 하에 포섭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는 위계적일 수 있다. 도출
된 범주는 해당 현상에 대한 완전한 목록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상에 대한 경험방식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 시점에 연구에 참여
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범주의 목록이 완전할 수 있다 (Marton &
Booth, 1997).

4.2.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기술과 본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 교과의 교사를 각각 4 명씩 인터뷰하였다.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해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참여자들의 모집, 참여자들에 대한 동의서 양
식, 자료수집, 분석 등의 모든 절차를 확인받았으며, IRB 승인을 받았다
(No.1904/001-001). 윤리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본 연구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코드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코드 S-1 은 과학교사 중
1 번을 할당 받은 사람을 나타낸다. 연구자는 R 로 표기하였다.
교사들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다른 면접자의 추천에 의해서
참여하거나, 연구자에게 참여 요청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모든 교사들은
교육학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참가자들이 그들의 일
에 열성적이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연구 참
여자들의 경험은 사람들이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질적으로 다르게 개념화하
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현상기술학의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상세한 정보는 [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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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 2) 연구참여자 정보
과학교사

기술교사

연구
참여자

S-1

S-2

S-3

S-4

T-1

T-2

T-3

T-4

성별

여성

여성

여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남성

13년

12년

16년

15년

9년

10년

11년

2년

고등

고등

학교

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

-

-

교육학

교육학

석사

석사

교사
경력
소속
학교
전공

학력

고등

중학교

학교

중학교

물리

생물

화학

교육학

교육학

교육학

박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지구
과학
교육학
석사

교육학
석사
과정

교육학
석사
과정

4.2.3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주된 자료는 연구참여자와 개별적으로 진행된 심층 면담으로부
터 수집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마다 총 2 회 진행되었으며, 1 회 당 평균 1
시간 내외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반구조화 된 형식으로 진행하
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질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반구조화 된 인터뷰는 현상기술학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수
집 방법이다.
면담 전, [표 9]의 사전 질문지를 제공하였으며, 사전 질문지는 연구참여자
식별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재직중인 학교)와 연구에 활용할 연구
참여자의 재직기간과 전공을 물어보는 영역과 면담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담은 사전 질문에 대한 응답과 면담 도중 응답을
토대로 심층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번째 인터뷰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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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 중 기술과 공학의 인식에 대한 1 번과 2 번을 다루었고, 두번째
인터뷰에서는 기술 및 공학 교육에 대한 3 번 질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표 9] (연구 2) 사전 질문지

사전 질문지
Q 1-1. 기술과 공학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Q 1-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술과 공학이 가지는 특징
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Q 2. 과학과 기술, 공학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를 들면 등과 같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자유롭게 서술해주세
요.)
Q 3-1. 기술과 공학에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현재보다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

현재가 적당하다

•

현재보다 더 적게 가르쳐야 한다

•

가르칠 필요가 없다

•

기타 (

)

Q 3-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3-3. 기술과 공학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자신의 교과적 배경에서 설명해주세요.)

4.2.4 분석방법
1:1 로 진행된 교사 면담은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를 이용하여 녹음되었으
며, 녹음된 면담은 모두 전사되었다. 전사된 자료를 읽으며 의미 있는 답변
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출하였다. 그 후 의미 있는 문장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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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단어들을 중심으로 잠정적인 개념들을 도출하여 코딩하는 작업을 진행
하였다. 개념의 도출은 직접적인 언어적 표현보다는 맥락에 중점을 두고 진
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귀납적 분석 방법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반복적
비교 분석 방법 (Merriam, 1998)을 활용하였다.
초기 코드들은 동료 연구자와의 논의를 통해 중간 범주화 되어 참여자들
의 검토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고, 대부분 교직경험이 10 년 내외로 오랜 기간 근무함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검토에서는 중간 범주화 된 범
주들이 참여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해석되었는지, 발췌된 면담이 범주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범주의 용어가 적절한지 확인받는 작업을 통해 신뢰도
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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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 결과
4.3.1 기술과 공학의 구분
기술과 공학이 자주 혼용되어 쓰이는 것을 고려하여 사전 질문지에서 연
구참여자들에게 기술과 공학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8 명 중 5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용어가 구분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
으며, 2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용어가 구분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1 명
의 연구참여자는 두 용어가 구분은 되지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
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해당 의견은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은 [표 10]과 같다. 그러나 두 용어를 구분할 수 없다고 응답한 2
명은 면담 도중 기술과 공학을 구분하는 모습도 보였다. 따라서 구분하는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교사들이 기술과 공학을 구분한다고 말할 수 있
다.
사전 응답에서 두 용어가 구분이 된다고 대답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두 용어의 차이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후에
각각의 본성으로 범주화되었다. 이외에도, S-2 는 용어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두 용어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응답하였다. 두 용어를 구분
할 수는 있지만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S-3 은 STEAM 교육의
예시를 들며, 이 경우 기술과 공학을 구분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사전 응답에서 두 용어가 구분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모두 기술
교사이며, 두 교사 모두 공학과 기술이 같은 개념을 나타낸다고 대답하였고,
그들의 면담에서는 기술과 공학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기술
과 공학의 본성을 서술할 때는 다른 교사들의 응답 경향성에 따라 그 본성
을 분류하였다. 사전 응답과 면담에서 일관적으로 기술과 공학이 같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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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면담 중간에 두 용어가 가지는 차이
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T-3 는 공학과 기술이 같은 개념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기술은 기술이 좀 확대가 돼서 그러니까 좀 더 이렇
게 깊어져서 공학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기술
과 공학을 구분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연구 2) 기술과 공학의 구분 가능성
응답

참여자

면담 발췌 예시
•

S-1: 공학은 기술도 그렇고 과학적 이론도 내포하고
있으면서 되게 크게 이 모든 다양한 기술과 또
과학을 응용한 어떤, 이런 어떤 또 다른 결과물들을
용합해서 큰 설계를 한 결과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인 의미, 종합적인
세트라고 해야 되나?

•

S-2: 같은 거면은 용어를 굳이 구분을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견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칭하는
하는 거랑 얘를 지칭하는게 다르다는 거는
출발점이나 뭔가 다르게 구분 할 수 있으니까
생겨났을거라 생각하는데. 뭔가 확장되다보면 겹칠

네

S-1,

수 있을거라 생각은 해요. 전 어쨌든 기본적으로

S-2,

용어가 따로있다는거는, 출발점이 조금 달랐을 것

S-4,

같기는 한데. 그런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T-1,

한거고. 용어가 너무 다르잖아요.

T-2

•

S-4: 기술과 공학을 구분을 한다면 기술은 현재에
있는 것들을 익히는 것. 뭐 자동차의 기술을 익힌다
라고 얘기를 하면 더 붙이는 거 수리하는 거 이걸
하는 거고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다 라고 하면 좀
더 연구를 해서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

T-1: 과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
과정이 공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출물이 기술이다.
보통 저는 그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

T-2: 이러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니까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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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론을 꼭 만드려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공학하는 사람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 조작에
대해서 이 물건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론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공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실험을 토대로. 최적화할 수 있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

T-3: 공학과 기술은 같은 개념인데 기술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어감 자체는 약간 기능적에 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 재주라든지 뭐 기능적인 부분에

아니오

가깝기 때문에

T-3,
T-4

•

T-4: 일반적인 기술의 의미, 사전적 의미 그런 걸
봤을 때는 기술이랑 공학이랑 같은, 어디에 속하는
그런게 아니라 동등선 상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
구분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으면 한다.

S-3: 나도 항상 그거 STEAM할 때 맨날 나는
구분하지 말자고 해서. 애초에 할 때도 왜 T하고 E

S-3

따로 따로 요소 적게 하거나 이랬거든요. 저 그거
다 진짜 T/E로 가자고. 그걸 왜 구분해야 되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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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기술 및 공학의 본성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에서 기술 및 공학의 본성에 관한 몇 가지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교사들은 기술을 ‘실천적 지식’, ‘도구’, ‘제작’, ‘기능’으
로 바라보았으며, 공학을 ‘학문’, ‘연구’, ‘설계’, ‘최적화’, ‘심화된 기술’로 바라
보았다. 기술과 공학이 모두 갖는 특성에는 ‘응용 과학’과 ‘인간 문명’이 있
다.

➢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practical knowledge)
기술을 설명함에 있어 총 5 명의 교사가 기술의 특성으로 실천적 지식을
제시하였다 2 . 실천적 지식이란, 학문적 지식보다 더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방법적인 측면이 강한 지식을 의미한다.
기술의 특성을 ‘실천적’ 지식으로 한정한 까닭은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과학과 같은 학문적인 영역에서 비롯되는
지식을 ‘지식’으로 인식하는 반면 체험이나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되
는 지식은 ‘실천적 지식’으로 개념화하였다. 교사들의 면담에서는 노하우, 절
차적 지식, 경험적으로 터득한 지식 등이 실천적 지식으로 범주화 되었다.
범주화에 사용된 교사 면담 발췌문은 다음과 같다:
S-1: 나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고 지식적인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기술이라고 봐요. 방법도 있고, 방법적인 어떤 절차적인 지식. 그냥
지식도 있고. 절차적인 부분의 지식은 사실 이렇게 약간 뭐뭐하는 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T-2: 이거는 정말 생명기술이 맞아요,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론이 안 묻은
영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터득한 지식이 그 품종개량할 때 쓰이

2

이와 같이 응답한 교사 확인을 위해서는 [표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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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아요, 품종개량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 이론을 알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얘네들 이 품종, 얘네들, 얘네들 한번 교배를
시켜볼까? 했을 때 더 나은 게 나오고, 나오고 한 거는 그게 확실히 기술인
거죠. 그렇죠. 육종. 그거는 누가 뭐래도 기술이라 할 수밖에 없고

➢ 도구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tool)
기술을 설명함에 있어 총 5 명의 교사가 기술의 특성으로 도구를 제시하
였다. 이때 도구는 인공물로서의 도구뿐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도구를 포함
한다. 5 명의 교사 중 인공물로서의 기술으로 응답한 교사는 3 명이었으며 수
단으로서의 기술을 이야기한 교사는 2 명이었다.
이와 함께 도구로 범주화된 수단으로서의 기술은 방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수단과 인공물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한데 묶여 ‘도구’로서 범주화
된 것은 인공물은 대부분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며, ‘도구’라는 개념이 이 모두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주화에 사용된 교사 면담 발췌문은 다음과 같다:
S-3: 기술적 문제해결력이라는 게 나는 순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도구라는, 도구. 그래. 도구와 딱 제작하는 그것. 왜냐하면 나는 과학으로서
기술을 또 좁게 보는 것 같아요. 도구와 제작. 그 두 가지 키워드가 기술적
문제해결력의.
T-3: 도구로 활용하는 것들을 기술 쪽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개발
도 기술 쪽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은
또 어느 순간 표준화가 될 거예요. 그 평균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컴퓨터
를 사용하고 뭐 워드 같은 거나 파워포인트를 하는 게 이렇게 된 거처럼 이
것도 이 기술조차도 그냥 다 이렇게 평준화될 거 같으니까.
T-4: 사실 뭐 의자나 책상. 이런 것들은 늘상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뭔가 새로운 것에 의해서 새로 발명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내가 그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기술에 해당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52

➢ 제작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craft)
총 5 명의 교사가 기술의 특성으로 제작을 제시하였다. 제작은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을 의미하며, 교사들은 만드는 행위 자체가 기술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제작이라는 기술의 본성은 후에 제시되는 기능으로서의 기술과도 연관
이 있는데, 만드는 능력 즉 제작 능력을 기능으로 인식하는 교사들이 있었
기 때문이다. 참여자 검토에서 기능으로 범주화하였던 응답을 제작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다는 응답과 제작으로 범주화 하였던 응답을 기능이라는 의
미로 설명하였다는 응답을 각각 받기도 하였다.
S-1: 그러니까 결국 삶에 필요한 것들,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만들고
편리하고자 하고 좀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온 것도 기술이고.
T-4: 사고하는 방법이나 롤링볼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만드는거니까 기술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 그렇죠. 실제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이런건 좀. 기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2: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 교과의 특정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기술 교과 영역을 들으셨죠?
제조 건설 수송 통신 생명. 그 중에서 가장 아, 이게 기술이구나, 하고 제가
좀 말하기가 쉬운 단원이 제조기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 기능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skill)
기술을 설명함에 있어 총 6 명의 교사가 기술의 특성으로 기능을 제시하
였다. 기능이란, 말 그대로 기술적 능력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두 용어
가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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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의 응답에서 ‘공부를 못하니 기술을 배워라’의 기술에서는 기능을 배워
경제활동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때의 기능은 영어로 skill 혹은
technique 과 대응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같은 어원을 가진 technique 보다는
skill 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skill 으로 명명하였다.
S-2: 뭐 생명공학부 하면은 거기 안에서는 생명 공학을 연구하니까, 거기서
배우는 수많은 실험 기술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연구 결과를 내고, 얘를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생명공학, 그리고 그 과를 가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매우 많은 기술들을 배
울 수 있을 것 같고. 기술들을 개발해 낼 것 같고. 약간 저는 좀 그렇게 생
각을 하고 있어요.
T-1: 기술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좀 약간 천시받는 경향도
있어서, 너 공부 못하니까 기술배워라 이런식으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인식이 안 좋거든요.

➢ 연구로서의 공학 (engineering as a research)
공학을 설명함에 있어 총 5 명의 교사가 공학의 특성으로 연구를 제시하
였다. 교사들이 인식하는 공학이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 과학과 달
리 인공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탐구를
공학이라고 인식하였다. 인공물을 새롭게 만들거나, 발전시키거는 등의 행위
를 공학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S-4: 우리가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는 그냥 기능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무언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연구 분
야는 공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T-2: 공학은 사람이 만들어 나갈 것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물건에 대한 법칙을 연구를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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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연구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탐구적인 부분이 좀 가미됐
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과학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탐구적인 과정이 포
함된 게 또 공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자와 기술과 공학은 저는 이
제 출발점은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 학문으로서의 공학 (engineering as a discipline)
공학을 설명함에 있어 총 5 명의 교사가 공학의 특성으로 학문을 제시하
였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공학이라는 용어 자체에 학문이라는 뜻을 내포하
고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공학을 학문의 영역이라고 생
각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문은 조금 더 깊어진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거나,
더 넓은 영역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S-2: 반대로 답했던 것 같은데. 저는 공학이 학문이라서 기술을 포함한, 아
마 저는 공학이 더 크고 기술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답했을 거에요. 저는 기
술에다가 설계를 더하면 공학이. 저의 생각인데, 잘 모르겠다.
S-4: 그러니까 공학은 조금 더 깊게 공부, 그러니까 학문적이라고 저는 생각
하는 거죠.
T-1: 공학으로 가면 이게 학문이라는 거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애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있으니까. 좀 인식 자체에서 어감이나 이런게 긍정
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설계로서의 공학 (engineering as a design)
총 5 명의 교사가 공학의 특성으로 설계를 제시하였다. 많은 연구 참여
자들이 설계가 공학의 주요 특성이라고 언급하였고, T-1 의 경우, 설계 자체
가 공학이라고 언급할 만큼 설계는 공학의 주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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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공학은 기술도 그렇고 과학적 이론도 내포하고 있으면서 되게 크게 이
모든 다양한 기술과 또 과학을 응용한 어떤, 이런 어떤 또 다른 결과물들을
용합해서 큰 설계를 한 결과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조금 포괄
적인 의미, 종합적인 세트라고 해야 되나?
S-2: 반대로 답했던 것 같은데. 저는 공학이 학문이라서 기술을 포함한, 아
마 저는 공학이 더 크고 기술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답했을 거에요. 저는 기
술에다가 설계를 더하면 공학이. 저의 생각인데, 잘 모르겠다.
T-1: 또 어떤 분은 설계 자체를 공학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설계. 왜냐면
설계가 그 이제 문제해결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과정들이 설계
잖아요. 설계안 하나 설계안 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설계를 했으면 그 안에
서 최적화된 결과가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공학에 관한.

➢ 최적화로서의 공학 (engineering as a optimizing)
총 6 명의 교사가 공학의 특성으로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최적화란, 가장
적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의 ‘적합하다’라는 것은 공학의 목적과 연
관 된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가장 적합하게 하려는 행위가 공학
인 것이다. 연구 참여자 중 S-1 은 이에 대해 공학이 가치를 담는다고 이야
기하며 어떠한 가치(경제성, 효용성 등)을 담아내는 것이 공학의 주요한 성
질이라고 이야기했다.
S-1: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윤리적인 요소들일 수 있고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경제성, 그 다
음에 효용성 이런 것들이 무시될 수 없는 게 공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
장 쉬운, 다 기술에 엄청 있는데 이걸 되게 단시간에 많은 양을 뭔가 결과물
을 얻고 싶을 때 설계를 하잖아요. 단순히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빠른 수단, 빠르게 하는 뭔가를 어떤 효용성으로 많은 양을 하고
싶다, 적은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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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그래서 거기서 그 생명체들이 가지는 규칙을 찾는 거는 과학이고, 그다
음에 그 조작을 이렇게 이렇게 조작을 하면 유전자 조작이 조금 더 잘 된다,
그거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공학인 것 같고요.

➢ 심화된 기술으로서의 공학 (engineering as an advanced technology)
총 6 명의 교사가 공학의 특성으로 심화된 기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심화된 기술이란, 기술에 다른 무언가가 더해지거나 그 자체가 더 깊어졌다
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교사들은 모두 공학이 기술에 과학을 더한 개념으로
공학을 받아들였으며, 기술과 공학이 같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한 T-3 와 T4 는 공학이 기술의 심화된 부분 혹은 세부적으로 깊어진 부분이라고 표현하
였다. 즉, 공학과 기술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그 위계를 살펴보면 공
학이 기술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3: 공학은 과학과 기술을 플러스돼서 그게 공학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
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진짜 기본원리랑
저런 만들기의 원리가 합쳐져서 공학이라는 거는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개
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T-3: 공학은, 기술은 공학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
든요. 그런데 참 그러니까 OO 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기술은, 기술이 좀
확대가 돼서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깊어져서 공학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학 안에 기술이 이제 그러니까.

➢ 응용 과학으로서의 기술과 공학 (technology and engineering as an
applied science)
기술을 설명함에 있어 4 명의 교사가 기술을 응용 과학이라고 말했으며,
동시에 5 명의 교사가 공학을 응용 과학의 범주로 이야기하였다. 두 응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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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중복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6 명의 교사가 기술 그리고/혹은 공학
의 본성으로 응용 과학을 언급하였다. 기술과 공학 모두 과학을 응용한 영
역이라는 것으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이는 과학을 ‘지식’ 혹은 ‘원리’로 국한하는 한계가 있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T-2 는 기술과 공학은 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
하며, 과학의 원리가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여 보통과는 다른 의견
을 제시하였다.
T-4: 약간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옴의 법칙이나 전기에 관련된 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기, 또는 내가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는게 기술이지 않나.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과학의 응용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는 조금 동의를 하는 입장
이다. 사실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 건 사실이에요.
S-3: 공학은 과학과 기술을 플러스돼서 그게 공학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
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진짜 기본 원리랑
저런 만들기의 원리가 합쳐져서 공학이라는 거는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개
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인간 문명으로서의 기술과 공학 (technology and engineering as a
human civilization)
기술을 설명함에 있어 3 명의 교사가 기술을 인간 문명과 연관시켜 말했
으며, 동시에 1 명의 교사가 공학을 인간 문명과 연관시켜 이야기하였다. 두
응답의 교사는 중복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3 명의 교사가 인간 문명을 기
술 그리고/혹은 공학의 본성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3 명의 교사 모두 기술 교사였다. T-1 의 경우에는 과학, 기술, 공학의 피드
백 과정을 통해 인류가 발전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기술뿐 아니라 공학 또한
인간 문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기술을 도구로 인식하던 것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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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어 도구의 발전으로 인류 문명을 구분한다는 사실을 들며 기술의 특성
을 인류 문명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T-1: 과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를 만들잖아요. 그 과정이 공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출물이 기술이다. 보통
저는 그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기술을. 기술이 나
왔어요.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지고 또 다른 과학적 원리가 또 나오게 되고 그
거를 바탕으로 또 공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다른 기술이 만들어지고. 계속
피드백 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가.
T-2: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선사시대 설명을 하려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도구가 어
떻게 발전해왔느냐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어떻게 발전해왔느
냐가 사람의 삶에, 인간의 삶에 많이 영향을 끼쳤으니까, 사회적으로도 변화
를 많이 끼쳤으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문
명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거죠.

4.3.3 기술 및 공학의 본성의 언어적 해석
기술이라는 용어는 技術이라는 한자어에서 비롯된다. 재주 기에 재주 술을
사용하는 본 용어는 말 그대로 ‘재주’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공학
이라는 용어는 工學이라는 한자어에서 비롯되며, 장인 공에 배울 학의 한자
를 사용한다. 즉, 학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
사들은 기술을 재주의 영역으로, 공학을 학문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T-2: 기본적으로 기술은 기학이 아니고 기술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
서 어떻게 보면 기술을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려고 한 게 기술학인 거지, 기
술은 기본적으로는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려다 보니까 기술학이 간 거지만 기본 기술하고 학은 조금 다르다
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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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한국어의 특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영어는 정반대의 특성을
보인다. 기술은 흔히 technology 로, 공학은 engineering 으로 번역되어 사용
된다. 이때 technology 의 어미인 -logy 는 학문을 나타내며, engineering 의
어미인 -ing 은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교사들은 의미의 불일
치를 느끼며 technology 와 기술, engineering 과 공학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
기도 하였다.
S-2: 웃긴건 공학은 학문인데, 생물학, 물리학처럼 공학인데 영어로는
engineering 이고, technology 는 기술이지만 technology 라고 하면은 약
간 biology 처럼 뭔가 학문일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S-4: 용어 자체를 공학에 저는 가까운 게 technology 라고 얘기할 때는 공
학적인 느낌이 더 있는 거죠. 저의 개념. 제 느낌으로는 technology 라고 얘
기했을 때 공학적인 느낌이 더, 저의 개념, 느낌이 있는 거고. (…) 영어의
technology 와 engineering 을 봤을 때 느낌 바뀌는 느낌이에요.
engineering 이 약간 그냥 그렇게 뭔가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
technology 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이라는 용어와 그 technology
가 약간 어울리지 않아요.
이 외에도, 기술과 공학에 대응되는 technology 와 engineering 을 교차해서
대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S-3: 그래서 나는 술 같은데. 그러니까 내 말은 기술의 술의 느낌이 더 강
하지 않아요? Ing 의 동사형이니까.
R: 기술이 technology 잖아요.
S-3: 아니, 아, 그렇구나. 기술이 engineering 아니에요?
R: 기술이 technology 라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나요? 공학이
engineering 이고? 공대가.
S-3: 진짜?
R: 그렇지 않나요? 공학 하면 engineering 을 더 많이 쓰지 않나?
S-3: 그러네. 과학기술할 때 science technology 네.
R: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시더라고요.
S-3: 그렇네. 그건 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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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측면에서 용어는 맥락 의존적이며, 이는 그 용어에 ‘어감(nuance)’
을 부여한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어감에 기반하여 기술 및 공학을 설명
하였다. 공대(공과 대학)라는 맥락뿐 아니라, ‘기술’이 가지는 기능적인 이미
지 또한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면담에서 발췌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S-2: 보통 근데 과 이름이 공학과이다 보니까. 과에서 배우는 전체가 그 기
계에 대한 공학인 것 같고. 그때 배우는 세세한 것들이 기술일 것 같은 생각
이 저는 좀 드는데. 모르겠어요.
S-3: 선생님들은 또 이런 거 있어요. 공대를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엄청 모르는 이상한 분야가 많거든. 그래서 되게 많은 큰 게 공대. 기술대는
없잖아. (…) 지금 있는 이미지로는 너무 진짜 그냥 블루칼라의 느낌이 너무
강해.
T-3: 공학과 기술은 같은 개념인데 기술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어감 자체
는 약간 기능적에 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 재주라든지 뭐 기능적인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T-4: 기술하면은 뭔가 현장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것처럼. 뭔가 딱 기술하면 떠오르는게 뭔가
직접 부딪히고 그런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게 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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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 결론
4.4.1 기술 및 공학의 본성에 대한 해석
교사 면담의 결과로부터 기술 및 공학의 본성을 [표 11]에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통해 범주화 한 것은 총 11 가지로 이중 기술의 본
성은 4 가지, 공학의 본성은 5 가지이며 공통적인 본성은 2 가지이다. 각 범주
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 옆에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기술의 본성은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기술, 도구로서의 기술, 제작으로서
의 기술, 그리고 기능으로서의 기술으로 범주화 되었다. 이러한 영역들 중에
서 실천적 지식은 노하우 혹은 경험적으로 터득한 지식을 의미하며 앞선 연
구 1 에서 기술 교과의 성격을 ‘실천 교과’라고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고 볼 수 있다. 도구는 인공물의 의미와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
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기술의 본성에서 인공물의 측면을 언급하였고
(Digironimo, 2011; Waight & Abd-El-Khalick, 2012; Liou, 2015; Lee, 2015;
Lee, 2018), Waight (2014)가 조사한 교사의 인식에서도 인공물로서의 기술
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의
를 가진다.
공학의 본성은 크게 연구로서의 공학, 학문으로서의 공학, 설계로서의
공학, 최적화로서의 공학, 심화된 기술으로서의 공학으로 범주화 되었다. 연
구는 탐구하는 방식,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며, 학문은 학문 분야
임을 나타낸다. 이는 용어를 구성하는 한자의 개별적인 의미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설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며 많은 선행
연구가 설계를 공학의 주요한 특성으로 제시하였으며(Wulf, 1999; NRC,
2009, 2012, 2013; Moore et al., 2014) 본연구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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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두 영역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본성은 응용 과학(applied
science)이라는 것과 인간 문명(human civilization)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중 인간 문명이란 과학, 기술, 공학의 피드백 과정에서 인간문명이 발전하고,
당시에 사용하던 도구로서 문명을 구분하는 응답을 통해 드러났다. 이와 비
슷한 맥락으로 Waight & Abd-El-Khalick (2012)는 기술의 본성의 요소로
진보(progression)를 주장하였으며 Liou(2015)는 혁명적 변화(innovation
change)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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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2) 기술 및 공학의 본성
영역

본성
•

노하우

•

절차적 지식

•

경험적으로 터득한 지식

도구

•
•

수단
인공물

제작

•

만들기

•

방법

•

실험 기술

•

수리

•
•

탐구하는 방식
개발

•

제품에 대한 연구

학문

•

학문 분야

설계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

경제성

•
•

효용성
가치

•

고등 교육과정

•

세부적

•

과학적 지식 활용

•

과학을 실생활에 접목

•

도구로서 시대를 구분

•

과학-기술-공학의 피드백 과정에서 인간문명이 발전

실천적 지식

기술

기능

연구

공학

내용

최적화

심화된 기술

응용 과학
공통
인간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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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기술 및 공학의 본성에 대한 교사 인식
또한 교사 별로 응답한 기술 및 공학의 본성을 정리한 표는 [표 4-4]와
같다. 이를 통해 과학교사와 기술교사의 기술과 공학에 대한 인식에는 두드
러지는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모든 과학교사들은 기술과 공학을 과학에 기반한 분야라고 인식
하고 있었으며, 그에 비해 기술과 공학이 과학에 기반한다고 인식한 기술교
사는 두 명에 불과했다. 또한 공학의 본성으로 설계를 제시한 세 명 중 두
명은 기술과 공학을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기술의 측면에서
설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과학교사와 기술교사 모두 공학이 자신의 교육분
야와 더욱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학 교육이 일반 중등교육
과정에서 교육되지 않는 만큼 보다 나은 공학교육을 위해서는 두 교과 사이
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기술 혹은 공학이 인류 문명과 밀접한 관계를 응답은 모두 기술교사로
부터 나왔으며, 따라서 과학교사는 기술 및 공학이 인류 문명과 연관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 1 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과 인류 문
명’이라는 중단원이 제시된다. 과학교사의 기술 및 공학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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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구 2) 기술 및 공학의 본성에 대한 교사별 응답

영역
본성
교사
S-1

기술
실천적
지식

도구

●

공학
제작

기능

연구

학문

설계

최적화

심화된
기술

응용
과학

●

●

●

●

●

●

●

●

●

●

●

●

●

●

●

●

●

●

S-2
S-3

●

●

S-4

●
●

T-1

공통

●

●

●

●

●

T-2

●

●

●

T-3

●

●

●

T-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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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문명

●

●

●

●

●

●

●

●

●

●

●

●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5.1 요약
본 연구는 과학교육 분야에서 점차 증가하는 기술 및 공학 교육의 필요
로부터 출발하여 과학교육과 기술 및 공학교육의 연계성을 확인해보고 기술
및 공학의 본성을 확인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연구 1 은 과학교과와 기술교
과의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과학교육에서 기술 및 공학이 어떻게
다루어져왔으며, 교육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2
는 과학과 기술 교과의 교사를 대상으로 기술과 공학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과학교과에서
기술 및 공학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된 교육적 흐름을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과학의 본성과 더불어 기술과 공학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기술의 본성
과 공학의 본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과학교육에서 크게 주목받은 교육 방법 중 기술
및 공학과 연관 있는 내용은 크게 STS, SSI, STEM 이 있다. STS 교육의 근본
목적은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여러 사회 문
제들을 주지시킴으로써 과학과 사회에 대한 관심의 유발은 물론 학생들이
장차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
을 기르는 것이다. SSI 는 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으로 번역되며 그 내용이 과
학 및 기술과 연관되어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논
쟁적이며 정답이 없는 사회적 문제 상황을 말한다. STEM 은 과학, 기술, 공
학 그리고 수학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
하여 과학 교육의 주요 교과 내용 분야로 ‘공학, 기술, 그리고 과학의 적용’
을 새롭게 제시하여 과학교육과 공학 및 기술 분야의 연계를 다루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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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STEM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STEM 에 예
술(Art)를 통합한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NoS 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NoS
에 대한 합의된 견해가 제안되었으나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로부터 몇 가
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NoT 와 NoE 는 과학의 본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연구가 진행되었다([표 1] 참고). NoT 에 대한 합의된 관점은 없
지만 최근에 몇몇의 연구자들이 문헌 연구와 학생 또는 교사의 인식에 기초
한 NoT 의 개념틀을 제시하였다([표 2] 참고). NoE 는 NoT 에 대한 연구보
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공
학이 기술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둘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
만 몇몇 연구들이 공학의 정의에 대해 언급했으며([표 3] 참고), 이를 통해
공학의 본성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연구 1 에서는 과학교육에서 기술 및 공학이 어떻게 다루어져왔으며, 교
육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
하였다.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분석 결과로부터 연계 정
도에 따라 교육과정 시기를 크게 ‘미분리기’, ‘분리기’, ‘연계 과도기’, ‘연계
기’로 구분하였다 ([표 5] 참고). 우선, ‘미분리기’인 1 차와 2 차 교육과정은
기술과 과학이 분리되지 않고 교수되어 과학 교과에 현재 기술 교과에 해당
하는 기계와 연모, 생물 개량 등에 관한 내용과 기술적 능력을 키운다는 교
육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분리기’는 기술 교과가 분리되어 기술 관련 교
과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3 차 교육과정과 4 차 교육과정이며, 이 시기에는
기술 교과와 과학 교과의 목표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연계성을 찾아보기 어
려웠다. ‘연계 과도기’는 5 차 교육과정부터 7 차 교육과정으로, 과학 교과의
교육목표에 과학기술사회의 상호관련성을 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일과
에너지 단원에서 에너지의 이용이 나타나는 것처럼 소단원 수준에서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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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와의 내용 연계성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연계기’는 2007 개정 교육과
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로,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과학과 나의 미
래’와 같은 중단원 수준에서의 기술 교과와의 내용 연계성이 드러나며, 그
연계성이 이전 교육과정들에 비해 증가하였다.
연구 2 에서 과학교사 4 명과 기술교사 4 명을 대상으로 기술 및 공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기술과 공학을 구분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2 명
의 교사들은 사전 질문지를 통해 답한 응답에서는 두 용어가 구분이 불가능
하다고 대답하였으나 심층 면담에서는 두 용어가 갖는 차이점에 대해 언급
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인식들을 통해 기술 및 공학의 본성을 범주화할 수
있었다. 기술의 본성에는 실천적 지식, 도구, 제작, 기능이 나타났으며 공학
의 본성에는 연구, 학문, 설계, 최적화, 심화된 기술이 제시되었다. 두 분야
의 공통적 특성으로는 응용 과학과 인간 문명이 제시되었다([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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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효과적인 융합 교육을 위하여 이제까지 과학교육에서 기술
과 공학이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확인하고, 교사들의 인식으로부터 기술과
공학의 본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 및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연구 1 을 통해 1 차와 2 차 교육과정에는 과학이 기술 교육을 포함하여
교수되었지만 3 차 교육과정부터 분리되었고 최근 들어 그 연계성이 다시 증
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학교육에서 제시되는 융합교육
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80 년대 초반 이후 과학교육에
서 STS 적 접근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최경희, 1999), 5 차 교육과정(문교부,
1987) 이후부터 과학-기술-사회의 상호연관성을 안다는 과학교육의 성격과
목표가 제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2 는 교사들의 인식 분석을 통해 기술과 공학을 구분할 수 있었다.
두 분야는 공통적인 본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각자의 분야에 해당하는 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통해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어 아직 확립되지 않
은 기술 및 공학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기술과 공학에 대해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교수하는 입장에 있는 과학
교사와 기술교사의 기술 및 공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은 교육적
인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 1 과 연구 2 의 결과들은 과학, 기술, 공학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연
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술과 공학을 분석하여 각
각의 본성을 확인함으로써 융합교육의 현장에서 각 영역의 본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연구 2 의 결과에서 과
70

학교사와 기술교사가 모두 공학이 자신의 분야와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과학교사와 기술교사의 응답
에서 각각 공학교육을 자신의 분야에서 교수해야 한다는 응답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나은 교수방법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계기에 들어 과학교과에서 내용의 연관성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영역의 본성에 기반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
과의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기술교과와 협력하는 등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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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후속 연구 과제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과학 교육이 각 과목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바탕으로 융합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
다.
우선, 본 연구가 과학과 기술 교과에 한정되어 진행된 만큼 이를 보완
할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공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교과와 그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그 범위를 전문 교과 및 선택 교과까지 늘려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과학교육에서 기술 및 공학 교과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학
교 현장에서의 교과 협력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1 에서는 교육과
정 문서 상에서의 교과의 연계를 파악하는 것에 그쳤으나 교육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 2 를 위한 면담
중에서 과학교사와 기술교사를 면담할 때에 두 교과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
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중 몇몇은 협력이 쉽지 않다고 응답하기
도 하였다. 예를 들면, 연계기에 들어 내용의 연관성이 증가하였는데 수업에
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과학
과 기술 교과간 교사들의 협력에 관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 및 공학에 대한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공학자와 같은 전
문가와 학생들의 기술 및 공학에 대한 인식이 추가로 조사된다면 보다 나은
기술 및 공학 교육을 위한 그의 본성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여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해당 분야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그 영역을 파악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 및 공학의 본성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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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본성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인 학생들의 인식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 2 가 질적연구로서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본성을 도출하
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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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A] 과학 교과의 성격
교육과정

과학과
•

과학과는, 주위의 사물과 자연 현상에 대하여 항상 의문을 가지
고 탐구하게 하여 과학의 지식을 이해시키고, 과학적 태도 및
창의적인 사고력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함양시켜 주는 교과이다.

•
6차 시기

과학과에서는 주위의 사물과 자연 현상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
을 가지고 탐구함으로써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과학적
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

과학과는 미래 사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 즉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데 기여하며,
이 중에서 특히 창조적인 인간 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
이다.

•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과학’은 국민의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과 과학
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과학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과목이
다.

7차 시기

•

‘과학’의 학습은 저학년에서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하
여 자연에 친숙하게 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과
학의 개념 이해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또, 환경과 실생활 문
제를 학습의 소재로 활용하고, 탐구 활동을 통하여 생활 주위에
서 일어나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도
록 한다.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과학’은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
하고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

•
2007

기 위한 교과이다.
‘과학’에서는 학생 수준에 따라 관찰, 실험, 조사, 토론 등 다양
한 탐구 활동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개별

개정시기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을 통해 비판성, 개방성, 정직성, 객
관성, 협동성 등 과학적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단편적인 지식의 획득보다는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를
토대로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
도록 한다.
•

‘과학’의 주요 개념을 학습자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
80

황에서 지도하고, 학습한 지식과 탐구 방법을 일상생활이나 사
회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의 가
치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
록 한다.
•

공통교육과정의 ‘과학’은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 탐
구 능력과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

•

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과학을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통합적
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

‘과학’에서는 학생 수준에 따라 관찰, 실험, 조사, 토론 등 다양
한 탐구 활동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을 통해 비판성, 개방성, 정직성, 객관성, 협동

2009*
개정시기

•

성 등 과학적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과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자의 경험과 친근한 상황 속에서 지
도하고, 학습한 지식과 탐구 방법으로 과학적 문제나 사회 문제
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길러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
결력을 길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

•

"과학’은 모든 학생이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 능
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

‘과학’에서는 일상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상황을 통해 과학 지
식과 탐구 방법을 즐겁게 학습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과
학과 사회의 올바른 상호 관계를 인식하며 바람직한 민주 시민

2015
개정시기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과학’에서는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
한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및 탐구 경험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
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의 과학과 핵심역량
을 함양하도록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내용이 목표에 서
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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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기술 교과의 성격
교육과정

기술과
•

기술•산업과는 종래의 기술과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을 통
합한 것으로, 중학교의 남녀학생 모두에게 이수시키는 교과이
다. 즉, 기술․산업과는 기술과 산업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술
을 이해하여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적성
계발과 진로 탐색 기회의 제공으로 인간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
하게 한다.

6차 시기
•

기술•산업과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일상 생활에

•

필요한 교과이다.
기술․산업과는 실천적 학습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구
체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기술․산업과는 재료, 에너지, 공구,
기계 등과 산업 기술을 다루는 실천적 학습 경험을 중시한다.

•

기술•가정은 기술과 산업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
게 하여 고도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가정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가정 생활에 대한 이
해를 높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

준다.
기술•가정은 실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 교과로서 체험
학습을 통하여 개념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의사 결
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며,
일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기술•가정 교
과는 21세기를 살아갈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교과이다.

7차 시기

•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교과의 성격에 유의하여, 단순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보다는 이를 일상 생활에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
으며, 원만한 인간 관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실험, 실습을 통한 체험적인 과정
과 토의 학습, 사례 조사, 견학 등 학생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
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
정 능력, 의사 소통 능력, 인간 관계 기술, 협동심 등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며,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중시

•

한다.
이와 같이 실과(기술․가정)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종합적으로 길러 줄 수 있는 중요한 교과
로서,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가정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의 복지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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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과(기술ㆍ가정)는 학습자의 경험과 실생활에의 유용성을 중
시하며, 급변하는 가정생활과 산업 기술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
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다양한 능력을 기르
는데 도움을 주는 실천 교과이다.

•

실과(기술ㆍ가정)는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과의 학문적 지식과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과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와 산업 기술의 변화
에 따른 미래 생활을 주도하기 위한 문제 해결력, 창의력, 자
주적 생활 능력 등을 길러 줄 수 있는 교과이다.

•

7～10학년 기술ㆍ가정의 기술 분야는 학습자가 실천적이고 생

2007

산적인 학습 경험을 통하여 인간 본래의 조작적 욕구를 충족시
키며 기술적 소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에 대한 지식, 창

개정시기

의적인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준다. 이를 통하여
기술의 개념과 원리, 기술의 특성과 중요성, 산업 기술의 발전
과 변화 등을 이해하게 하고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산업 기술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또, 산업 기술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

이와 같이 실과(기술ㆍ가정)는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 동안에
경험하는 광범위하고 다원화된 가정생활과 일, 그리고 산업 기
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교과로서, 개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
회의 복지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실과(기술·가정)는 실천 교과의 성격을 가진 보통 교과이다.
'기술의 세계’ 영역에서는 기술 세계에 근거한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인간이 삶에서 필요한 욕구의 충족, 기술적 잠재 능력

•

을 확대하기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을 제공 한다.
‘기술의 세계’ 영역을 통한 기술 교과 교육은 기술학이라는 지
식 체계에 근거한 기술적 교양 교육으로, 제조 기술, 건설 기
술, 수송 기술, 정보 통신 기술, 생명 기술등의 내용을 설계,

2009
개정시기

생산, 이용, 평가하는 등 기술의 세계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실천을 통하여 개념화 할 수 있다.
•

즉 ‘기술의 세계’ 영역은 교육목표의 관점에서 기술적 소양, 학
문 구조의 관점에서 기술학적 지식, 그리고 학습방법의 관점에
서 기술적 문제해결 교과의 특성을 갖는다.

•

‘기술의 세계’ 영역은 기술적 소양인을 기르는 데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 인재로서 필
요한 핵심 역량 중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처리 능력, 자
기관리 능력 등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83

•

‘기술의 세계’ 영역 학습의 기본적인 지향은 창의성, 문제해
결, 협동심, 통합 교육의 실천 등에 기초한다. 즉, 학습한 지식
과 경험을 일상생활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기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 탐
색 등 기술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실과(기술·가정)은 실천 교과의 성격을 가진 보통 교과이다.

•

따라서 실과(기술·가정)는 노작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진로 설계를 포괄
하는 생애를 설계하는 진로 개발 능력, 실천적 자기 관리 능력
등의 역량을 기르는 핵심 교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

기술·가정과에서는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을 통해 고등 사고 능력을 기르고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
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천하는데 주안점
을 둔다.

•

‘기술의 세계’ 분야는 인간의 조작적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으
로 자연으로부터 얻은 자원을 활용하여 생존과 적응에 필요한
산출물을 만드는 창의적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기술의 세계’ 분야의 교육은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기
술적 지식, 태도, 기능을 함양하여,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2015

력, 의사결정능력, 창의력 등을 길러 미래 사회를 살아갈 다양

개정시기

한 역량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의 세계’ 분야의 교육은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

•

라 인류가 이룩한 기술 시스템을 이해하고 더 나은 기술 시스
템을 설계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활용능력을 길
러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술의 세계’ 분야의 교육은, 학습자가 삶의 과정에서 접하는
생산·수송·통신 기술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기술적 지식, 기능, 태도를 바
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탐색, 실현 및 평가하는
실천적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체득한 기술적 소양과 능력은 기술
사회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해준다.

•

‘기술의 세계’ 분야는 ‘기술 시스템’, ‘기술 활용’ 영역을 중심으
로 창조, 효율, 소통, 적응, 혁신, 지속가능을 핵심 개념으로 설
정하여 교육내용을 구성•제공함으로써 기술적문제해결능력,
기술시스템설계능력, 기술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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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과학 교과의 목표
교육과정

과학과
중학교 과학과는 일상 생활에 개재(介在)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
결하여 합리적 생활을 도모(圖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과학
적인 태도 및 능력을 체득(體得)시키고 습관화시키는데 있다. 즉 자
연 사물과 현상 및 인체(人體)에 관한 과학적 제 문제를 초등학교에
서 받은 자연과 교육의 기초 위에 심화(深化) 확충(擴充)하여 기초적
인 지식 및 관계 원리 법칙을 이해시키며 과학적인 태도 습관을 기
르도록 자연미(自然美)의 조화(調和)에 대하여 감득(感得)케 하며,
보다 나은 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營爲)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학교 과학과의 목표를 과학적 지식, 능력,
태도의 분야로 구분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지식: 과학의 원리 법칙과 그 응용에 관한 것인데, 과학적
인 심오(深奧)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1) 과학적인 원리 법칙과 그 응용에 관한
것을 사실과 현상으로 입증(立證)할 수 있는 지식. (2) 과학의 기호
(記號), 수치(數値), 개념(槪念), 술어(述語)에 관한 기식. (3) 실험이
나 연구를 하는데 필요할 과학적 방법과 술서에 관한 지식. (4) 실험
기구에 관한 지식. (5) 자연 현상의 인과 관계(因果關係)에 관한 기
식. (6) 과학자의 연구를 존중할 수 있는 지식. (7) 과학을 생활과 산

1차 시기

업에 응용하는데 필요한 지식. (8) 자연의 조화와 그 혜택을 발견할
수 있는 지식. (9) 장래 직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2)과학적 능력(科學的能力): 사물을 과학적으로 고찰 처리할 수 있
는 능력인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면이 있다. ㄱ. 사고 처리(思考
處理)하는 능력(能力) (1)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2)
관찰을 정확히 하고,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 (3) 장기간(長期間)에 걸
쳐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능력. (4) 실험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능력. (5) 복잡한 자연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 또는 인자(因子)로 분
석하는 능력. (6) 사실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고찰하는 능력. (7) 자
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리, 또는 특성(特性)을 추출(抽出)하는 능
력. (8) 귀납(歸納)한 결과를 실증(室證)하는 능력. (9) 사물을 과학적
인 기준(基準)에 의거(依據)하여 분류하는 능력. (10)일상 생활을 합
리적이며 능률적으로 개선하는 능력 ㄴ. 기술적 능력(技術的能力)
(1) 생물을 사육(飼育)라도 재배(栽培)하는 기능. (2) 기계(機械), 장
치(裝置), 약품(藥品)을 사용 취급하는 기능. (3) 표본(標本), 통계(統
計), 도표(圖表)를 작성하는 기능. (4) 간단한 연모와 기계를 제작(製
作)하는 기능. (5) 정확히 기록하고 발표하는 기능. (6) 여러 가지 자
료를 수집(蒐集)하는 기능. (7)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히 일하는 기능.
3) 과학적 태도와 습관: 진리(眞理)를 발련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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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는 의욕(意慾)과 태도인에 다음과 같은 것이 다루어 져야 할 것
이다. (1)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
려는 태도. (2) 생물을 애호(愛護)하고 이를 육성(育成)하는 태도. (3)
생활 환경을 개선 향상(改善向上)하려는 태도. (4) 사실을 존중하는
태도. (5) 진리에 추종(追從)하고 행동하는 태도. (6) 과학자의 일을
존중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태도. (7)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는
태도. (8) 미지의 것을 탐구(探究)하는 태도. (9) 여러 사람과 공동(共
同)히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10) 일상 생활을 합리화하려는 태도.
(11)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습관.
1. 자연 사물 현상의 기초가 되는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그 응용이
인간 생활의 향상 및 발전에 공헌한 바 큼을 인식하게 한다. 2. 자연
사물 현상을 올바르게 관찰 실험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과
2차 시기

학적으로 계획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계, 기구, 약품 등의 취급
및 동식물의 사육 재배를 합리적으로 하는 기능을 기른다. 3. 자연
과학의 지초 지식과 기능을 일상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과 미지의 것
을 탐구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태도를 기른다. 4. 자연 사물
현상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고, 자연 자원을 애호, 이용하며, 과학자
의 업적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1. 과학적 기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자연을 과학적으로 고
찰할 수 있게 한다. 2. 과학적 탐구방법을 체득시켜, 자연의 규칙성을

3차 시기

발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3. 과학적 개념은 과학자들의 활동
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계속 발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4.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껴, 계속 학습하려
는 의욕을 가지게 한다.
과학의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여 과학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1.

4차 시기

자연 현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 2. 자
연 현상을 과학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자연의 규칙성에 흥
미를 느끼고, 과학을 학습하려는 의욕을 가지게 한다. 4. 자연 현상과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
게 한다.
자연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지식과 방법을 습
득하여,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
르게 한다. 1. 과학의 사실,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자연 현
상을 설명하는 데 이를 적용하게 한다. 2.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적

5차 시기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문제 해결에 이를 활용하게 한다. 3. 자연 현
상과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증진하게 하고, 과학적 태도
를 기르게 한다. 4. 자연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실험 및 실
습 기능을 기르게 한다. 5.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
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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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현상의 탐구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탐구 방법과
과학의 지식을 습득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1. 기본적인 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에 이를
6차 시기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 탐구 활동을 통하여 기본적인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를 적용하게 한다. 3. 자연 현
상과 과학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계속하여 탐구하려는 태도를 기르
게 한다. 4.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
식하게 한다.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지식 체
계를 이해하며, 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올바른 자연관을 가진다. 1. 자
연의 탐구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이를 적

7차 시기

용한다. 2.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실생활에 이
를 활용한다. 3. 자연 현상과 과학 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실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4.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한다.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여 과학
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

2007
개정시기

러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 1.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자연 탐구와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이를 적용한다. 2.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
하는 능력을 기르고,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이를 활용한다. 3. 자연
현상과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기르고, 일상생활의 문제
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함양한다. 4.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한다.
1. 자연 현상을 탐구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2. 자연 현상

2009
개정시기

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자연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4. 과
학, 기술, 사회의 관계를 인식한다.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
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 1. 자

2015
개정시기

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
는 태도를 기른다. 2. 자연 현상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자연 현상을 탐구하여 과학의 핵심 개념
을 이해한다. 4.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5. 과학 학습의 즐거움
과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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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기술 교과의 목표
교육과정

기술과
1.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기술을 습득시켜, 근대 기술에 관한 이해를

3차 시기

깊게 하고, 사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
설계 제도, 제작 등의 학습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만드는 즐거움을
알게하고, 창조하고 생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3. 생활에 필요
한 기술과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생활 향상과 기술 발전에
힘쓰는 태도를 기른다.
1. 생활과 기술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기술의 개발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을 알게 한다. 2.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에너지, 재료,

4차 시기

공구, 기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3. 재배와 제
작 등에 관한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통하여 근로의 소중함을 인식
하고, 자기의 적성을 개발하여 나가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1. 산업과 기술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이해하게 하여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2. 재료, 에너지, 공구, 기계 등

5차 시기

에 관한 기술적 경험을 통하여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3. 일을 창의적으로 재회하고 실천하는
학습 활동을 통하여 일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
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나의 삶, 가정생활, 산업 기술의 세계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
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산업 기술에 대

6차 시기

한 기본 소양을 습득하여 현재와 미래 가정생활과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 산업 기술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이
해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산업
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와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3.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진로를 탐색
하고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개인과 가정, 산업 생활의 이해와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
득하여 가정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정보화, 세계화 등 미래 사회의

7차 시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1. 일상 생활과 관련
되는 일을 경험하며,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습득한다. 2. 기
술과 가정 생활에 관련되는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
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진다. 3. 일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여 자신의 미래 생활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2007
개정시기

나의 삶, 가정생활, 산업 기술의 세계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
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산업 기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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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 소양을 습득하여 현재와 미래 가정생활과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 산업 기술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이
해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산업
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와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3.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진로를 탐색
하고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
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
을 습득하여, 현재와 미래 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
2009
개정시기

른다. 2. 생활 속에서 기술과 관련되는 문제를 탐구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또한 미래의 직업과 일의 세계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
성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
다.
<총괄 목표> 기술·가정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
단력을 함양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기술에 대한 실천적 학습 경험을 통해 기술적 지식, 기능, 태도를 함
양하여 기술적 능력을 높여, 현재와 미래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
활과 창조적인 기술의 세계를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2015
개정시기

세부 목표> 4.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기술적 문제를 창의적으
로 해결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문제해결능력과 기술
활용능력을 기른다. 5.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술활용능력과 기술시스템설계능력을 기른
다. 6.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시스템설계능력과 기술적문제해결능력
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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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과학 교과의 내용
학년

시기

1차

3

7 학년

8 학년
1.
2.

의복
빛

9 학년

1.

계절과

3.

불과 열

1.

기계와 연모

4.
5.

전기
우리의 몸

2.

2.

일기
물과 공기

천연 자원의
개발과 이용

3.

지구

6.

생물은

3.

교통

4.
5.

천체
식물

자연계에
서

4.
5.

통신
위생

6.

동물

음식물을

6.

생물 개량

10 학년

-

어떻게
얻나?
1.

물

2.

공기

3.
4.

4

2차

3차

물
지표와 그

1.

날씨

1.

빛

2.

자석과

2.

에너지

3.

전기
산,

3.
4.

교통과 통신
화학 변화

알칼리, 염

5.

위생

변화
5.

주변의
식물

4.

식품과
영양

6.

자원의 개발과
관리

6.

주변의

5.

인체

7.

생물의 발달

동물

6.

힘과 운동

8.

태양계와 우주

1.

물질의
특성

1.

원자와
분자

1.

물질의 변화

2.

물질의

2.

열에너지

2.

힘과 운동

3.

3.

분리
화합물과

전기
에너지

3.
4.

에너지의 전환
태양계와 우주

원소

4.

태양

5.

지각의 변화와

에너지와
일기 변화

6.

지구의 역사
생명의 연속성

생물과

7.

물질대사

4.

지구의
물질과
지표의
변화

5.

-

-

환경

3

1차 교육과정의 단원명은 8학년의 6단원과 같이 의문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공간
상의 문제로 인해 주제로 갈음하였다.
4

대단원 명이 ‘물’이라고 적혀있지만 중단원의 내용을 살펴보니 ‘열’과 관련된 내용

을 가지고 있다. 소단원 명은 (1)연소, (2)온도와 열, (3)열의 작용, (4)연료과 열의
이용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열’ 단원이라고 서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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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물의

6.

종류

4차

1.

대기와

2.

물의 순환
주변의

인생
1.

물질의
특성과

에너지

2.
3.

물질의 변화
지구와 우주

4.

생명의 연속성

5.

자연보존

구성

1.

일과 에너지

생물체의
구조와

2.
3.

생명의 연속성
물질의 변화

기능

4.

지구와 우주

3.

지각의
변화

5.

자연환경과
우리 생활

4.

전기

1.

물질의

2.

구성
생물의

1.

일과 에너지

2.
3.

물질의 반응
유전과 진화

4.

지구와 우주

5.

자연 환경과
우리 생활

1.

생식과 발생

2.

일과 에너지

3.
4.

물질의 구성
물의 순환과

변화
2.
3.

분리
4.

힘과 운동

1.

대기와
물의 순환

2.

주변의

3.

생물
물질의

5차

성질
4.

힘과 운동

1.

지각의
물질과
변화

물질 대사
물질의
입자

1.
2.

주변의

구조와

3.

생물
물질의

기능
대기와

3.

특성과

물의 순환
4.

4.

분리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1.

지구의

1.

여러 가지

구조
2.
3.

운동

빛
지각의

2.

물질의
특성

물질

3.

지구와 별

4.

물질의 세
가지 상태

4.

식물의
구조와

5.

분자의
5.

6.

운동
생물의

자극과
반응

구성

6.

지구의

7.

기능

상태
변화와
에너지

역사와
지각 변동
7.

-

물질의

2.
6차

7차

지구의
물질과

1.

생물
3.

자연과

날씨 변화
5.

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6.
7.

전류의 작용
태양계의 운동

8.

유전과 진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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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탐구

2.
3.

에너지
물질

4.

생명

5.
6.

지구
환경

8.

소화와

8.

순환
9.

혼합물의
분리

호흡과
배설

10. 힘
11. 해수의
성분과
운동
12. 파동
1.

물질의 세
가지 상태

2.

분자의

3.

운동
상태
변화와

4.

에너지
생물의

1.

열에너지

2.

물질의
구성

3.

우리
주위의
화합물

구성과
2007
개정

5.

다양성
지각의
물질과

6.

변화
식물의
영양

7.
8.

힘과 운동
지각

4.

소화와

5.

순환
태양계

6.

빛과 파동

7.

호흡과
배설

8.

별과 우주

8.

물질의

1.
2.

지구계
물체의 운동

3.

화학

1.

자극과 반응

2.
3.

물질의 특성
일과 에너지

4.

대기의 성질과

4.

유전과 진화

5.

5.

일기 변화
전기

여러가지
화학 반응

6.

전해질과 이온

6.

천체의 운동

7.

해수의 성분과
운동

7.
8.

전자기
생명 과학과

8.

생식과 발생

반응에서의
규칙성

인간의 미래
9.

자연계에서
의 에너지

변동과
9.

판구조론
정전기

1.

과학이란
?

2009

2.

지구계와
지권의

개정

변화

5

구성
9. 빛과 파동
10. 기권과
우리 생활

의 규칙성
17. 태양계
18. 생식과 발생
19. 여러가지 화학

3.
4.

힘과 운동
광합성

11.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반응
20. 유전과 진화

5.

열과 우리

12. 물질의

21. 외권과 우주

생활

5

16. 화학반응에서

특성

-

개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1~3 학년군으로 묶어서

제시되어, 학년별로 나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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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자

13. 일과

운동과
7.

상태 변화
수권의

문명

전환
14. 자극과

구성과
순환

22. 과학과 인류

에너지

반응
15. 전기와
자기
8.

물질의
구성

9.
1.

2015
개정

지권의

전기와
자기

변화

10. 태양계

2.

여러가지
힘

11. 식물과
에너지

3.

생물의

12. 동물과

4.

다양성
기체의

에너지
13. 물질의

성질

특성

5.

물질의
상태 변화

14. 수권과
해수의

6.

빛과 파동

순환

7.

과학과
나의 미래

15. 열과 우리
생활

17.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18. 기권과 날씨
19. 운동과 에너지
20. 자극과 반응
21. 생식과 유전
22. 에너지 전환과
보존
23. 별과 우주
24.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16. 재해
재난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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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F] 기술 교과의 내용
학년

시기

3차

4차

5차

7 학년
1.

산업과 직업

2.
3.

설계 제도
목공

4.

재배

7차

9 학년

1.

기계 제도

1.

기계

2.

금속 가공

2.

전기

3.

기계

3.

전자

1.

플라스틱의

2.

이용
금속재료의

1.
2.

생활과 기술
생산과 소비

3.

재배

4.

해양과 수산
기술

3.
4.

기계의 이용
전기의 이용

5.

제도와 기초

5.

가정용기기

6.

목재의 이용

1.
2.

기술과 산업
재배

3.

제도의 기초

4.
5.

목재의 이용
컴퓨터의 이
용

6차

8 학년

1.

인간과 기술

2.

제도의 기초

3.

컴퓨터의 이
용

10 학년

-

이용
-

-

-

-

의 이용과
안전
1.

플라스틱의
이용

2.

금속 재료의
이용

3.

기계의 이용

4.
5.

전기의 이용
진로의 탐색

1.

재료의 이용

2.
3.

기계의 이용
전기의 이용

4.

주택 건축의
기초

1.

산업과 생활

2.
3.

농업 기술
공업 기술

4.

상업 및 경

5.

영
해양과 수산

-

기술

3.

미래의 기술

2.
3.

기계의 이해
재료의 이용

4.

제도의 기초

4.

컴퓨터와 생

5.

컴퓨터와 정
보처리

5.

활
자원의 관리
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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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과 진로

1.
3.

산업과 진로
전기전자 기
술

3.

에너지와 수
송 기술

4.

건설 기술의
기초

1.
3.
2007
개정

과 미래 사
회
4.

2009
개정6

기술의 발달

기술과 발명

진로 탐색

정보 통신
기술

5.

제조기술

1.

기술과 발명

2.
3.

건설 기술과 환경
정보와 통신 기술

2015
3. 자원 관리와 자립
개정

6

4.

생애 설계와

3.

전자 기계
기술

4.

건설 기술

5.

생명기술

4.
5.

제조기술과 자동화
에너지와 수송 기술

6.

생명 기술과 미래기

3.

직업과 진로
설계

4.

수송 기술

-

술

4.

기술 시스템

5.

기술 활용

-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1~3 학년군으로 묶어서

제시되어, 학년별로 나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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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IRB 심의 승인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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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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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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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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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J] 교사 면담 전사본 (일부)
면담전사(2019.05.16_과학A)
(중략)
문 : 그러니까 공학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설계의 느낌인 거죠? 디자인하고
어떤 과정 같은 느낌?
답 : 가치도 담고.
문 : 가치도 담고.
답 :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설계에다가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과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설계 안에는 이것들이 갖고 있는 가치, 그다음에, 가
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윤리
적인 요소들일 수 있고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경제성, 그다음에 효용성 이런 것들이 무시될 수 없는 게 공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다 기술에 엄청 있는데 이걸 되게 단시간에
많은 양을 뭔가 결과물을 얻고 싶을 때 설계를 하잖아요. 단순히 하나만 하
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빠른 수단, 빠르게 하는 뭔가를 어떤 효용성
으로 많은 양을 하고 싶다, 적은 노력으로. 또는 아니면 예를 들면 하다 못
해 우리 물리에서 애들 골드버그 장치 같은 거 만들 때.
문 : 그거 요즘에 애들이 인기 엄청 많던데.
답 : 그런데 그게 사실은 쓸데없는 짓이지. 막상 하고 나면.
문 : 그렇죠. 엄청 효율적이지 않은.
답 : 그러니까 이론으로 이거를 해서 우리는 그 재미를 담은 게 그게 과학
적 의미를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그 원리도 적용하면서 이걸 지속
하는 시간과 그다음에 뭔가에 되게, 그 아이디어에 짜릿한 감각을 느끼는
것, 그런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게 일종의 설계고 이것들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서 아주 쓸모 없는 짓이 될 수 있지만 되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사고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생산적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거든
요.
문 : 애들이 진짜 그걸 흥미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답 : 그래서 나는 어떤 거냐 하면 애들 재밌어 하기도 해서 설계는 이 설계
의 어떤 밑바탕을 갖고 보느냐, 가치관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쓸모 없게 보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되게 초점이 달라진
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학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문 : 가치를 이야기하신 건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답 : 그래요?
문 :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전사를 완벽하게 해보지는 않아서 이야기가 나왔
을 수도 있겠는데, 이 경제성,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은 계셨어
요. 아무래도 어쨌든 공학의 목표 중의 하나니까, 약간 제한된 조건에서 가
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이 공학의 목표 중의 하나다 보니까 그걸 이야
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걸 가치랑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건 선생님이 처음
이신 것 같아요.
답 : 왜냐하면 나는 가치라는 게 되게 그 설계에 밑바탕이 깔린다고 보거든
요. 그래서 모든 지식에는 기술이든 이런 것들이 결국 지향하는 바는 우리
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무엇을 설계하느냐가 결국 그
설계의 결과물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보거든요.
문 : 가치가 어쨌든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어떤 목적의 의미,
그러니까.
103

답 : 설계는 목적이 있는 거죠. 큰 방향이 있고, 큰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
안에 세부 하나하나는 과정이거나 하나하나의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건
데 큰 방향, 목적?
문 : 그러면 기술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시는 부분
은 어쨌든 공학의 부분인 거잖아요. 공학에 더 가까운. 그러면 기술은 그럼
뭘까요?
답 : 기술의 원래 역사는 단순히 지식기반은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문 : 그럼 기술이 지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답 : 아니죠. 지금은 반대로 기술을 통해서 지식을 보기도 하죠. 과거에는
지식기반이 아니었어도 그게 전통적으로 막 내려오고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무엇인가 해가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들이 이게 어떤 이론은 아니었어
도 차분히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쌓여오면서.
문 : 노하우.
답 : 노하우가 됐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다 원리가 있고, 그 안에 정말 중요
한 숨은 원리가 있고,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그
것들이 어떤 누군가한테 전수해줄 땐 단순히 기술적인 걸 전수하는 게 아니
라 그게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전수하는 과정에서 이 원리
가 어떤 하나의 지식이고 체계고 이론이 돼서 뭔가 일반화시켜서 다른 데에
다 접목을 시킬 수 있을 때 그게 이론이고 어떻게 보면 지식기반이라고 내
가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이제 뭔가 전수해주는 차원이 아니
라 이게 뭔가를 접목시켜서 이게 약간 적용이 되거나 할 때 그게 되게 이론
으로서 일반화되면서 이론으로서 지식으로서 조금 더 가치로워진다고 생각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많은 역사 안에서 기술을 뭔가 계속 뭔가를 노
하우를 전수해오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이거 여기다 써 보
는 건 어떨까, 라고 했는데 여기도 써 보니까 맞아.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
한 원리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일종의 체계적인 지식이나 이론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적용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기술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공학하고 완벽하게 엄밀한 차이를 두기보다는 공학이 아
래로 깔리는 건데 그게 결국 기술도 사실은 지식기반이 없다고는 할 수 없
지만 결국 과거의 역사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노하우에서 그냥 없는 상
태에서 거꾸로 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론도 알아낼 수 있지만 이것들
이 공학의 밑바탕이 되기도 하는, 재료로서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집
을 지을 때 과거에 건축을 할 때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학과를 나오거나 이러지 않아도 시멘트를 만들고 미장하고 하는 것들을
다 하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파이프나 하수도는 이
렇게 설계하는 게 좋고 도로배선, 아니 뭐지? 전기배선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나오니까 했지만 그게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
는 못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과학적 지식과
접목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기술이었다, 라고 하는
게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정리된 게 아닌가, 나는 역
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사실은 과학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응용된 결과물을 기술이다, 테크놀로지
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결국 테크놀로지의 기본적인 원래 과거의 역
사 안에서 보면 결국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지식이 아니었어도 사람들이
감각이나 되게 오랫동안 그 지혜로움이, 지혜가 결과적으로는 끊임없이 얘
네들이 전수해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지식으로
되돌아오는 과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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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K] 연구 참여자 검토 문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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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in Secondary School
Education: Focusing on the Analyses of
National Curriculum and Teachers’ Percep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Subjects
Sejung Kim
Physics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grated education such as Science-Technology-Society(STS), Socio-Scientific
Issue(SSI), and STEM have received attention from science educator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STEAM education, which added ‘arts’ to STEM education is
actively carried out in Korea. Unlike other fields in STEM education, technology
and engineering are not distinct from each other, and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bout the nature of technology and the nature of engineering. For effective STE(A)M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now and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To identify each fields’ characteristics and notice the relationship of them, two
studies were conducted, focus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subjects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y 1 identified how technology and engineering have been presented
in science and technology Korean national curriculum. Study 2 analyzed teachers’
perceptions of technology and engineering through interviews.
Study 1 identified how technology and engineering have been dealt with science
by analyzing the Korean National Curricula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science
subject curriculum was collected from the 1st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echnology subject was collected from the 3rd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because technology subject was presented in the 3rd curriculum
for the first time. Characteristics, aim, and contents of the subject were extracted
from the curriculum document to be analyzed. As this study wanted to focus on
science, the science curricula were checked by using how much do they inv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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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subjects, but not reverse. In this study,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 of Study 1 showed that some characteristic, aim and contents of
technology subjects were presented in science education as the curriculum changes.
Firstly, in the aim part of the subject, learning a skill was clearly suggested in science
education in the 1st and 2nd curriculum. After the 5th curriculum, it was suggested that
students to understan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It was also presented in the characteristic area after the 2007 Revised
Curriculum. In the contents area, science education covered a number of technology
contents in the 1st and 2nd curriculum but the 3rd to 5th curriculum showed no
connection. The 6th and 7th curriculum showed links in small lesson units level. Since
the 2007 Revised Curriculum, links in level of middle lesson units appeared, it means
that more contents are related to technolog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time of the curricula could be divided into 4 periods based on the correlation degree.
4 periods are ‘unseparated period’(1st to 2nd Curriculum), ‘separated period’(3rd to 4th
Curriculum), ‘transition period’(5th to 7th Curriculum), and ‘linked period’(2007 to
2015 Revised Curriculum), respectively.
Study 2 analyzed how science and technology teachers perceive technology and
engineering.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ing eight secondary school
teachers in-depth, with four technology teachers and four science teachers (majoring
in physics, chemistry, biology, and earth science, respectively). The
phenomenography was us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how teachers perceive
technology and engineering and to categorize them. Transcriptions of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The initial codes were
categorized using inductive coding and presented to research participants to check
whether the interpretation was distorted or not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data analysis.
The result of Study 2 showed that all research participants have distinguished
technology and engineering,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ir degree. In particular,
six teachers responded that technology and engineering are distinct concepts, but one
of them expressed the unwillingness of distinguishing. Two teachers argued that
technology and engineering are the same concepts, but in-depth interviews were able
to confirm that engineering was perceived as subdivided or deepened technolog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were categorized into elements of the nature of
technology and engineering. The nature of technology contains ‘practical
knowledge’, ‘tool’, ‘craft’ and ‘skill’ and the nature of engineering contains
‘research’, ‘discipline’, ‘design’, ‘optimizing’, and ‘advanced technology’. The
common nature of technology and engineering are ‘applied science’ and ‘human
civilization’. These perceptions were largely influenced by the use of the term. As
many Korean words are based on Chinese characters, teachers understood th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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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meaning Chinese character. Also, teachers confused the Korean terms
and the responding English terms because what the terms connote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conclusion, Study 1 confirmed that the link between technology and science
education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which can be said that it is in line with the
integrated education trend presented in science education. Study 2 analyzed teachers’
perceptions and presented the nature of technology and engineering. This allowed us
to distinguish the technology and engineering, which are usually used with each other.
This study is hoped to help to proceed the educa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in the field of integra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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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nd engineering, nature of technology, nature of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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