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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official documents on innovation schools and curriculum created by
Office of Education from 11 regions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It purported to find
indexes and their relations as well as to investigate essentials of curriculum. Individual words
were drawn from the official documents and reduced into indexes, followed by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n, each document was examined to find whether they included essentials of
curriculum.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llaboration’, ‘participation’, ‘autonomy’,
‘learning’, etc. were frequently mentioned in the documents, and words on school members and
school management were also commented. Second, ‘democracy’ and ‘autonomy’ appeared the most
important and connected words in the semantic network of the documents, and degree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of indexes showed similar results. Third, except for documents from
Gyeonggi and Gangwon, most documents did not include essentials of curriculum, showing
insufficiency as the guideline for curriculum reconstruction.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official documents partially suggested the main concept of ‘Innovation school’ definition, but they
were not enough to guide each school to recreate and reconstruct its own curriculum. Thu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detailed guideline and the support system were required for each school
to accomplish the vision and goal of Innovation School.
Key words: Innovation Schools, Curriculum of Innovation Schools,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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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현재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을 밝힌 11
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단어와 단어 간
의 의미관계를 밝히고 교육과정 지침으로서의 충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혁신학교 교육과정 관련 문서들을 분석하여 주요 단어를 도출
하였고, 단어들의 빈도를 구한 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문서들이 교육과정 지
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정의 핵심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분
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도교육청 혁신학교 교육과정 관련 문서들
에서 ‘협력’, ‘참여’, ‘자율성’, ‘배움’, ‘지역사회’, ‘창의성’ 등의 단어들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그밖에도 학
교구성원 및 교육주체, 학교운영의 주요 원리에 관한 단어들이 언급되었다. 둘째, 언어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주요단어들은 몇몇 단어에 편중되어 있는 네트워크 형태를 나타냈으며 이는 연결중심
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특히 ‘자율성’과 ‘민주성’은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
면서 주변 단어들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주제어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과정 기본방향, 편성 및 운영체
제, 지원체제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 혁신학교 교육과정 관련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경
기도 교육청과 강원 교육청의 문서가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문서들은 이
들 요소를 포함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관련 문서들은 혁신학교의 핵심원리(자율성, 민주성), 운영주체(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기본가치(협력, 소통, 참여)를 설명하고 있어, 혁신학교 개념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문서는 여전히 혁신학교의 개
념 및 교육과정에 관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정보를 담고 있어 단위학교가 혁신학교 추진을 위
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안내와 지
원을 통해 각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혁신학교, 혁신학교 교육과정,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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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교육 관련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단연 학교 혁신이며, 혁신학교이다(유경훈,
2012).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후 경
기도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부터는 서울, 광주, 전북, 전남, 강원에 이어 2015년 부산, 경남, 충남,
충북, 제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현재 800여개의 혁신학교가 선정·운영되고 있다.
혁신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만 여러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내걸고 혁신학교 정책은 추진되고 있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다양한
국가 주도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혁신학교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위해 필수적인 학교구성
원에 의한 자발적 혁신 모델로(허봉규, 2011),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높고 학교특성화 측면
에서도 긍정적인 보고가 많고(김수경, 2012; 나민주 외, 2013; 서근원, 2014) 기존의 시행 지역 외에
최근에는 경북, 대전 역시 향후 혁신학교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나서 그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학교혁신이라는 주제는 국내외 교육학 연구자들의 공통된 관심이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
육개혁의 역사를 분석하여 교육 혁신관련 중요 요인을 고찰한 연구(Tyak & Cuban, 1995), 학교개
혁을 위한 핵심성공요인을 교사로 도출해 낸 연구(Datnow, 2001), 학교 구성원간 협력 문화를 통해
학교혁신 과정을 보고한 연구(Fullan, 1991, 2001) 등을 통해 무엇을 통해 학교가 혁신될 수 있는지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혁신학교 관련 연구들은 주로 혁신학교의 제도
도입시기에 이루어진 학교혁신에 대한 개념, 원리, 확산 과정 등을 고찰한 연구(김성천, 2009; 정바
울· 황영동, 2011; 김정현, 2011; 박승배, 2012)를 시작으로 점차 제도적용시기에는 혁신학교 사례를
소개하거나 운영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이(김수경, 2011; 조금주, 2012; 장훈·김명수, 2011; 박상완,
2009 ; 나민주 외, 2013) 늘어났다.
최근에는 이러한 혁신학교의 필요성이나 개념화 논의에 이어 교육과정 관련 논의가 중요하게 등
장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무엇을 왜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계획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혁신학교가 추구하
는 혁신이라는 변화는 이미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의도성과 방향성을 띠게 되고 이는 계획된
변화(planned change)에 해당하므로 미리 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유목적적인 노력
이며(Hanson, 2003: 김혜진, 2015, 9, 재인용) 이에 학교의 혁신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가 무
엇을 왜 가르칠 것인가를 계획하는 문서인 교육과정 문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관련
문서는 혁신학교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문서로 혁신학교의 철학과 교육목표, 교육내용과 방법, 학교
문화 및 제반 여건을 포함하므로 혁신학교를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꼭 짚어볼 만한 가치가 있
다. 혁신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중점 정책사업으로 출발한 그 역사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188 교육학연구 제53권 제2호

기본계획과 관련 교육과정 문서가 각 단위학교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학교라는 것이 그 문
제의식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바람직한 변화와 학교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은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출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각 단위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핵심으로
귀결된다면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지침 관련 문서가 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
내고 있는지 각 단위학교에는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도 공문서를 통해 학교 개혁의 면면을 살펴본 연구가 있지만(송준수·신재영, 2003) 대부분 질적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단위학교 차원의 분석이며, 이를 제외하면 학교 혁신을 둘러싼 교육과정 관련 문서
를 특히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으로 연구한 바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나타나는 핵심요소와 각 요소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문서에 출현하는 단어들 가운
데 핵심 개념을 도출하고 그 핵심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네트워크 형태로
파악하게 도와주어 문서를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자체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적 관계를 드
러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최근 교육학계에서도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는 연구 등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성열관, 2010).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가 가진 중요 요소들
과 그 요소들 간의 관계와 긴밀성 등 구조적 특징을 밝혀 도식화하는 것은 기존 교육과정 문서 관
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했던 내용분석에 입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문서들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지침의 필수 구성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
는지 그 일치성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정 지침의 구성요소를 범주화하여 분석의 틀로 사
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학교라는 교육계의 현상 및 실제를 구체화시켜주는 교육과정 문서에 집중하
여 혁신학교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교육과정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는 11
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기본계획서1)와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여 혁신학교의 핵심
단어간 의미관계와 교육과정 지침으로써의 충분성을 밝히고, 향후 혁신학교사업 및 시도차원의 교육
과정 지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된 주요 단어는 무엇이고 단어들 간에
는 어떠한 의미관계가 있는가?
2.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들은 무엇인가?
1) 이 교육과정 문서들은 각 시·도별로 기본계획, 운영기본계획, 추진계획, 추진기본계획, 기본문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혁신학교의 가치, 운영 원리, 중점 과제, 추진 원칙, 추진 계획, 교육과정 및 기타
학교 여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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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혁신학교

혁신학교는 지역에 따라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는 ‘혁신학교’, 서울시에서는 ‘서울형혁신학교’, 전라
남도는 ‘무지개학교’, 강원도는 ‘강원행복더하기학교’, 광주시는 ‘빛고을혁신학교’, 제주도는 ‘다혼디배
움학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2009년 경기도의 13개 초·중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 서
울, 강원, 광주, 전남, 전북 6개 교육청을 통해 2011년 총 157곳으로 확산되었고 2015년 현재 부산,
경남, 충남, 충북, 제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현재 800여개의 혁신학교가 선정·운영되고 있다. 특
히 경기도의 경우 2013 혁신학교 일반화 준비기에 이어 2014 혁신학교 일반화 확산기를 표방하고
있어 2015년 현재 혁신학교 356개, 혁신공감학교 1,430개로 ‘모든 학교의 혁신학교화’를 추진하고 있다
(백병부 외, 2014; 경기도혁신학교정보센터, 2015. 6. 5).
혁신학교는 학교를 혁신(innovation)하겠다는 학교교육에 대한 공교육 제도 변화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학교를 변화(change)시키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improvement)의 의미
를 담아 기존의 학교개혁(reform)이 제도적이고 관(官)주도적인 변화였던 데 비해 단위학교 주도의
자율적 학교 변화를 담는 의미로 확장되어 왔다(박상완, 2009; 장훈·김명수, 2011).
몰론 혁신학교가 지금까지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정책 및 학교형태인 것은 아니며
학교 단위의 변화에 대한 오랜 교육적 시도의 하나로 국내외의 단위학교 혁신, 단위학교 운영의 자
율화, 자율학교 운영, 차터스쿨, 임파워먼트 스쿨, 이센셜스쿨연합 등의 논의와 실천 속에 이미 있어
왔다(장훈·김명수, 2011).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위 진보교육감의 정책
으로 명명화되면서 정치적 논란 속에서 새로운 교육제도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진
보교육감 지역이라고 구분되었던 경기, 서울,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부산, 경남, 충남, 충북, 제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소위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4개 지역 가운데서도 대구, 울산을 제외
한 경북, 대전 역시 각각 ‘명품학교’, ‘(가칭)창의인재학교’ 등을 통해 혁신학교의 성공모델을 구체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점차 정치성을 띈 제도로써가 아닌 단위학교의 변화에 집중하여 학교문화,
교육과정, 수업 등의 성공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최근의 혁신학교들은 학교교육
의 목적을 보다 잘 성취하기 위한 본질에 집중하여 기존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운영체제 등을 새
롭게 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성취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일련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김정현,
2011).
학교가 혁신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연구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통
된 관심이자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외의 학교 변화 및 혁신에 관한 연구에서는 1990년대 미국
에서는 기존의 교육개혁의 역사를 분석하여 교육 관련 혁신과 변화의 중요 요인을 고찰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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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Tyak & Cuban, 1995), 미국 학교 개혁의 한 형태인 “Success for All Schools(SFA)” 관련 연
구에서는 개혁촉진자로써의 교사리더십을 핵심성공요인으로 도출한 바도 있다(Datnow, 2001).
Fullan(1991, 2001)은 성공적인 학교 개혁을 위해 교사와 학교행정가, 지역구성원 등이 협력하는 문
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혁신학교 관련 연구들은 주로 혁신학
교의 제도도입시기에 이루어진 학교혁신에 대한 개념, 특징, 원리, 필요성, 유사개념 탐색 등을 고찰
한 연구(서근원 외, 2005; 김성천, 2009; 박상완, 2009; 김정현, 2011)를 시작으로 점차 제도적용시기
와 맞물려 확산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 혁신학교 사례를 소개한 연구,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운영의
특징을 포함한 다양한 면면을 탐색한 연구들로(김수경, 2011; 장훈·김명수, 2011; 정바울·황영동,
2011; 허봉규, 2011; 장훈·김명수, 2011; 조금주, 2012; 배은주, 2014) 점차 확장되고 있다.
위 연구들은 혁신학교 개념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내놓았다. 학교 혁신이라는 것은 자유롭고 창의
적인 환경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기도 하고(김흥주 외, 2005: 15), 단위학교의 교육과
정, 수업, 학급운영, 교직 문화, 학교경영, 조직체계 등에 일으킨 창조적인 변화(김성천, 2009: 61), 그
리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참된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의 중점을 교수학습활동
에 두고 전문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학교구조와 문화를 갖추어 가는 것(허봉규, 2012)이다. 이를 종합
한 유경훈(2012)은 혁신학교를 기존 공교육의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를 포함한 학교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써 참여하여, 학교
조직과 학교문화, 수업의 개선을 통해서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고 학교와 교육을 긍정적으로 혁
신해나가는 학교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위의 다양한 논의들이 담겨있되 현실적으로는 ‘기
존의 학교를 기본단위로 선정하여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학교혁신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이 결합되어 시도되는 공교육 혁신의 학교 모델이자 지역교육청의 정책명 및 정책대
상학교명’이라고 볼 수 있다(장훈·김명수, 2011).
2.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최근에는 이러한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논의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는 학교를 혁신하
고 개혁한다는 것이 결국 학교를 학생의 발달을 목표로 진정한 교육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공간으로
형성하려는 근본적 노력임을 상기시킨다(정기섭, 2001). 혁신학교를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혁신학교를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로 개념화하면서 그 기저에 ‘창의지성교육과정’을 내세우고 있고, 배은주(2014)도 혁신
학교는 “기존의 학교가 가르침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경쟁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운영했
던 것에서 벗어나 배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돌봄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함께 형성하여
교육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혁신’하는 학교”로 통용된다고 보는 등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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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규(2011) 역시 혁신학교의 핵을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혁신으로 강조하고 여타 연구에
서도 혁신학교가 학교운영의 혁신으로 표방되되 실제 교육과정 차원의 혁신으로 추진되는 점에 주목
한 바 있다(김수경, 2012). 그 외에도 혁신학교의 교수·학습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성열관·이순철,
2011)에서 혁신학교를 배움, 돌봄, 책임교육, 공동체 네 개의 핵심요소를 추구하는 장으로 보았으며
혁신학교는 교육의 지향점에서 그리고 교육방법 면에서 인성 지향적인 창의적, 협력적, 민주적 교수·
학습의 형태를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역마다 운영 중인 단위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기본계획과 시도교육과정을 지침으로 하여 학
교단위의 교육과정인 혁신학교교육계획을 구체화하여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시·도교육청 교육의 기본 방향, 편제와 시간
배당,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 평가와 질관리, 기타사항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경기
도교육청 외 11개 시도교육과정 지침 참고). 또한 관련 문헌을 통해 교육과정 문서의 공통 구성요소
를 탐색해보았을 때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를 성격(배경/근거), 목표,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분석하거
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매체), 평가, 사교육, 교사교육, 교육과정 일반으로 분류한 연구,
교육과정의 실행변인이라 하여 철학(이론), 목적 및 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 교수 자료, 평가로 구
성요소를 구분하는 경우(Moore, Wideman & Dilling, 1984; 이지효 외, 2011, 7, 재인용) 등이 확인
되었다. 이외에도 기타 여러 교육과정 구성요소 탐색 연구에서는 문서 체제, 목표, 내용, 시간 운영,
평가로 나누거나(이다영 외, 2011), 일반적 특성(저자, 발행인, 텍스트 스타일 등), 근거와 목표, 전제
조건(학생, 지역사회 등 관련 배경 요인), 내용, 교수이론과 교수전략, 종합적 판단(평가)(Stevens &
Morrissett, 1968; 김세영, 2011, 60 재인용)을 틀로 삼은 연구도 있었다. 특히 학교 개혁을 위한 살
펴봐야 할 교육과정 요소에 관한 Marzano(2000, 86-87)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설계(교육목표, 교육
내용 및 학습활동 조직), 수업(수업전략), 교실경영(교수학습방법), 학교환경(시간배당, 평가, 리더십,
협력)을 카테고리화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문서에서 교육과정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분석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 가운데 특정 공통 요소들을 설정하는 아래 표의 프레임화 과정을 통하여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분석의 원칙과 기준이 타당성을 갖도록 하였다(Tannen, 1993; 장덕호 외,
2013, 713, 재인용). 그에 따라 시·도교육청 혁신학교 기본계획과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지침의 필수
구성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그 일치성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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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과정 지침의 구성요소

교육과정 기본방향

교육과정 지침의 구성요소

교육철학 및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배당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체제 교육내용
수업 및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및 질 관리
교육과정 지원체제
물적 · 구조적 · 인적 지원
3. 언어

네트워크 분석

교육과정 문서에서 나타나는 핵심요소와 각 요소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분
석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한 문장에서 특정 단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들을 하나의
선(link)으로 연결하여 단어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하여 보여준다(Doerfel &
Barnet, 1999). 또한 단어의 출현 빈도를 통해 분석지표가 계산되어 단어 사이의 강도를 분석하여
전체 네트워크에서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구조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게 한다.
언어로 이루어진 메시지 및 문서는 인지적 요소로 구성된 사회 시스템의 하나이며 그 구성단위인
단어요소와 그 관계는 특정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개념으로 구성된 언어
정보는 인지 요소들 간의 시스템적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그 시스템적 관계는 개념 간
관계로 가시화되고 추상적 의미구조를 구체화하여 보여주게 된다(이준기·하민수, 2012). 따라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한 문서 내에서 또한 한 문장 내에서 특정 단어와 함께 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각 단어의 출현 빈도는 어떠한지 단어 사이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 문서 그 자체만 평
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자체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적 관계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장덕호 외, 2013: 713)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전통적인 내용분석, 의미망분석, 사회네트워크분석 등 유사한 다른 분석 방
법에서 빈도분석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단순성에서 진화한 것으로, 개념의 빈도분석 이후 그 개념
들 간의 관계를 밀도(density),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중심화지수(centralilzation) 도출을 통해 각 단어에
대한 지표 계산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다양한 강도로 표현해 주므로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단어가 가
지는 의미가 부각되고 단어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게 해주는 동시에 매트릭스로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그 시각적 묘사 효과가 커 주요 개념요소 간 관계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이준기·하

언어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한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 분석 193

민수, 2012). 이는 기존의 유사한 분석방법이 각각 특정 단어가 사용된 빈도만을 고려하여 의미를 찾
거나 단어와 단어사의의 연결구조만을 분석한 한계를 보완한 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용학,
2007). 또한 텍스트를 해체한 후 이를 다시 조합하여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행간의 의미를 파악
하여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주요 의미를 알아보는데 유용한 방법으로서,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을 동
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수상, 2014).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관련 문서에 나타난 핵심요소와 요
소 간 관계, 교육과정 문서로써의 필수영역 포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
하였고 분석 도구는 UCINET 6.530과 NetDraw 네트워크 지도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처리, 분석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자료 수집 및 처리
가.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계획에 따라 단위학교를 혁신학교로 지
정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혁신학교 기본계획서 11종, ‘2013년 경기도 교육과정’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의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11종, 기타 시·도 교육과정 관련 문서이다. 기존에 이
미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를 비롯하여 2014년도 하반기에 혁
신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혁신학교를 지정한 부산, 경남, 충남, 충북, 제주 교육청을 포함한
총 11개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의 기본계획 문서와 시·도 교육과정 문서를 수집하였다.

나. 주요단어(index) 선정

분석대상인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혁신학교 관련 문서에서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에서 단어를 추출하고, 정제 작업을 통해 보완하였다. 정제 작업은 보통 단어교정작업, 통제작업,
그리고 제거작업으로 구분하는데(이수상, 2014), 본 연구에서는 첫 단계로 단어교정작업을 거쳤다.
관련 문서들에서 혁신학교의 추진 배경, 목적, 비전, 세부과제 등에 기술된 문장을 코딩한 후 문장
내의 명사형 단어(명사, 명사구)만 남기고 조사와 서술어를 삭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관사(‘이’, ‘그’, ‘저’ 등)와 접미사(‘등’, ‘들’, ‘적’ 등), 그리고 접속사를 제거하였다.
그 결과 제주 교육청의 혁신학교 관련 문서에서 176개의 가장 많은 단어가 도출되었고, 다음으로 충
북 166개, 경기 159개, 전북 118개, 전남 111개, 광주 99개, 경남 87개, 부산 80개, 강원 73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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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충남 46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제 작업의 두 번째 단계로는 통제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추출된 단어가 통제된 용어가 아닐
경우 동의어, 유사어, 광의어, 협의어 등을 통제하여 적절한 단어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수상,
2014, 55). 예를 들어 ‘다양’, ‘다양성’, ‘다양화’ 등의 단어들처럼 각자가 가지는 의미의 세밀한 차이는
있지만 문맥상 유사성이 높은 단어들을 모아서 포괄성과 일반성이 큰 단어(‘다양성’)로 선택하여 환
치하였다(<표 2> 참조).
<표 2> 주요단어 도출을 위한 통제작업

유사 주요단어군
다양, 다양성, 다양화
민주, 민주성
공동체, 학습조직, 교육공동체,
자치공동체, 생활공동체
학생, 학생중심
교사, 교원
주체, 교육주체
시민, 민주시민

통제 후
다양성
민주성
공동체
학생
교원
교육주체
민주시민

유사 주요단어군
배움, 배움중심
자율, 자율성, 자발, 자발성
특색, 특성, 특성화
창의, 창의성
협력, 협동
지역사회, 지역, 지역연대,
지역상황, 지역역할,
책임, 책임교육, 책무성

통제 후
배움
자율성
특성화
창의성
협력
지역사회
책임

마지막으로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들 중에서 너무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내어 의미 있는 단어가 되
지 못하는 단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분석하는 문서의 제목 및 핵심단어로 모든
주요단어와 연관되어 지속적으로 등장하거나(예_혁신학교, 교육과정, 학교혁신), 소제목과 이하 부연
설명 등으로 제시어가 반복 사용되는 경우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의 정제작업을 수행한 후 남
은 427개의 단어들 중에서 출현빈도가 4회 이상2)인 단어 56개를 최종 분석을 위한 주요단어(index)
로 삼았다.
2. 자료 분석

최종적으로 선정된 56개 단어들 간의 ‘단어 × 단어’ 공출현(co-occurrence) 매트릭스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출현 매트릭스를 투입자료로 하여 사회 네트워크 전문 분석 프로그램
인 UCINET 6.530을 활용하여 단어들 간의 밀도(density),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
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중심화지수(centralilzation)를 도출했다. 밀도는 한 네트워크에
2) 언어 텍스트로부터 추출된 단어들 중에서 키워드(주요단어)를 선정할 때, 해당 텍스트의 주제적 특성을 나타
내는 키워드로서의 자질(features)이 높은 단어들로서 선정하는데, 단어의 출현빈도를 기초로 판단하는 방법
을 많이 사용한다(이수상, 201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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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핵심어들인 노드(node)들 사이의 연결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네트워크가 완
벽하게 구축된 척도이며 0~1사이의 값을 가진다(손동원, 2008). 연결정도 중심성은 네트워크의 노드
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개념이
다른 인접 개념들로 쉽게 확산될 수 있어 영향력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이준기·하민수,
2012: 829). 매개 중심성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정도
를 측정한 것으로 높을수록 전체 네트워크 사이의 정보 흐름과 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
며, 중심화지수는 전체 연결망의 형태가 어느 정도 중앙에 집중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방사
선 형태의 연결망이 중심화가 가장 높은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지도화 프로그램인 NetDraw를 이용하여 주요단어의 공출현 매트릭스를 시
각화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네트워크 내의 동심원은 노드(node)를 나타내고, 선
(link)은 어휘가 동시에 출현한 빈도를 나타낸다(이준기·하민수, 2012).

Ⅳ. 연구 결과
1. 주요단어 빈도분석

분석 대상인 총 11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들에 나타난 주요단어들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 및 [그림 1]과 같다.
<표 3> 주요단어 출현빈도 결과

순위
1
2
3
4
5
6
6
8
9
9
11
11
13
14
15

단어

협력
참여
자율성
배움
지역사회
창의성
성장
소통
특성화
민주성
학교문화
책임
학생
다양성
학부모

빈도 순위
64 20
49 20
44 20
38 23
34 23
29 23
29 26
28 27
27 27
27 29
25 29
25 29
23 32
22 33
20 33

단어

학습공동체
학교
전문성
행복
지원
공동체
교육
혁신
학교운영
존중
배려
공공성
공유
집단지성
문화

빈도 순위
18 38
18 38
18 38
17 42
17 42
17 42
15 42
14 46
14 47
13 47
13 47
13 47
11 47
10 47
10 53

단어

수업혁신
미래사회
개방
핵심역량
학교비전
실현
교육주체
수업
자치
운영
안전
실천
신뢰
돌봄
활성화

빈도
8
8
8
7
7
7
7
6
5
5
5
5
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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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5
15
18
18

단어

학교공동체
교원
학교구성원
교육활동

빈도 순위
20 33
20 36
19 36
19 38

단어

리더십
민주시민
공감
의사결정

빈도 순위
단어
10 53 성찰
9 53 대화
9 53 강화
8
총 단어수/빈도수

빈도
4
4
4
56/920

[그림 9] 주요단어 빈도분석 결과 - 그래프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협력’이었으며, 다음으로 ‘참여’, ‘자율성’, ‘배
움’, ‘지역사회’, ‘성장’, ‘소통’, ‘특성화’, ‘민주성’의 순서로 언급되었다. 출현 빈도의 상위 10개 주요
단어들은 모두 각 시·도교육청에서 표방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기본 가치 및 목표를 설명하는 단어들
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협력’이 언급된 횟수는 타 단어들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혁신학교 및 교육과정의 실천 주체들에 관한 단어들을 살펴
보면, ‘지역사회’의 빈도수(34회)가 학생(23회), 학부모(20회), 교원(20회), 학교구성원(19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단어로는 ‘자율성’, ‘민주성’, ‘다양성’ 등 혁
신학교의 기본 가치뿐만 아니라 ‘책임’, ‘의사결정’, ‘집단지성’ 등의 단어들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학
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단위학교의 자율 및 책무성을 강조하는 혁신학교의 특
징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안전’, ‘돌봄’, ‘행복’ 등 최근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중요 모토로
강조되는 단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수로 언급되었다.
2. 주요단어(index)의 언어
가. 주요단어(index)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거시적 분석 결과

11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
음의 [그림 2]와 같다. 분석된 네트워크의 계량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면, 전체 56개 단어 간 링크(연

언어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한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 분석 197

결선, link) 250개, 밀도(density) 0.081, 중심화지수(centralization) 35.8%로 나타났다. 밀도는 아무
런 연결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0, 모든 점들이 서로 연결된 상태는 1의 값을 가지는데, [그림
2]와 같이 네트워크는 전체적인 노드가 긴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연결된 링크는 상대
적으로 적으며 ‘자율성’, ‘민주성’, ‘소통’ 등 특정 노드에 쏠려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화 지수 또한 네트워크 내의 단어들이 서로 흩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문서가 소수의 단어에 의존하여 혁신학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언급되는 단어들 간의 유기적
인 연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결 중심성이 크면 네트워크의 교점에 해당하는 노드(node)가 크게 나타나는데, 민주성, 자율성,
소통, 창의성, 참여 등의 노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노드는 상대적으
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데, [그림 2]에 따르면 자율성과 소통, 협력, 참여, 존중, 학교문화, 학교구
성원 등의 노드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 내에서 동시
에 출현하는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주요단어(index) 네트워크 지도
나. 주요단어(index) 네트워크의 미시적 분석 결과

네트워크의 거시적(macro) 수준의 분석으로 밀도와 중심화 지수 등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노
드 수준의 미시적(micro) 분석으로 각 노드들의 영향력 크기를 알아볼 수 있는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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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단어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결과

단어

협력
참여
자율성
배움
지역사회
창의성
성장
소통
특성화
민주성
학교문화
책임
학생
다양성
학부모
학교공동체
교원
학교구성원
교육활동
학습공동체
학교
전문성
행복
지원
공동체
교육
혁신
학교운영

빈도
64
49
44
38
34
29
29
28
27
27
25
25
23
22
20
20
20
19
19
18
18
18
17
17
17
15
14
14

연결
중심성

10.5
15.5
20.0
9.5
5.5
8.5
2.0
16.5
2.5
20.5
7.0
3.0
6.5
1.5
10.0
3.5
5.0
8.5
6.5
5.5
4.0
11.0
4.5
0.5
3.5
3.5
1.5
3.0

매개
중심성

2.279
4.831
20.004
10.781
0.139
14.998
0.301
13.953
1.228
26.619
6.365
0.733
1.104
0.474
1.916
0.564
1.891
3.272
4.741
0.0
0.640
6.195
3.374
0.0
0.177
5.360
0.044
1.214

단어

존중
배려
공공성
공유
집단지성
문화
리더십
민주시민
공감
의사결정
수업혁신
미래사회
개방
핵심역량
학교비전
실현
교육주체
수업
자치
운영
안전
실천
신뢰
돌봄
활성화
성찰
대화
강화

빈도
13
13
13
11
10
10
10
9
9
8
8
8
8
7
7
7
7
6
5
5
5
5
5
5
4
4
4
4

연결
중심성

6.5
3.5
4.5
1.0
4.0
2.0
0.5
0.5
0.5
2.5
1.5
2.5
0.5
1.0
1.5
0.5
1.0
2.0
1.5
1.5
4.5
2.0
1.5
0.5
1.0
0.5
1.0
0.5

매개
중심성

3.092
1.582
0.530
0.0
5.904
0.0
0.0
0.0
0.0
0.0
0.209
1.322
0.0
0.0
0.0
0.0
0.140
0.283
0.0
0.232
3.872
0.898
0.0
0.0
0.0
0.0
0.053
0.0

‘민주성’과 ‘자율성’의 연결중심성은 각각 20.5와 20.0으로 총 56개 단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 지수를 나타내고 있어 네트워크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단어의
매개중심성은 각각 26.619와 20.004로 다른 단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매개중심
성이 높다는 것은 인접 개념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할 때 민주성과 자율성이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 인접 개념인 협력과 소통, 참여, 존중 등의 가치
와 상호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요단어로 소통(16.5), 참여
(15.5), 전문성(11.0), 협력(10.5) 등이 있었다. 이는 단어들의 빈도분석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
고 있는데, 빈도수가 높았던 배움, 지역사회, 창의성, 성장, 특성화 등의 단어들은 연결중심성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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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로 나타나 네트워크 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유사하게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협력(64회)의 연결중심성은 전체 주요단어들 중 6번째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았던 민주
성과 자율성, 전문성 등의 단어들보다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련 문서에서 자주 언급
되었던 단어들이 반드시 주요 개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움, 돌봄, 책임교육 등 혁신학교
교육과정 관련 연구(배은주, 2014)에서 주요 요소로 언급했던 단어들은 실제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나 지역특색의 반영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특징으로 언급했던 단어들(‘지역사회’, ‘특색’, ‘특
성화’, ‘반영’ 등)은 문서상의 빈도수가 적거나 연결중심성이 낮아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
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56개의 주요단어는 네트워크 내에서 4개 유형의 하위 네트워크(클러스터
A-D)를 형성하고 있었는데([그림 3] 참조), 클러스터 A는 ‘자율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협력’, ‘소
통’, ‘참여’, ‘존중’의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가치와 ‘학교구성원’, ‘학교문화’, ‘지역사회’, ‘학교’ 등
교육과정 운영 주체에 관한 주요단어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전체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핵심적인 단어들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 클러스터 B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교원’, ‘학습공동체’,
‘책임’, ‘집단지성’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 및
학습공동체를 구축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클러스터 C는 ‘창의성’, ‘학생’, ‘특성화’, ‘배움’, ‘성장’, ‘공공
성’ 등 교육과정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주요단어들이 연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D는 ‘민주
성’을 중심으로 ‘자치’, ‘학교운영’, ‘혁신’ 등 단위학교 운영에 관련된 주요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 주요단어(index) 네트워크의 인지적 클러스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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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고 네트워크 분석(Ego Network Analysis) 결과
에고 네트워크 분석(Ego network analysis)은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노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특정 단어와 관련된 국지적인 구조에 내재된 이웃
(neighborhood) 노드 간의 특성을 기술하고 파악하는데 용이하다(이수상, 2013). 이때 이웃은 에고
를 포함하여 에고와 연결된 타자노드들 모두의 집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높으며 혁신학교의 핵심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주요단어인 ‘민주성’과 ‘자율성’, ‘전문성’, ‘창
의성’의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그림 4, 5, 6, 7] 참조).
먼저 민주성은 자율성과 소통, 협력, 존중, 참여 등의 가치에 의해 설명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자치, 리더십, 의사결정, 개방 등의 주요 운영원리를 구성하는 단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네트워
크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자율성은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들뿐만 아니라 운영 원
리를 설명하는 다양한 단어들과 이웃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을 설명하는 교원, 학생, 학부모
와 학교공동체, 학교문화 등 학교의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들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4] 민주성 에고 네트워크

[그림 5] 자율성 에고 네트워크

다음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에 관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의성은 미래사회와 핵심역
량, 배움, 특성화 등의 주요단어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학생의 성장과 교육활동, 민주시민으로서의 존
중과 배려 등의 가치를 설명하는 단어로 나타났다. 전문성은 교원과 학습공동체, 수업혁신, 책임 등
의 단어들과 연계되며, 협력, 소통, 자율성, 학생, 행복 등의 단어들을 설명한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습공동체 구축 및 수업의 혁신을 이루고,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행복과 학교 구성원
의 협력 및 소통에 영향을 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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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창의성 에고 네트워크
3. 시·도교육청 혁신학교 문서에

[그림 7] 전문성 에고 네트워크

나타난 교육과정 필수요소 분석

11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기본계획과 교육과정 문서가 혁신학교 교육과정 지침으로써의 필수
요소를 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본계획에 혁신학교 교육과정 관련 내용, 즉 교육과정 기본방향, 교육과정 편성·운영체제, 교육과
정 지원체제 관련 내용을 명시한 곳은 경기, 강원교육청 두 곳으로 경기교육청의 경우 교육과정의
개념과 성격에서부터 혁신학교교육과정을 축으로 재설정한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배당, 교육내용, 교
육방법, 평가와 운영지원 영역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지침의 전 필수요소별로 내용을 꼼꼼히 담고
있는 반면, 강원교육청의 경우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속에서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 지침의 필수요소 중에서는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방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 9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기본계획에는 교육과정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진술에 혁신
해야 하는 대상 키워드로 ‘혁신학교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여타 세부 내용
은 없어 혁신학교의 중요한 요소인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지침 제시보다는 학교를 선정하고 예산
을 나누는 정책사업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각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비롯한 기타 교육과정 관련 문서가 혁신학교 교육과정 지침
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경기, 충북, 강원 교육청 세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과정 지침의 세 영역에 걸쳐 철저히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인 교육과정 기본방향 영역에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특징과 이념을 ‘창의지
성교육 및 역량’으로 규정하고 창의지성역량을 중심으로 역량 개발의 주안점으로 교육목표를 담고
있고(경기도교육청, 2013: 11), 두 번째 영역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체제에 교육과정 편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초, 중, 고 학교급을 연계하여 ʻ창의지성 교육과정ʼ으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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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학년과 3학년을 ʻ창의형 진로·진학과정ʼ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각 교과
운영 부분에서는 교과별 핵심역량을 창의지성역량화하여 제시하며 개별 교과와 타 교과와의 관련성
을 제시하여 연계·통합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또한 네 가지 교육과정 텍스트라는
표현으로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에 ʻ세계의 명저(The Great Books)ʼ와 같은 인류의 지적
전통, 문화적 영역, 지적 영역, 사회적 실천 등으로 개요로 설명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3: 13).
충북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지침(충청북도교육청, 2014)의 교육과정 방향과 기저 부분에만 혁신
학교의 이념과 방향성을 내세우고 있고 다른 영역에 대한 지침은 제대로 없으며 강원교육청의 경우
기본계획에 교육내용으로 간단하게 제시하고 교육과정 지침에도 교육중점으로 ‘창의지성’과 ‘공감지
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표방한 것 외에는(강원도교육청, 2015: 5-6) 타 지침 영역의 내용은 부재
하다. 오히려 ‘말랑말랑 학교혁신 레시피’가 추가로 발간되어 각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혁신학교
정책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데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강원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이
념과 교육실천적 내용을 각 단위학교에서 혁신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시 긴밀하게 맞물리도록 전국의
시·도 단위 및 학교단위의 혁신학교 관련 문서 분석을 통해 추출된 내용과 사례와 함께 제시한 점이
특이하다.
그 밖에 서울,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전남, 충남, 경남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 문서는 혁신학교
관련 교육과정 요소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전라남도는 교육계획서(초안)를 통해 미래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무지개학교를 통한 혁신학교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전라남도교육청, 2015). 이를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시·도교육청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교육과정 필수요소 포함 여부

교육과정 지침의
구성요소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부산 경남 충남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교육과정 교육철학및 O O X X X X X X X O X O X X X X X X
기본방향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배당 O O X X X X X X X X X O X X X X X X
교육과정 교육
O O X X X X X X X X O O X X X X X X
편성및 내용
운영 수업및 O O X X X X X X X X O O X X X X X X
체제 교수학습방법
평가및 O O X X X X X X X X O O X X X X X X
질관리
교육과정 물적· 구조적 O O X X X X X X X X X O X X X X X X
지원체제 · 인적지원
1. 시·도교육청혁신학교기본문서; 2. 시·도교육청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및추가혁신학교교육과정참고자료
경기

서울

충북

1
X
X
X
X
X
X

2
O
X
X
X
X
X

제주

1
X
X
X
X
X
X

2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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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1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기본계획서와 각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지침 문서를 분석
하여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단어들과 단어들 간의 의미관계를 밝히고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가 교육과정 지침의 주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
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단어(index)들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
에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협력’이었으며, 다음으로 ‘참여’, ‘자율성’, ‘배움’, ‘지역사회’, ‘성장’, ‘소
통’, ‘특성화’, ‘민주성’의 순서로 언급되었다. 이들 단어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본 가치를
표방하는 단어들이며, 특히 ‘협력’이 다수 언급되었다는 점은 교육과정 운영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학교구성원 및 지역사회 간의 소통 등 혁신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빈도분석 결과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학교구
성원(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에 대한 빈도수가 높다는 점으로 보통 교육의 삼주체로 불리는 학
생, 학부모, 교원이 학교공동체, 학습공동체, 학습조직, 자치공동체 등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달성하
는 데 기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역사회의 역할과 지역적 특성에 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지역사회, 지역, 지역연대, 지역상황, 지역역할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
었고, 전북, 강원, 전남, 제주 교육청 문서에서는 ‘지역성’이라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원리를 상
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학교 혁신에 관한 많은 시도들이 외부로부터 거시적인 정책을 통해 하향식
(top-down)으로 부여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혁신학교의 중요한 동인으
로 교원 및 학교 내부구성원이 주목되는 점과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Fullan & Hargreaves,
2006; 김정현, 2011; 김혜진, 2014: 2-3 재인용; 송준수·신재영, 2003; 유경훈, 2012). 교육변화가 성
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안에서부터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며(Tyak & Cuban, 1995), 교육주체의 소
통과 단위학교 자율성의 확보를 통한 학교혁신을 이룰 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김용, 2012; 이일
용, 2005; Gitlin & Margonis, 1995).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에서 나타난 교육주체들에 대한 높은
빈도수는 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혁신학교의 지향점을 달성하
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혁신의 논의가 단위학교 차원의 혁신을 넘어서서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지역사회와 학
부모, 교육청 혹은 나아가 국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때 학교혁신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주
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바울·황영동, 2011; Datnow, 2005). 현재 혁신학교의 논의는 단위학교
차원의 혁신 혹은 교육청 차원의 혁신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혁신학교 교육과정 관련 문서에서 언급
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사회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다. 특히 모든 학교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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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에서 설정된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위학교
내의 구성원들에게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역할을 지나치게 부과한다면 상호고립된 상황을 초래
하여 학교혁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즉 학교혁신은 지역이나 단위학교라는 아래
로부터(local)의 변화만으로 이루기 어려우며, 혁신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에 기
반한 현장 착근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
공교육의 취약점으로 지목된 지역성에 주목하여(김성천, 2011, 유경훈, 2012 재인용) 지역사회의 특
성과 연계된 교육과정 구축(배은주, 2014), 지역과 단위학교의 협력관계 모색이 과제로 남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단어(index)의 언어 네트워크를 거시적·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
반적으로 단어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흩어져 있으며 연결중심성이 높은 ‘민주성’, ‘자율성’, ‘소통’, ‘참
여’, ‘전문성’, ‘협력’ 등 몇몇 단어들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
성이 모두 높은 ‘민주성’과 ‘자율성’은 혁신학교의 기본 가치(‘협력’, ‘소통’, ‘참여’)와 운영주체(‘학교구
성원’, ‘교원’, ‘학생’, ‘지역사회’), 교육과정의 운영원리(‘창의성’, ‘다양성’, ‘특성화’)와 상호 연계되어
있는 핵심 주제어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 클
러스터 A는 전체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민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혁신학교의 기본 가치
및 교육과정 운영 주체와 관련된 단어들을 모두 포함한다. 즉 혁신학교 교육과정 관련 문서들의 분
석을 통해 드러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혁신학교의 실제적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혁신학교의 개념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정의했던 이론적 논의들에 주
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혁신학교를 ‘단위학교에 한정된 교육변화’(서용희·
주철안, 2007:191),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김흥주 외,
2005:15),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학급운영, 교직 문화, 학교경영, 조직체계 등에 일으킨 창조적
인 변화’(김성천, 2009: 61) 등으로 정의하였으나, 변화의 방향성이나 구체성, 변화의 주체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네트워크의
특징과 주제어들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변화는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
고 핵심적인 주체로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를 모두 포함하며 주체들 간의 관계는 협력과
소통, 참여의 가치로 정의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학교의 개념에 구체적이고 실제
적인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혁신학교 개념에 대한 논의에 실제적인 방향성
을 제시하고, 나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정의한 혁신학교의 개념을 각 단위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
한 지침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원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문서들은 여전히 구체적인 정보나 지침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고 문서들
이 설명하는 원리나 목표들이 이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로 인해 단위학교의 부담이 더욱 커지
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과정 지침으로서의 필수요소를 포함하는지를 분석한 두 번
째 연구문제의 결과와도 연동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혁신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11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관련 문서들이 각 단위학교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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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의 필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비교해 본 결
과, 혁신학교 기본계획과 해당 시도의 교육과정 지침 각각에는 혁신학교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나 그
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임이 분석되었다. 최근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의 중요성에 비하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재한 상황은 각 단위학교가 그 지역의
특성과 단위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학교교육계획서를 개발·운영해야 하는 과제를 홀로 떠안아야 한다
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는 우리나라 학교개혁 관련 교육과정이 표방하고 있는 것은 “다양화”였으나
실제 교육과정 문서들이 이미 너무 “친절하게”(송준수·신재영, 2003: 321) 수립되어 각 학교에 하달
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의 출발이 되어야 할 시도교육청의 교
육과정 기본틀과 필수요소별 지침이 미비하다는 결과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도교육청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교육과정 운영 과정의 패러독스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혁신학교가 기존의 학교와
구별되는 시도 중 가장 핵심은 단위학교 중심의 교사와 학습자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다
(서근원, 2014). 최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와 각 단위학교의 자율권 부여 추세를 고려하더라
도 재구성이라는 것에는 이미 구성된 방향과 틀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혁신학교 정책이 시·
도교육청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 단위의 제대로 된 안내와 지원 없이 단위학교가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각 학교에게 소모적인 과제로 남는다면 이는 진정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아니다.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표준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혁신학교가 확대
되고 관심이 커감에 따라 각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토대, 즉 각 학
교에서 혁신학교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려면 어떤 기본방향, 편성·운영체제, 지원체제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추진하는 각 영역별로 어떤 지침과 필수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에 관한 각 시·도 지침이 필요
하다는 현 시의성에 주목해야 하며 시·도 교육과정 지침의 필수 요소가 담기는 그 문서의 전문성과
치밀성이 요원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혁신학교 및 교육과정에 관한 국가차원의 문서의 부재로 인하여 시·도교육
청 단위의 기본계획문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의 수준이 지역수준에 머문다는 한계를 가지는
점을 밝히며 우리나라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지역수준을 포함하여 국가수준과의 연계성을 추
구하는 연구와 동시에 각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미시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문서상의 특징이 실제 혁신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변화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함을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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