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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이 연구는 2015 개정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제시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구현에 필요한
성취기준 요소 및 제시 원리를 추출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성취기준 진술의 적합성
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구현에 필요한 성취기준 요소는 국어과 교육의 특징을 토대로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로 추출하였고 성취기준 제시 원리는 명료성, 일관성, 상세화로
제시하였다. 성취기준 제시 원리를 기준으로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료성은 성취기준의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 개정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
에 ‘학습 요소’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명료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학습 요소’를 진술
하는 방식의 명확성과 통일성, 그리고 ‘학습 요소’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일관성은 성취기준의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하나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 개정 초등 국어과 교육
과정 성취기준에는 4가지 진술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가독성을 낮추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사의 가독성을 위해서는 성취기준 제시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세화는 성취기준의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통해 양질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취기준 82개 중 33%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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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없고 진술문에도 핵심 요소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성취기준 제시 방식은
교사의 교육과정 상세화를 어렵게 만든다. 향후 교육과정은 개별 성취기준의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가 성취기준 진술문이나 해설을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주요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핵심 요소, 지원 요소, 명료성,
일관성,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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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부는 6차의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 자율화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는 교사에게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1)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을 어려워한다.
교육과정 구현2)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는 교사가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을
어려워하는 원인을 교육 주체, 교육 환경, 교육 정책 등에서 찾는다(김민환,
2007; 이병호·홍후조, 2008; 서경혜, 2006; 백남진, 2013). 그리고 교사는 이
1) 홍후조(2011:260)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을 “교사가 교과 교육과정 기준에 기초하여 교과를
재구성하고 조정하여 수업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2)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나 주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재구성으
로 협소하게 사용되는 경향을 띠고 있고, “교사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 및 그에 따른
책무성을 강조하는 텍스트관의 패러다임”(서명석, 2011:87)에서 보면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육과정 구현”(서명석, 2011)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구현(curriculum mak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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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육과정 문서를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한다. 연구자 소속교의 ‘학습 공동체’ 협의회 내용을 통해 그 이유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교육과정 문서
는 교실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공식 지침이다. 교사는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교육 내용을 상세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 될 때마다 교육 내용 상세화에 필요한 정보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교육과정 해설서가 함께 제시되었다. 이와 달리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해설서가 사라지고 교육과정 문서에 해설이 함께 제시
되었다. 그 결과 교사는 그동안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육
과정 개정의 학문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를 잃었다. 다행인 것은 해설서가 사라졌어도 교육과정 문서에 성취기준별로
해설을 제공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성취기준을 상세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얻을 수 있었다.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는 모든 성취기준에 해설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 성취기준에만 선택적으로 해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설은 성취기준에 대한 취지와 수준 범위 등을 알려 주기 때문에 교실 교육
과정 구현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다. 따라서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을 일부에
만 제시했다는 것은 교육 내용 상세화에 문제가 된다. 교사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줄어든 것으로 체감하고, 교육과정 상세화의
몫은 교사의 역할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결국 교과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교육 내용이 불명확하다. 교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 중 “교과 필수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선택 가능한
내용이 무엇인지”(백남진, 2013:214)를 판단하기 어렵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성취기준의 내용과 국어자료의 예는 학습자의 요구와
3) 2016년 5월 17일 소속교에서 실시한 ‘학습공동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주제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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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라 통합적 관점에서 내용의 위계성과 학습의 계열성을 고려하며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교육부, 2015:11)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교사는 ‘성취기준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부분인지 가려내기 어렵고,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내용의 위계성과 학
습의 계열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서의 역할4)이 중요하다. 더욱이 교사의 전문적 역량은 교사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서 교육의 최소한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발되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서 중 교실 교육과정 구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성취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동안의 성취기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취기준의 내용이 학습되거나 교
수되기에 적합한지, 학년 수준에 맞는지 등에 대한 내용 적합성 분석5)이나
성취기준의 유형이 내용 중심인지, 활동 중심인지, 수행 중심인지에 대한 진
술 방식 유형 분석(서영진, 2013), 신교육목표분류학에 기초한 성취기준 진술
문 분석 (이현숙·강현석, 2013), 성취기준의 도입 배경이나 교육적 의미, 그
에 대한 비판 (정혜승, 2007; 성열관·백병부·윤선인, 2008)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성취기준이 교사들이 활용하기에 용이하게 개발되었
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교사는 성취기준의 어떤 부분이 교사가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선택 가능한 내용인지

4) 교육과정 문서는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발생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교사에
게 교과의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어야 하며, 교사에게 교과의 내용 지식을 수업에
맞게 변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이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창의력을 사용하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발휘하
도록 설계되고 제시되어야 한다.”(백남진, 2013:215-216).
5) 남민우·최숙기(2012), 노은희·최숙기·최영인(2012), 이순영· 최숙기· 서민정(2012), 장은
주·박영민·옥현진(2012), 주세형·이미숙·남민우(2012), 김창원·장선영·남민우(2012), 양
정실·가은아·민재원(2014)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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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이러한 정보들이 독자인 교사의 가독성을 높여 주
는 구조로 일관성을 가지고 제시되어 있는가, 성취기준을 상세화하는 데 필
요한 정보는 충분히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교육과정 문서를 평가한다.
이에 이 연구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교사가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적합하게 개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실 교
육과정 구현에 필요한 성취기준 요소 및 제시 원리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성취기준의 제시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성취기준은 성취기준 진술문, 학습 요소, 해설까지로 그 범위
를 한정한다. 따라서 교실 교육과정 구현에 대한 내용 역시 내용 상세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고 분석에 있어 성취기준의 내용 타당성
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2. 성취기준 요소 및 제시 원리
2.1. 성취기준 요소
연구자들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성취기준 제시 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한다. 왜냐하면 성취기준이 교사의 교육과정 구현에 직결되고 교육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취기준 진술 지침의 변화를 살펴보자. 7차 교육과정은 “내용 + 행동”(성
열관 외2, 2008:11), 2007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담화 또는 글의 유형 +
주요 내용 요소 + 행동”(서영진, 2013:422),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내
용 요소와 기능을 통합하여 도출한다”(김창원 외 24, 2015b:38)로 되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내용 요소 + 행동 또는 기능’이라는 제시 방식이다. 물론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개정 중점의 하나인 실제성이 반영되어 ‘담화
또는 글의 유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담화 또는 글의 유형이 너무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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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전이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교재 구성이나 교수·학
습방법의 창조성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천경록, 2010:86)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총론 팀에서 “교과의 내용(지식)을 구체
화한 학년(군)별 내용과 기능을 의미 있게 정합하여 진술한다.”(이광우 외17,
2014:102)로 지침을 내렸고, 국어과 차원에서 별도의 수정은 없었다.
그러나 ‘내용 요소 + 행동 또는 기능’과 같은 성취기준 제시 방식은 국어과
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어과 교육과정은 기능 교과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 요소’와 ‘기능 또는 행동’으로 분석되지 않는다. 물론 과학
과나 사회과와 같은 내용 교과의 경우는 ‘내용 요소’와 ‘기능 또는 행동’의
구분이 국어과보다 명확하고 이러한 진술 방식이 수행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진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과학과는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의 관
계(내용 요소)를 이해(행동/기능)하고 대표적인 퇴적 지형의 퇴적 환경을 추
론(행동/기능)할 수 있다.”6)와 같이 성취기준이 ( )안의 요소로 명확하게 제
시된다. 그러나 국어과는 과학과의 ‘행동/기능’에 해당하는 ‘이해하다, 추론하
다’ 자체가 국어과의 ‘내용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2국02-04]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교육부, 2015:13)의 경우 ‘내용 요소’인
‘인물의 처지와 마음 짐작하기’ 자체가 ‘기능’이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팀에서 제시한 “내용과 기능을 의미 있게 정합하여 진술한다.”라는 지침
은 국어과에 적합하지 않다7).
성취기준 구성에 있어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취기준 개발 지침을
보면 ‘기준의 방향성, 범위의 적절성, 수준의 위계성, 진술의 명료성, 학습량
과 수준의 적정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지침도 중요
하지만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실행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그 사용 양상 결
과를 성취기준 개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초등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
6) 조상연(2015:591)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활용하였다.
7) 이러한 문제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내용
체계’의 가로축에 ‘학년(군)별 내용 요소’와 ‘기능’을 구분하여 제시해 놓은 것이 과연 국어과
교육에서 타당한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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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성취기준으로 진술한 문장에서 가르
칠 것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핵심어를 직관적으로 찾고, 핵심어를 중심으로
성취기준 문장을 쪼갠다.”(조상연, 2015:598)고 한다. 이러한 사용 양상을 고
려한다면 성취기준을 개발할 때 교사 개인의 직관에 의해 필수 학습 내용이
좌우되지 않도록 필수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어과는 성취기준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가? 방법은 국어과
교육의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 국어과는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기능 중심 교과’이며 ‘국어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 중심 교과’이다. 따라
서 국어과 성취기준은 주로 방법, 기능, 능력과 관련된 지식으로 언어적 사고
나 언어 행위로 산출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언어 행위(사고)’와 같이
활동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표상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 조건’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언어 행위(사고)’는 ‘언어 사용 조건’을 통해 구체적인 언어
사용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의 성취기준은
‘조건’과 ‘언어 행위(사고)’로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구현과 관련하여 ‘언어 행위(사고)’는 활동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표상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목표가 된다. 다시 말해 교육과
정의 필수 학습 내용으로 해당 학년군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학습 내용이며 국어과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언어 행위(사고)’를 ‘핵심 요소’라고 명명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언어 사용 조건’은 탈맥락적인 ‘언어 행위(사고)’를 언어 사용 현상으로 구
체화하는 데 필요한 제반 변인이다. 주로 의사소통 과정에 관여하는 상황(맥
락), 코드, 주체 등에 관한 조건으로 예를 들어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장소,
시간, 문화, 언어 구조와 관련된 배경 지식, 매체, 언어 자료, 언어 사용 주체
간의 관계와 같은 언어 사용 지원 요소가 이에 해당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언어 사용 조건’을 ‘지원 요소’라고 명명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정리하면 국어과 성취기준은 ‘언어 사용 조건’인 ‘지원 요소’로 구성

490 한국초등국어교육 제61집

되어야 한다.
성취기준의 ‘핵심 요소’는 학년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으로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상세화의 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핵심 요소’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핵심 요소’는 주로 탈맥락적이고 추상
적이며 사물과 현상,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 개념, 원리, 기능 등
의 형태를 띤다. 둘째, ‘핵심 요소’는 국어과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셋째, ‘핵심 요소’는 조직된 체계성과 구조성을 띤다. 왜냐하면 “지
식은 어떠한 형태로건 조직된 체계성이나 구조성”(허경철·조덕주·소경희,
2001:235)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 요소’는 수직적 조직의
계열성·계속성과 수평적 조직의 범위·통합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
다. 넷째, ‘핵심 요소’는 교육과정 문서의 역할 중 주로 기준의 역할을 수행한
다. 다섯째, ‘핵심 요소’는 단순히 수동적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 해석
의 대상이다. 여섯째, ‘핵심 요소’는 교사의 객관적 양식 참조틀8)을 통해 해석
된다.
성취기준의 ‘지원 요소’는 ‘핵심 요소’를 언어 사용 현상으로 구체화하는
요소로 ‘핵심 요소’와 관련된 교과 지식 맥락을 제공하거나 ‘핵심 요소’를 교육
주체의 경험으로 구체화할 때 사용된다. ‘지원 요소’는 교육의 유연성과 자율
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세화의 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원 요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지원 요소’는 ‘핵심 요소’를 실제 언어 사용 맥락으
로 구체화하는 조건의 형태를 띤다. 둘째, ‘지원 요소’는 언어 사용과 관련된
언어 체계, 사회 문화 체계, 인지 체계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추출해
야 한다. 셋째, ‘지원 요소’는 실제 ‘언어 행위’로 표상되기 위한 조건으로 언어
사용 주체가 갖고 있는 내적, 외적 조건 상태에 따라 선택, 조정되는 유동적
8) 교사는 교육과정을 해석할 때 Ben-Peretz(1990)가 말한 두 가지 참조틀(백남진, 2013:210)을
활용한다. 첫째, 객관적 양식은 “교육과정 개발자의 의도에 기반한 ‘재현’ 차원으로 개발자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해석”(백남진, 2013:211)이다. 둘째, 주관적 양식은 “교사의 자율적인
의미 구성에 기반한 ‘창의력’ 차원으로 해석자의 개인적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해석”(백남진,
2013:2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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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분이다. 넷째, ‘지원 요소’는 교육과정 문서의 역할 중 주로 변형의 역할
을 수행한다. 다섯째, ‘지원 요소’는 창의적 해석의 대상이다. 여섯째, ‘지원
요소’는 주로 교사의 주관적 양식 참조틀9)을 통해 해석된다.
2015 개정 초등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자. 예를 들어 “[2국01-01]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
다.”의 경우 ‘핵심 요소’는 ‘인사말 주고받기’이고 ‘지원 요소’는 ‘상황’이다. ‘핵
심 요소’인 ‘인사말 주고받기’는 교실 교육과정 구현에 있어 도달해야 할 목표
가 되는 언어 행위(사고)이기 때문에 교사가 임의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원 요소’는 ‘핵심 요소’를 언어 사용 현상으로 구체화하는 데
활용되는 조건으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위의 성취
기준의 경우 학습자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교사가 ‘상황’을 선택하여 ‘인사말
주고받기’를 가르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기는 입학초기, 장소는 학교, 대상은
친구에 초점을 두고 ‘상황’을 구체화하여 인사말 주고받기를 가르칠 수 있다.

2.2. 성취기준 제시 원리
이번 절에서는 앞서 추출한 성취기준 요소인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교실 교육과정 구현에 도움이 되는지 그 원리를 살펴
보기로 한다.

2.2.1. 명료성의 원리 :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 제시 명료성
명료성의 원리는 성취기준의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정 문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 “교과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고, 교사가 선택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

9) 자세한 내용은 각주 8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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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진, 2013:216)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교사는 교실 교육과
정 구현에 있어 보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 개발팀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가르칠 내용을 명확히 제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성취기준(교육 내용) 제시 방식을 6차부터
2015 개정까지 항목 수준에서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A유형과 B유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유형은 성취기준(교육 내용) 항목에 성취기준(교육
내용)만을 제시한 경우이고, B유형은 성취기준(교육 내용)과 그에 대한 하위
항목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1> 교육과정 성취기준 제시 방식(6차-2015개정)
유형 시기

항목

6차

내용

A

진술 내용

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다시 말한다.

2009
내용 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
개정 성취기준
한다.
내용
7차

(2) 내용을 확인하며 듣는다.

수준별 【기본】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한다.
학습 【심화】그림, 사물, 사전, 인물에 대한 말을 듣고, 그 대상을
활동의 예
알아맞힌다.
성취기준 ⑷ 인상 깊었던 일을 정리하여 그림일기를 쓴다.

B

2007
개정

◦그림일기의 형식 알기
내용 ◦하루 중 있었던 일을 떠올리기
요소의 예 ◦인상 깊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쓰기
◦그림일기를 쓰는 태도 생활화하기

2015 성취기준 [2국02-01] 글자, 낱말,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개정 학습 요소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기

A유형은 성취기준(교육 내용)에 대한 하위 항목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서만을 가지고는 어떤 것이 ‘핵심 요소’인지 ‘지원
요소’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B유형은 성취기준(교육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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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하위 항목이 제시되어 있어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A유형보다 한 단계 더 세분화 되어 있다. 그래서 성취기준
요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은 B유형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B유형의 경우도 성취기준에 대한 하위 항목의 성격이 교육과정마다 다르
기 때문에 명료성이 모두 높다고만 할 수는 없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내용’ 항목에 필수 학습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어
‘핵심 요소’를 대체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가 너무 구체적인 활동으로 제시되어 ‘지원 요소’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
렵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 진술문이 ‘담화 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갖고 있던 진술문의 명료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내용 요소의 예’가 특정 담화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수준으로 제시
되어 있어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구분하기 어렵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성취기준에 대한 하위 항목으로 ‘학습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학습 요소’는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것”(교육부, 2015:1)이다. 따라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물론
‘학습 요소’가 내용 체계의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그대로 요약한 것에 불과
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명료성 차원에서 보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학습 요소’를 통해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원 요소’도 명확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2.2.2. 일관성의 원리: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 제시 방식 일관성
일관성의 원리는 성취기준을 제시할 때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해서 진술하는 것이다.
성취기준 제시 방식10)은 성취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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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개별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 유무11)를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유형화될 수 있다
<표 2> 성취기준 제시 방식 유형
유형

성취기준 진술문

성취기준 해설

핵심 요소

지원 요소

㉮

○

○

○

㉯

○

○

×

㉰

○

×

○

㉱

○

×

×

㉮유형은 성취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가 있고,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이 있는 경우이다. ㉯유형은 성취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가 있고,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이 없는 경우이다. ㉰유형은 성취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소’는 있는데 ‘지원 요소’가 없고, 성취기준 해설이 있는 경
우이다. ㉱유형은 성취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소’만 제시되어 있고, 성취기준
에 대한 해설이 없는 경우이다.
위에 제시된 유형은 성취기준을 제시할 때 모두 활용 가능한 유형이다.
그러나 성취기준을 제시할 때에는 하나의 유형을 사용하여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별 성취기준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성취기준마다 다른 제시 방식을 사용할 때
교사가 겪을 혼란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별 성취기준 해설 유무의

10) 성취기준 제시 방식 4가지 중 어떤 유형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것은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이
아님으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현장
교사들의 교실 교육과정 구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 성취기준 해설 유무를 성취기준 제시 방식 기준으로 넣은 이유는 2015 개정의 경우 모든
성취기준에 해설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설의 유무가 교육과정 구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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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무엇인지, 혹시 해설이 있는 성취기준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와
같이 교사들은 해석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읽는 데 있어 방해 요소가 되고 이것이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어과 교과 특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은 일관성을 갖는 것이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를 이해하고 해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6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성취기준의 ‘핵심 요소’와 ‘지
원 요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표2>에 있는 제시 유형으로 성취
기준의 일관성을 분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
과정까지는 교육과정 시기별 성취기준 제시 방식이 동일하고 모든 성취기준
에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6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일관성의 원리에 충실했다고 판단된다. 2015 개정 국어
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분석은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2.3. 상세화의 원리: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통한 양질의
교과 내용 제공
상세화의 원리는 성취기준의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통해 상세화에
필요한 양질의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성취기준 진술문이나 해설에서 꼭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상세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핵
심 요소’에 대한 상세화 내용으로 성취기준에 대한 하위 지식이나 기능을 제
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취기준 간의 관계가 제시되어 통합에 대한 내용까
지 제공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지원 요소’에 대한 상세화 내용은 ‘핵
심 요소’가 실제 의사소통 능력으로 실행될 때 필요한 관련 교과 내용이나
조건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에 이러한 상세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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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다면 교사들은 이를 통해 ‘핵심 요소’를 가르칠 때 필요한 지도 내용,
다시 말해 ‘핵심 요소’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전략을 생성하여 지도 내용
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요소’나 ‘지원 요소’로
제공되는 내용은 고립된 지식이나 일회적인 상황·맥락으로 제시되면 안 되
고, 구조화·체계화된 교과 지식 맥락 안에서 사용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전
이성 높은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표 1>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제시 방식’에서 A유형인 6차 교육과정의 경
우 해설서가 별도로 있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별 해설이 있
었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은 담보할 수 없을지라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세화
원리를 어느 정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B유형인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이라는 상세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나
의 성취기준을 ‘보충’과 ‘심화’로 나누어 상세화하였기 때문에 상세화의 명확
한 특징을 보여 주는 교육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활동
수준의 예로 제시되어 전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2007
개정의 교육과정의 경우도 ‘내용 요소의 예’를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여 상세
화의 원리를 충족시켜 주었으나 7차 교육과정과 같이 상세화 내용이 활동
중심이거나 너무 구체적인 담화 유형 중심으로 제시되어 전이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분석은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성취기준 제시 방식 분석
3.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초등학교 성취기준 82개이고, 성취기준에 대한 진
술문과 ‘학습 요소’, ‘해설’까지를 분석 범위로 한다12). 성취기준에 대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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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학습 요소’, ‘해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점선 안의
내용은 성취기준 진술문이고 그 하단에 ‘(가) 학습 요소’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 ‘(나) 성취기준 해설’이 제시되어 있다.
<표 3>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듣기·말하기 영역 성취기준

[2국01-01]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2국01-02]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2국01-03]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2국01-04]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2국01-05]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에 집중하며 듣는다.
[2국01-06]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가) 학습 요소
인사말 주고받기, 일의 순서 이해하기, 대화하기(감정 표현), 자신 있게
말하기, 바른 자세로 말하기, 주의 집중하며 듣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나) 성취기준 해설
* [2국01-01] 이 성취기준은 생활 속에서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주고받음으
로써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에도 자연스러운 인사말이 필요하고, 집을 나서거

분석 대상이 되는 성취기준의 학년군별 영역별 수는 <표 4>와 같다.

12) 성취기준 분석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외한 이유는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과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이 교과 내용보다는 방법에 대한 상세
화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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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년군별-영역별 성취기준 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계

1-2학년군

6

5

5

4

5

25

3-4학년군

6

5

5

5

5

26

5-6학년군

7

6

6

6

6

31

계

19

16

16

15

16

82

3.2. 분석 방법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기준 제시 원리 중 명료성의 원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문이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성취기준 제시 원리 중 일관성의 원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별 성취기준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되
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성취기준 제시 원리 중 상세화의 원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교사가 교실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데 충분
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13)
연구의 분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
으로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첫째, 개별 성취기준 진술문을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로 구분했다. 성취
기준 하위 항목인 ‘학습 요소’를 ‘핵심 요소’로 분석하고, 성취기준 진술문에서

13) 2장에서 상세화 원리와 관련해서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의 확보,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의
개별 상세화의 방향,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 상세화 내용의 체계성과 전이성에 대해 언급했
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의 확보 여부에 초점을
두고 상세화 원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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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교과 관련 내용을 ‘지원 요소’로 분석하
였다14). 그리고 ‘지원 요소’ 분석에 있어 단지 영역을 알려주는 ‘행동’ 용어,
예를 들어 ‘듣고 말한다, 읽는다, 쓴다’와 같은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성취기준 해설 유무를 분석 기준에 반영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경우 개별 성취기준 전체에 ‘해설15)’이 제시되지 않고 일부 개별 성취
기준에만 제공되었다. 따라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성취기준
해설 유무는 성취기준 적합성 분석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석 기준
으로 설정하였다.

3.3. 결과 분석
3.3.1. 명료성의 원리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문이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명료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학습 요소’를 별도
로 추출해 놓았기 때문에 교사가 ‘핵심 요소’가 무엇이고 ‘지원 요소’가 무엇인
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취기준 진술문을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로 분석한 결과 성취기준 진술
문의 유형은 <표 5>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14) 일부 ‘학습 요소’에는 ( )를 이용한 경우기 있는데 이 경우 ( )안의 내용이 성취기준 진술
문에 제시되어 있고, ‘지원 요소’의 성격이 강한 경우 ‘학습요소’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 )안
의 내용은 별도로 처리해서 ‘지원 요소’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습 요소’의 ( ) 안의 내용을
분석할 때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 체계의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참고하였다.
1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제시한 성취기준 중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성취기준”(교육부,
2015:1)에만 해설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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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취기준 진술문 핵심-지원 요소 제시 유형
유형

구성
핵심 요소 지원 요소

성취기준 진술문

빈도

㉠

인사말
주고받기

상황

[2국01-01]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38(46%)

㉡

일의 순서
이해하기

·

[2국01-02]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
44(54%)
한다.
계

82(100%)

㉠유형은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가 성취기준 진술문에 모두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총 82개 46%, ㉯유형은 ‘핵심 요소’만 성취기준 진술문에 제시되
어 있는 것으로 총 82개 중 54%로 두 가지 유형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핵심 요소’인 ‘학습 요소’ 중 일부는 성취기준의 명료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취기준의 ‘학습 요소’ 중 <표 6>의 ‘대화하기(감정표현)’
의 ‘( )’의 역할이 불분명하여 제기되는 문제인데 교육과정 문서나 시안 개
발 어디에도 성취기준의 ‘학습 요소’의 ‘(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다.
<표 6> 1-2학년군 듣기·말하기 ‘학습 요소’
(가) 학습 요소
인사말 주고받기, 일의 순서 이해하기, 대화하기(감정 표현), 자신 있게 말하기,
바른 자세로 말하기, 주의 집중하며 듣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이에 본 연구에서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로 나눌 때 분석 기준 각주 14에
서 밝힌 바와 같이 ‘( )’안의 내용이 성취기준 진술문에 있고, 그 내용이 ‘지
원 요소’의 성격이 강하면 별도로 처리해서 ‘지원 요소’로 분석하였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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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학습 요소’가 내용 체계의 ‘학년(군)별 내용 요소’와 거의 일대일로 대응
되기 때문에 ‘학년(군)별 내용 요소’의 ‘[ ]’의 역할과 성취기준 ‘학습 요소’의
‘( )’의 역할이 동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6). ‘학년(군)별 내용 요소’의
‘[ ]’에 대해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김창원 외 24,
2015b:62)에서는 “내용 조직의 계열성에 의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요소의
명칭이 동일하게 반복될 때는 괄호 속에 해당 학년(군)에서 보다 초점화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차별화되는 요소를 적시하였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 설명을 토대로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분석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요소”인 ‘대화하기’는 ‘핵심 요소’가 되고 ‘[ ]’안의 내용인 ‘감
정표현’은 ‘지원 요소’가 된다.
그러나 ‘학습 요소’의 ‘( )’에 대한 불분명성은 위의 설명으로도 완전히 해
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년(군)별 내용 요소’에 ‘[ ]’가 제시되어 있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요소’에 ‘( )’로 처리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4학년군 듣기·말하기 영역 내용 체계의 ‘학년(군)별 내용 요소’ 중
‘회의’의 경우 ‘[ ]’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의 ‘학
습 요소’에는 ‘회의(의견교환)’과 같이 ‘( )’를 추가하였다. 이 경우는 앞서
설명한 내용 체계의 ‘[ ]’의 역할과 ‘학습 요소’의 ‘( )’의 역할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성취기준의 ‘학습 요소’의 ‘( )’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들도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성취기
준 ‘학습 요소’에 제시된 ‘( )’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문서는 오탈자를 비롯하여 기호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 명확히 제시해야만 한다. 그래야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를 이해하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16) “학년군별 내용 요소에 제시하는 내용과 성취기준 진술에 포함될 내용을 상당히 일치시켜서
일대일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김창원 외 24, 2015b:61)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요소’와 ‘학습 요소’가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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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명료성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핵
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명료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핵심 요소’가 되는 ‘학습 요소’ 제시 방식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3.3.2. 일관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는 개별 성취기준을 제시할 때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 제
시 방식을 하나의 유형으로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다. 성취기준은 성취기준
진술문의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 유무와 개별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 유무를
기준으로 총 4가지 유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
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이 모두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먼저 유형별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1]은 <표 2>의 ㉮유형으로 성취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소’, ‘지원 요소’가
모두 있고, 해설도 제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 1]
진술문 [2국01-01] 상황(지원 요소)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핵심 요소).

[2국01-01] 이 성취기준은 생활 속에서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주고받음으로써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에도 자연스러운 인사말이 필요하고, 집을 나서거나 집으로 돌아올
해설 때,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자기소개를 할 때, 상대
방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낼 때 등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인사말이 다르다.
학습자가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별로 어울리는 인사말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 2]는 <표 2>의 ㉯유형으로 성취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소’, ‘지원 요소’가
있고,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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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진술문

[2국01-01] 글자, 낱말, 문장(지원 요소)을 소리내어 읽는다(핵심 요소).

해설

없음

[예 3]은 <표 2>의 ㉰유형으로 성취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제시된 경우이다.
[예 3]
진술문 [2국02-04]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핵심 요소).

[2국02-04] 이 성취기준은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를 상상하고 이에 공감하
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등장인물이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는지,
혹은 어떤 마음인지를 짐작해 보는 활동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글의
해설
내용을 확인하고, 등장인물의 마음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는 활동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름으로써 실제
주변 인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예 4]는 <표 2>의 ㉱유형으로 성취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소’만 제시된 경
우이다.
[예4]
진술문

[2국01-02]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핵심 요소) 듣고 말한다.

해설

없음

위의 유형을 기준으로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제시 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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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제시 방식 유형 분석
유형

성취기준 진술문

성취기준 해설

빈도(%)

○

○

22(26%)

○

○

×

16(20%)

㉰

○

×

○

17(21%)

㉱

○

×

×

27(33%)

핵심 요소

지원 요소

㉮

○

㉯

계

·

82(100%)

4가지 유형 빈도를 살펴봤을 때 성취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소’만 제시된
것이 총 82개 중 27개로 가장 많았고,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만 진술문에
제시되고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이 없는 것이 총 82개 중 16개로 가장 적었다.
성취기준 제시 방식 중 어느 유형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선택은 본 연구
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수 없다. 그러나 4가지 유형이 모두
제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를 읽는데 가독성을 저해
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교과 특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성취기준 제시
방식은 일관성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는 성취기
준 제시 방식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3.3. 상세화의 원리
상세화의 원리는 성취기준의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통해 상세화에
필요한 양질의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장에서 상세화 원리와 관련
해서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의 확보 여부,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의 개별
상세화 방향,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 상세화 내용의 체계성과 전이성에 대
해 언급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객관성을 위해 개별 성취기준의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 확보 여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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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화 원리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가 모
두 확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취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가
있고 해설까지 제시되어 있는 <표 7>의 ㉮유형이 상세화에 가장 유리한 제시
방식이다. 그리고 ㉰유형도 ‘핵심 요소’와 ‘해설’만 제시되어 있지만 ‘해설’에
‘지원 요소’와 관련된 상세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화에 필요
한 내용을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형과 같이 ‘해설’이 제시되지 않고 성취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
소’와 ‘지원 요소’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상세화의 내용이 부족하여 교사가
성취기준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형은 상세화 원리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경우로 성취
기준 진술문에 ‘핵심 요소’만 제시되어 있고 ‘지원 요소’도 없고 해설도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이 전체 성취기준 82개 중 무려 27개나 된다. 과연 현
장의 교사들이 ‘핵심 요소’만을 가지고 교실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을까?
물론 ㉱유형도 교실 교육과정으로 잘 구현하는 교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사들의 역량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형과 같은 성
취기준의 경우 교육과정 실행 결과가 교사마다 다를 수 있고 이는 곧 교육적
질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표 8>은 ‘핵심 요소’만 제시되어 있는 성취기준의 예이다. 각 내용의 밑줄
친 부분이 성취기준 진술문에 제시되어 있는 ‘핵심 요소’이다. 교사가 이 진술
문만을 가지고 교실 교육과정을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
에 교사들은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기준보다 교과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과연 <표 8>의 성취기준이 해설 없이 교사가 교실 교육과정으로 구현
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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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핵심 요소’만 제시 되어 있는 성취기준의 예
성취기준 진술문

[2국01-02]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핵심 요소) 듣고 말한다.
[2국02-03]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핵심 요소).
[4국05-03]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핵심 요소)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핵심 요소)

정리하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상세화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성취기준에만 해설을 제공하는 제시 형태
는 상세화의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국어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 해설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제시 방식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2015 개정 초등국어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 제시 방식에 있어 이전
교육과정보다 명료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지, 성취기준의 ‘학습 요
소’ 제시 방식에 있어 ‘( )’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2015 개정 초등국어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 제시 방식에 있어 일관
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취기준 진술문의 ‘핵심 요소’, ‘지원 요소’
유무와 성취기준 해설 유무를 기준으로 조합 가능한 유형은 총 4가지이다.
2015 개정 초등국어과 교육과정은 조합 가능한 4개 유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성취기준 제시 방식의 다양성은
교사의 가독성을 낮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과 특성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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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지 않는다면 성취기준 제시 방식은 일관성 있게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제시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에는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 양상이 반영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2015 개정 초등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상세화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토 결과 진술문에 ‘핵심 요소’만 제시되고 ‘지원 요소’와 해설이
없는 경우가 전체 82개 중 27개로 조사되었다. 상세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 내용인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가 확보되어야 하고, 제공되는 내용은
“교사가 교과의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하도록 구조화되어 제시되어야
하며”(백남진, 2013:215),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련 지식의
맥락 안에서 살아 있는 지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공된 내용은 학생
들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전이성이 높은 내용과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성취기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관련 상세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정 중
심의 교육’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 문서는 ‘핵심 요소’와 ‘지원 요소’를 명확히 제시해서 교사의 교실
교육과정 구현이 보편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제공되
는 문서 형식은 일관성을 유지해서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에 있어 가독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양질의 상세화 내용 제공을
통해 교사가 관련 교과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학생들이 살아 있는 지
식을 배우고 생성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교육과
정이 바로 ‘현장 밀착형’(김창원 외 24, 2015b:626)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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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Statement Form of
Achievement Standards
- Focusing on the 2015 Korean language curriculum -

Hwang, Hyun-Mi( GokJeong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on statement form of the achievement
standard of the 2015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order to analyze the
achievement standard, the elements of achievement standards and the principles
of statement forms for achievement standard were extracted. The elements of
achievement standards are composed of the core elements and the support
elements. The principles of statement forms for achievement standard are
composed of clarity, consistency and concre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of clarity is to clearly present the core elements and the
support elements in achievement standard. The clarity of the statements was
generally higher level. Because ‘learning elements’ of achievement standards are
clearly presented in the 2015 elementary school Korean language curriculum.
Second, the principle of consistency is to consistently present the core
elements and the support elements in achievement standard. The consistency of
the statements was generally lower level. The method of statement forms for the
core elements and support elements was investigated in four categories. The
various methods of statement forms can interfere with teacher’s curriculum
reading.
Third, the principle of concretion is to provide a educational contents of
high-quality over the core elements and the support elements. The concretion of

the statements was generally lower level. The achievement standards that have
no description and the statement include only the core elements were
investigated as 33%. It means that the lack of the information for the curriculum
making.
【Key words】the 2015 elementary school Korean language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 core element of achievement
standard, support elements of achievement standard,
clarity, consistency, con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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