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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결론은 한국과 중국
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중국은 “응시의 교육”을 강조하고, 한국은 선진적인 “소양의 교육”을 강
조한다.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중국에 비해 한국은 학생의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 및 운용 능력을 더 중시한다. 이러한 현황으로 인해 중국의 학생들은 시험에 필요한 지식은 얻
을 수 있지만 사회 발전을 위한 요구에 맞는 인재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교육과정은 한국의 교육과정을 본받아 학생의 실제적 발전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제도 방면
에서 비교하며 중국은 장기 중앙 집권의 교육제도가 있으므로, 과정 설치 내용에 전국이 일치한다.
한국의 과정은 권력제도에 나누고, 각 지역수준은 책임을 받고 지역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교육과정 설치할 때 한국의 교육과정 설치 경험으로 참고해서 나라의 현황에 맞고
자신이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교육과정 관리 시스템에서도 한국의 경험을
받고 각 지급수준、학교수준 관리로 세분화해서 관리한다.
핵심어 : 한국, 중국, 국가수준 교육과정, 학생 소질과 소양, 비교

Abstract
In this paper, the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s in China and Korea have been analyzed and compared.
Conclusively, by analyzing curriculums implemented in Korea it can be see that as-called quality-building
education is to some extent advancer than the so-called "quality-oriented education" which is being now
implemented in China. The curriculums content arrangement in Korea is apt to require student to be
capable of practical comprehension and flexibly utilizing knowledge, rather than the scale of mastered
knowledge. Owing to this situation, the problem that students can hardly become the eligible talents who
can satisfy the requirement of social development, is existed in modern China, although they might be
adept in examination. Hence, the design of curriculums in China should be based on the self-building of
students, and can learn some useful experiences from education curriculums in Korea. In the aspect of
education system, curriculums content setting in china is nationwide the same due to long-standing
centralized system for education. However, in Korea setting right for curriculums is delegated.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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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in different district are performed highly dependent on locally educational level and practical
situation. In this regard, in order to make talents training courses innovated and accordant with national
situation, curriculums setting in china may have to reference experiences of curriculums setting executed in
Korea. For the system management of educational curriculums, management right for county-level and
school-level may have to be more subdivided.
Keywords : Korea, China,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quality-oriented and quality-building of students, comparison.

1.

서론

기초교육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현대적인 인재 육성은 간
단히 응시교육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사회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많은 교육 방침, 정책이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 복잡한 사회 환경에서 학생의 발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적어도 학생들이 훌륭한 교육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초교육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 국가이고 두 나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는 여러 분야
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학습교육 분야도 상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학생의 학습능력이 많이 높아지고. 이러한 향상된 학습능력은 한국 교육과정 개발과 큰 관
련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한국과 중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비교연구법으로 기초교
육과정의 개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중국과 한국의 기초교육을 이
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1945년 광복 이후, 총 7차의 교육과정이 존재하였고, 현재는 개정 방식이 ‘수
시개정’으로 바뀌어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개정 교육과정이 나타났다. 1차에서 7차까지, 1954년
에서 1997년까지 대략 6년에 한 번씩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수시개정’의 방식으
로 바뀐 이후 2009년 개정은 2007년 개정 이후 2년 만에 적용되었다.
중국은 1949년 신 중국 성립이후, 기초교육은 1949-2000년간에 일곱 번째 교육개혁에 바탕을 두
고 현재는 여덟 번째 교육개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덟 번째 교육개혁은 학제 혹은 교과서 등의
단일측면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다.

2.

한국과 중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 방식 구체적 비교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양국
의 교육과정을 대응하게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네 가지 기준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목표이다.
둘째: 교육과정의 구성이다.
셋째: 교육과정 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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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과정의 운영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선택권한, 필수와 선택과목의 구분, 이수단위, 이수
과목 수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2.1

교육과정의 목표

한국의 교육과정에는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학교 급별 교육목표가 별도로 제
시되고 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
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
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의 “교육은 현대화, 세계화, 미래화를 지향해야 한다.”[1]와 장쩡명 “3개 대
표”[2]의 중요 사상을 지침으로 두 가지 교육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시대적 목표. 학생의 전체적으로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시킨다.
평생에 걸쳐 공부하기 위한 기본지식과 생활기능 및 방법을 가져야 한다. 실천능력과 과학 및 인
문소양을 갖추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이 되도록 한다.

難 繁 偏 舊

둘째: 기초교육개혁의 구체적인 목표. 과정내용의 난( ),번( ),편( ),구( )와 교재지식을 중시하
는 현상을 바꾼다. 과정내용과 학생생활은 현대 사회와 과학의 발전과 결합하는 것을 강조한다. 학
생의 학습경험과 흥미를 주시한다. 학생은 적극적인 탐구, 꾸준한 노동행위를 창도한다. 학생들에
게 정보의 수집 및 적리능력, 지식의 습득능력, 문제의 분석과 해결능력과 교류 및 협력능력을 배
양시킨다.

2.2

교육과정의 구성

한국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체계에서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교사의 수준으로 분화되어 국
가의 기준 교육과정, 지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다. 국가수준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수준 교육과정을 만든다. 학교수준은 구체화된 교육과정으
로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지역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각
학교상황을 반영한다.
학교 수준교육과정은 국가, 시 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에 따라 학교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색 있
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3].
한국 교육 과정 구성 세 단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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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 교육 과정 구성 세 단계
[Fig. 1] Three compositive levels of Korean curriculums

중국의 경우 예전에는 교육부에서 교육을 담당하였으나, 6차 교육개혁부터는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에 소속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기초과정을 확정한다. 성교육행정부문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분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지방과정의 실시계획을 국가 교육부에 신고 및 등록을 하고 실행을 조직한
다. 학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지방과정을 집행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 및 경재 발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분교의 상황에 대한 적응 과정의 개발 및 선택을 한다.
각급 교육행정부문은 교육과정의 실시 및 개발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학교들은 국가수준 교육과
정 및 지방과정의 실시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5].
중국의 교육과정 구성의 세 단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한다[4].

[그림 2] 중국 교육 과정 구성 세 단계
[Fig. 2] Three compositive levels of China curriculums

2.3

교육과정의 편제

한국과 중국 모두 한 학년을 2학기로 나누는 것은 동일하다. 한국은 K-12과정을 반영하여 12학
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넓은 국토와 다양한 소수민족 등 지역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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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6-3-3이 아닌 5-4 편제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중국 고등학교는 분과과정을 주로 설
치한다. 분과과정의 종류에 따라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과목을 개설하는 동시에 다양한 선
수과정을 설치한다.

2.4

교육과정의 운영

2.4.1 학생의

선택권한

학생의 선택권한에 대해 중국과 한국이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이 필수 과목으로 구성되는 것과
고등학교가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필수 과목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된다. 또한 고등
학교 수준에서 선택과목의 비중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중국은 선택과목으로 볼 수 있는 종합실천
활동이 28학점이지만, 한국은 선택과목이 68학점이므로 한국이 조금 더 학습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2 필수와

선택과목의 구분

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중국은 교육과정이 기초과목과 확장형 과목으로, 한국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된다. 고등학교에서는 기초과목과 종합실천 활동으로 구성되며, 기초과목은 필수
이며, 종합실천 활동은 선택이 가능하다. 중국과 한국이 필수와 선택이라는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
진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중국은 외국어를 영어로 한정한 반면, 한국은 영어를 기초필수 교과로 선
정하고 이외에 중국어, 일본어 등과 같은 제 2외국어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차이가 있다.

2.4.3 이수단위
초등 중학교의 경우 한 학년의 총 이수시간은 중국과 한국 모두 34주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중
국은 40주, 한국은 34주이다.

2.4.4 이수단위

수

이수과목 수로 보면 중국과 한국 차이가 있었다. 특히, 중국은 교과 외 이수과목으로 흥미활동,
전문교육, 동네봉사, 탐구과정, 사회실천과 같은 활동이 많으나, 한국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가지
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표 1] 양국의 이수과정 비교
[Table 1] The comparison of curriculums in two nations

중국
기초과목:어문,수학,영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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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과목수

한국

이수
과목수

교과: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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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정치,음악,미술,체육정보
기술, 노동기술
초등학교

중등학교

확장형과목: 흥미황동, 전문
교육, 동네봉사, 탐구 과정
기초과목:어문,수학,영어덕성,
과학 , 물리 . 화학 , 생명과학 , 지
리, 역사, 사회, 음악, 미술, 예술,
체육보건,노동기술,정보기술
확장과목: 흥미황동, 전문교
육, 동네봉사 와 사회실천,
탐구 과정

고등학교

기초과목: 어문, 수학, 영어,
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정보기술, 토목
기술, 음악, 미술, 예술, 체육
과 건강.
종합실천 활동: 탐구학습활
동, 동네봉사, 사회실천

9

과, 체육, 예술(음악/미술),영어

7

4

창의적 체험활동

17

교과: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
학, 과학/기술․ 가정, 체육, 예술(음
악/미술), 영어, 선택

12

5

창의적 체험활동

1

15

기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역사/도덕포함), 과학 체
육․예술: 체육, 예술(음악/미술) 생
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
/ 교양

1

12

1
3

창의적 체험활동

양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운영 공통점은 중·한 양국은 기초교육(초등·중학교)정책 방향이
일치하고 사회발전 요구에 부합한다. 양국의 국가기초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K-12 system)을 시행
중이다. 초·중학교의 기초과정은 다 필수로 설치한다. 또한 국가정책 중 전민소양을 기본적으로 높
이기 위해서 기초교육과정을 설치한다. 양국은 사회 다원화 발전방향을 맞춰서 인재도 다원화로
양성해야 한다는 현황 때문에 기초교육과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치한다. 기초 교과 부분과 확
장형 교과(창의적 교과)부분이다. 양국의 고등학교과정은 대학입학시험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양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운영 차이점은 국가제도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비록 교육과정
적 큰 측면에서 보조적인 내용이 일치하더라도 교육과정을 개발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많
이 난다. 선택과목에서 한국은 중학교부터 선택과목을 설치하지만 그 선택과목이 포함된 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한다. 중국은 중학교 선택과목이 없다. 한국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중국에 비
해 중학생들의 학업이 많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상황은 학생들 흥미를 반
영하여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은 최대한도로 선택할 수 있는 수가 한정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양이 많이 달라진다. 양국은 모두 학생의 지식의 양 및 파악 정도 두 가지 측면을
중시하고 있으나, 초점이 다소 다르다. 한국의 경우는 학생의 지식의 양이 아니라 학생이 지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 및 운용 능력을 더 중시한다. 중국의 경우는 학생이 파악하는 지식의 양을 중
시하는 데, 학생이 지식에 대한 이해 및 운용 능력을 소홀히 한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에서는 학생
들의 응시교육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 발전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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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한국의 교육 수준은 아시아에서 톱의 지위가 있다. 대단히 국명의 정신문명을 중시해서 발전하
고, 국민의 소양을 높이는 것에 주력한다. 한국은 중국의 전통 유가 사상의 행위 교육하는 핵심이
념으로, 동시에 한국의 교육 실제 상황을 결부시키고, 우수한 교육 모델을 형성한다. 이 우수한 교
육 모텔로 현대과학기술은 육성하고 신형 인재가 배양시킨다. 동시에, 한국의 국가 교육 체제는 국
가 실제 상황을 맞춰서 조절한다. 중국에서 현재 “응시의 교육” 하고 “소질의 교육”을 한다. 근데
두 개의 교육 이념이 달라서 동일시하면 안 된다.[6] 간단하게 이해하면 “응시의 교육”은 시험에
맞고 하는 교육방식이다. “소질의 교육”은 학생의 소양에 대한 배양시킨다.
중국과 한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비교 연구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 제시한다.

3.1

현 급수준 혹은 지급, 학교의 과정 관리를 강화한다.

중국은 장기 중앙 집권의 교육제도가 있으므로, 과정 설치에서 내용 거의 전국이 일치하므로,
어느 정도에서 자신이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 한국의 과정은 권력제도에 나누고,
중국교육과정 설치할 때 참고로 하는데도 가치가 있다. 한국의 과정 설치, 교육과정 편제에서 시,
청 교육 학교는 각 부문의 설치 권한이 있어서, 이 규정은 지방의 과정 관리하는 권력을 주었다.
그 결과는 중앙이 통일적으로 지도하므로, 지방은 필요에 따라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특색학교 과
정을 설치하겠다. 중국의 과정은 관리하고, 교육부의 총체 기획의 기초교육 과정, 기초교육의 과정
관리 정책을 제정하고, 과정의 부류와 때 수를 확정한다. 지금의 중국 국정, 인구가 많고, 1개의 성
의 인구는 타국 1개의 국가의 인구에 상당하고, 관리 층면에서, 생은 지방의 행정 주체로 해서, 기
타의 국가의 중앙 집권에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발전수준이 불평균해서 성 간의 학생의
지식 면, 교사의 수준, 교육의 시설은 큰 차이가 난다. 이 원인을 고려해서, 성 수준의 과정 개발하
는 기초바탕으로 현 수준의 과정, 지급의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다.[7]

3.2

과정관리 체제의 세분화

한국, 지방과정은 시, 청 교육과 지방 교육국의 개발과 방책의 과정입니다. 중국 지방의 과정 개
발하는 현황, 주로 성 수준의 과정 개발과 방책으로부터 한다.[8]1986년 중화 인민 공화국의 의무
교육법 이후, 중국은 교육 권한을 점차로 내린다.[9]2001년 교육부는 기초교육의 과정 개혁 강요
(시행)

[10]문서로, 과정 관리에서 교육부, 성 수준 교육 행정부문, 학교과정관리 이 세급 관리 체

제가 실행된다. 그러나 중국 인구 기수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수준 향상이 균등하
지 않은, 교육이 불평형 적의 실제의 상황에 발전하는, 비상의 수요는 현 수준 혹은 지급의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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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다. 이 생각으로 국가, 성 수준 교육 행정부문, 현 수준 교육국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더 세분화하는 과정관리 체제를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일부의 권력을 아래 놓
고, 과정의 융통성과 지역의 적응성을 강화한다. 기계의 기어식의 과정의 체계를 빠져나가고, 학생
의 개성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성 수준 교육 행정부문은 과정에 대답해서 비교적 거시적인 관리를
잡고, 육성 계획을 제정하고, 학습의 영역을 구별한다.

3.3

과정 설치, 실시, 평가는 학생이 발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한국의 과정 목표설치가 학생의 개성적인 건강의 발전을 추구해서 학생의 각종 능력과 성격이
다양하게 배양시키는 중심과정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과정이 다른 지역의 학생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것 모으기를 보증하는, 한국의 과정 설치는 능력을 열려서 과정을 육성하고, 이것은 개성의
교육을 완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능력은 과정의 설치를 육성하고, 학생에게 자신의 흥
미, 취미, 개성, 전도와 능력에 의해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의 제7회의 과정 개혁 강요 에

서, 학생이 발전하는 것을 중심의 사상으로 해서, 지방과 국가는 학생의 수요에 의해 선택 과목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에 30%의 제정의 권력이 있어서, 학교에 20%의 제정의 권력이 있다. 이 규법
에 따라 과정의 지방 적응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발전 위해서 중요한 보장 해준다. 한국 교육과정
설치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평생 교육의 수요를 반영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한
국의 과정 이념, 내용이 및 과목 모델, 과정의 실시 방법을 선택해서 모두 충분히 과정을 구현하고
있었던 학생이 발전하는 것을 중심이게 하는 것을 중시한다. 비교해서 말하면, 중국의 과정은 실시
하고 있어서 매우 일치하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발전 관심에 대하여 부족한다. 중국의 과정은 설치
할 때 학생의 발전을 고려하고, 진학하는 방면의 영향을 줄이고, 학생의 개인 발전과 관계가 있는
과정을 마련하고, 정보를 중시로 교육한다. 과정 설치에서 한국의 과정 설치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
학생들이 적용될 수 있는 다원화 교육과정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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