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ぞ. 서론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여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

* 이 글은 필자가 참여한 성경희 외(2003a, 2003b, 2003c)의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재해석한 것임을 밝힌다.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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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운영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게 하였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성․운
영에서의 자율․재량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여 행사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제6차 교육과정 이전까지
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는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이 형식적․선언적 기
능만 수행하고, 교사들은 교육부가 편찬하거나 검정한 교과서에 학습자를 맞추는 식
의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
정 중심’ 학교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략이다. 이는 또한 중앙 집권적 체제
아래에서는 학교가 전체성, 보편성을 지닌 전국 공통의 지식, 기능, 가치를 강조하여
학생, 학교, 지역의 특수성을 경시하기 쉽고, 따라서 교육과정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 곧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교육
부, 1999).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의 역할 분담 혹은 지방 분권화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 학교, 학생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
정을 개발․제정하는 권한을 지니고 실지로 그 일을 담당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교육
과정 지역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기는 어렵다.1) 오히려 이는 교육과정 보급 과
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요(김용찬, 2000; 최호성, 1996),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정 개발권을 발휘하여 만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시․도
및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지역 사회의 실정이나 학교의 여건에 맞게 재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소극적 의미에서의 교육과정 지역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곽병선, 김재복, 1989; 김용찬, 2000; 김재복, 1991; 박채형, 2003).2)3)
교육과정의 분권화를 위한 역할 분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해, 공통적,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국가 교육과정,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도
교육청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시․도의 지침을 기초로 작성한 지역
교육청의 실천 중심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구체적으
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며, 이 때,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
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다(교육부, 1998: 18).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내용 중 가장 주된 내용은 교과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
다. 학교 수준에서 교사들이 교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학생이 궁극적으
로 성취하여야 할 교과별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
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 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지역 교육청의 장학 자료가 학교와 학생, 지역의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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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교과 내용
을 수정․보완 혹은 재구성할 수 있다(최호성, 1996; 황규호, 1995).4) 다르게 표현하면,
지역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교육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지역의

‘소재’들을 포함하도록 재편성하면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더욱 상세화하기도 하고, 경
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첨삭하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황규호, 1995: 31-34).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역의 소재를 활용하는 것, 즉 ‘소재’로
서의 교육 내용 지역화는 현재와 같은 분권화 체제가 허용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교
육과정 지역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개발한 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세
계적, 국가적 보편성을 고려한 방식이기도 하다. 즉,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을 따를
때,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몇몇 교과의 내용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황규호, 1995). 그밖에 한국에 특수한 (예, 국어) 교과 내용은 국가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내
용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핵심적 개념과 아이디어들로 구성되거나 국가적인 보
편성을 지니는 사실이나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
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재편성한다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세계적 혹은 국가
적 보편성을 지니는 주제나 개념이나 아이디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지역적 학습
소재를 활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다르게 표현하여 국가 교육과정을 구현한 교과용 도
서에 나타난 내용을 수정․보완하거나 지역에서 별도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 국가적 보편성을 지니는 내용의 학습을 위하여 지역의 어떤 것
에 관한 것을 활용하는 방식을 ‘소재의 지역화'(by the region) 혹은 ‘방법의 지역화’라
고 한다(남상준 2003; 박현욱, 2003; 유승광, 2003). 다른 한편으로, 국가적 보편성을
지니는 교과를 지도할 때 학교가 소재한 지역(예, 인천 혹은 진주)의 여러 현상과 사
실을 학습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때 국가적 보편성을 지니는 내용의 학습을
위하여 지역의 소재를 활용하는 틀을 벗어나 특정 지역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
룬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서의 지역화(about the region)가 이루어지
며, 이를 ‘내용의 지역화’라고 한다(남상준 2003; 박현욱, 2003; 유승광, 2003). 예를 들
어 사회과의 경우, 어느 한 지역에 분포하는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현상과 사실 자
체에 대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다. 이 때 내용의 지역화는 고장(지역)을 사랑하는 마
음, 고장(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고장(지역)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가
치․태도의 함양과 관련된 목표(for the region)의 추구를 위한 것이다. 이 유형의 사회
과 교육과정 지역화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예로 4학년 1학기의 ｢사회과 탐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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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남상준, 2003).

5)

그밖에도 국어, 도덕,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교과에서도

각 지역의 국어적, 문학적, 도덕적, 예․체능적 현상, 사실, 기능 자체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6)
세계적, 국가적 보편성을 지니는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역의 소재를 활
용하는 것과 같은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이미 초기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추구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과의 경우, 초기부터 지역화를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의 중
요한 원리로 삼아왔으며, 제5차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지역 단원’을 설정하였다.
제6차와 제7차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해 고장(시․군․구) 수준(3학년), 지방(시․도) 수
준(4학년)의 지역 교과서를 활용하게 하였다(남상준, 2003). 이제는 교육과정 의사결정
의 분권화 체제가 도입되어 단위 학교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 교육과정
을 편성하고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모든 교과(특별활동과 재량활동 포함)
에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사들이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는 일을 포함하여 7차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제시한 여러 가지 변화의 요소들은
학교 교육의 전면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것들로서, 교과서 중심의 학교 운영에 익숙한
국내의 학교 현장에서 볼 때 대단히 실현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러한 시도가 현
장에 원만하게 정착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시도의 계획 단계, 즉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의 이행은 현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
다는 교육부에 의해 중앙에서 결정되고 추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련된 자율권은 타율적으로 주어져, 학교 현장에서는 자신
들이 발휘하여야 할 자율성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황규호, 1995: 27). 또
한,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권의 행사와 함께 발휘되어야 할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 수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에서의 지원 체제가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아 교사들의 교육과정 중심의 학
교 운영을 위한 노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과 적합성이 어느 정도 달
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는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이고, 그
중의 일부가 교과 내용의 지역화이다. 과연 현장의 교사들은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
하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라는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과 내
용의 지역화라는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숙지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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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교과별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사들
의 교과 내용 지역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방향은 무엇인가?
이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이래,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학교 수준에
서 실현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민공통기본 교과 내용 지역화
실태를 심도 있게 분석, 파악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과 내용 지역화를 활성화하는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교과 내용의 지역화 실태는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업 시간에 다루는 교과 내용에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한 실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민공통기본 교과 내용 지역화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과 내용 지역화를 활성화하는 방안 및 방향은 무엇인
가?

た. 이론적 배경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관점, 즉 충실도(fidelity), 상호 조정

(mutual adaptation), 생성(enactment)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Snyder, Bolin &
Zumwalt, 1992; Marsh & Willis, 2003). 초등학교 국민공통기본 교과 내용의 지역화 실
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상호조정’의 관점을 수용하였다. 즉 초등 교사
들이 교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과
정,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실천 중심 장학 자료를 어떻게
재구조화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어떻게 재조직하고
변용하여 교실 수업에서 실천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상호조정의 관점을 적용하였
다.
이 연구에서 지역화는 교사들이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과의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를 계획하고 운영하는지에
관련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는 교사들이,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서 지
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정한 ‘교육 중점’을 구현하거나 ‘재구성(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문화 유산 등을 고려하여 교과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
정하는지, 지역 문화 탐방, 현장 조사 학습 등 지역적 소재를 활용하는 교과 활동을
전개하는지, 지역화 관련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를 하는지에 관련된다. 이 논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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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교과 ‘내용’의 지역화에 초점을 둔다.

7)

또한, 교과 내용의 지역화에는 서론에

서 언급한 ‘소재의 지역화’(by the region)와 ‘내용의 지역화’(about the region)가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과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재구성’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작적
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재구성이란 교사들이 교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와 성취 능력, 학교의 인적․물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에 변형을 가하는지,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교육과
정 문서에 제시된 것들을 재량껏 재구조화하는지, 혹은 단원별로 수준, 지도 순서, 시
간, 방법, 자료 등의 측면에서 재구조화하는지에 관련되는 것이다(김평국, 2005).8)
이러한 교과 내용의 지역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은 교과별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주로 특정 교과 내용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는지, 국가적인 보
편성을 지니는지 여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러 국가의 교육과정 문서
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데,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내용은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하는 것이며, 국가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내용은 국
어과와 같이 외국의 교육과정에는 나타나지 않고 한국의 교육과정에만 나타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9)10) 이 기준을 따를 때, 수학(예, 사칙연산, 비율, 확률 등)이나 과학

(에너지, 중력, 보일의 법칙 등) 교과의 내용은 대체로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개념
이나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황규호, 1995).11) 실과, 체육
과, 음악과, 미술과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내용과 국가적 보편성을 지니는 내용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컴퓨터의
구조 이해, 개인 운동(예, 수영), 악기 연주 활동, 미술품 감상 등과, 국가적 보편성을
지니는 우리나라의 가족 이해, 단체 운동(예, 씨름), 전통 음악 듣기, 우리나라 미술의
특성 이해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는 일
반적으로 말하여 주로 국가적 보편성을 지니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 덕목 등을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2) 영어과의 내용은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에 나타
나고 있으나, 수학이나 과학 교과의 내용과 같이 세계적 보편성을 지니는 핵심적 개
념이나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고, 한국이라는 국가적 보
편성을 지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는 영어가 외국어로서의 성
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영어과의 지역화를 위해 지역 영어나 지
역 영문학을 다룰 수 있으나, 한국에서의 영어과는 영어라는 언어의 말하기, 듣기,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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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쓰기의 4 기능 습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영어라는 언어적 기능의 학습을
위해 국내의 어느 지역에 관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기능에 초
점을 두는 영어과는 수학이나 과학과는 다소 다른 의미에서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국민공통기본 교과를 지역화와 관련지어 세 부류로 구분하였을 때,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수학과, 과학과, 그리고 영어과의 내용은 대부분 세계적인 보편성을 띠거나 외
국어로서의 언어적 기능 습득에 관련되므로, 내용의 지역화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세계적 보편성을 지니는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학습이나 외국어의 학
습을 위하여 극히 제한적인 의미에서 지역성을 지니는 소재를 활용하는 소재의 지역
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실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의
내용 중에는 국가적인 보편성을 띠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첫 번째 교과군보다 더
많은 지역적 소재를 수집,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를 포
함하는 세 번째 교과군은 두 번째 교과군에 비해 국가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의 학습을 위하여 지역성을 띠는 소재를 상당히
많이 수집하여 이를 교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관련된 연구는 사회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4-2004년 사이에 출판된 초등학교 교과별 지역화 관련 학술지 논문(총 48편)
중 약 77%(37편)가 사회과에 관련된 것이다.13) 초등학교 지역화 관련 박사학위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며, 1990-2006년 사이의 석사학위논문(총 129편) 중 약 83%(107편)가 사
회과에 관련된 것이다. 사회과 관련 학술지 논문 중 절반 가까이(약 49%, 18편)가 지
역화의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사회과 관련 석사학위논문의
약 62%(66편)가 교실 수준에서의 지역화에 관련된 수업 운영에 초점을 두었다.
석사학위논문들은 사회과에서 지역적 소재를 활용하는, 즉 사회과 내용 지역화 사
례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고장(시․군․구) 단위 지역화와 관련하
여 연천군(최덕기, 1998), 강동․송파구(권경숙, 1995), 서산시(한인희, 2000), 경주시(강
동우, 1997), 하동군(문해수, 2006), 부안군(박두현, 2005)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
다. 지방(시․도) 단위 지역화와 관련하여서는 경기도(최병열, 2003), 대전시(정용하,

1992), 경상북도(김광식, 2004), 전라남도(박상일, 2004), 제주도(김대운, 2004) 등에 관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사회과를 제외하고는 지역화 관련 연구가 드물어, 학술지 논문의 경우, 국어 2편,
도덕 1편, 과학 1편, 실과 2편, 음악 5편에 그쳤으며,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국어 3편,
실과 5편, 음악 6편, 미술 6편에 불과하다. 수학과, 과학과, 영어과의 첫 번째 교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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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역화 관련 연구가 부진한 것은 교과 내용이 세계적 보편성을 띠거나 외국어라
는 성격을 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로 구성된 두 번
째 교과군에서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진하나 최근에 그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세 번째 교과군에서는 국어과의 지역화 관련 연구가 최근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국어과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안양 설화를 활용한 문학 교육을 다룬 연구(이정희,

2002), 미술과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강화군 향토문화재와 미술품 지도(임동진, 1991),
원주 한지 문화제와 연계하여 한지를 활용한 미술 지도(김미경, 2003), 국립대구박물관
을 활용한 미술 지도(이은진, 2005)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음악과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철원 토성 농악 지도(조귀남, 2003), 김포 통진 두레 농요 지도(이좌형,

2002), 파주 금산리 풍물놀이 지도(이연호, 2003), 통영 지역 향토 민요 지도(강연정,
2004)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위의 석사학위논문들은 개별 학교나 개별 교사의 사례들을 주로 다루었다. 따라서
국민공통기본 10개 교과 모두의 내용 지역화 실태를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조사
하여 그 전반적인 추세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과 내용 지역화의 실태를 파악
하면서, 어떤 교과의 어떤 단원에서 어떤 이유로 지역화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
며, 어떤 이유로 지역화를 실행하기 어려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교과 내용 지역화
실태 파악은 먼저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할 것이다. 이런 장애 요인들을 파악하게 되면 이런 요인들을 해
소하여 교과 내용 지역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 및 방
향과 운영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및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민공통기본 교과 내용 지역화의 실태 분
석과 그 활성화 방안 및 방향의 도출을 위한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c䖐G XeG 㸼☥G Ẅ㇠㢌G ẄḰG ⇨㟝G 㫴㜡䞈G ⺸㉑G 䏴
대상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 내용 지역화 실태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별 내용 영역과 수업 내용의 지역화 실태
교과 내용 지역화를
활성화하는 방안 및
방향

․교사 및 학교장에 관련된 내용 지역화 활성화 방안 및 방향
․교육청 및 교육부에 관련된 내용 지역화 활성화 방안 및 방향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내용 지역화 활성화 방안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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だ.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교과 내용 지역화 실태 분석을 위한 지역의 단위는 지방(시․도)이며,
이는 고장(시․군․구)을 포함한다. 즉 교과별 수업 내용에 고장을 포함하는 지방 수
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과 내용 지역화는 내용의
편성 단계에서의 지역화와 운영 단계에서의 지역화로 구분하였으며, 편성 단계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운영 단계에서 교과서의 지역화를 조사하였다. 편성 단계에서의
지역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별 내용 지역화에 대한 설문을 주로
실시하였고, 운영 단계에서의 지역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주로 수업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에 의한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내용 지역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원도,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과 내용 지역화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2003년 4～5월에 실시하였다.14) 설문 대상 학교의 표집을 위해 지역(대도
시 50개교, 중․소도시 45개교, 읍면 지역 45개교)을 고려하여 140개교(3개 시․도 교
육청에 소속된 전체 초등학교의 약 10%)를 비례 유층 표집하였다. 이들 140개교의 교
사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6개 학년 각 2명씩 총 1,680부를 배부하였다. 이 설문지에

1,370명이 응답하여 82%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 조사 외에 교사의 수업 관찰과 교사 면담을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
다. 이 때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과 학교의 규모(대, 중, 소)를 고려하
여 서울시, 강원도, 경상남도 관할 초등학교 각각 9개교씩 27개교를 선정하였다. 이
학교들의 선정에는 시․도 교육청의 협조와 각 학교 교장의 방문 수용 의사가 함께
작용하였다. 수업 관찰 대상 교사의 선정은 학교 내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장과 교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각 학교에서 3～4개 교과의 수업을 관찰하였으며, 교
과별로 1～2명을 대상으로, 교사별로 1～2시간씩 관찰하였다(<표 2> 참조). 수업 관찰
은 10개 교과 총 98명의 교사(국어 15명, 도덕 8명, 사회 14명, 수학 13명, 과학 13명,
실과 6명, 체육 8명, 음악 8명, 미술 5명, 영어 8명)를 대상으로 총 108시간에 걸쳐 이
루어졌다.
수업 관찰에서 쉽게 얻기 어려운 사실적 정보나 내용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수업 관
찰 후에 수업 관찰 교사를 포함하여 동일 학년 교사들과 협의회 형태로 면담을 실시
하였다(10개 교과 총 102명). 교사 면담의 내실화를 위해 면담지를 개발하였으며, 그
내용은 각 교과 내용의 지역화 실태, 지역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 지역화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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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15)

면담 조

사에서 누락되거나 파악하기 어려웠던 내용과 쟁점 사항에 대하여서는 개별 교사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관찰 내용과 면담 내용을 수집한 후에는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Erlandson

et al., 1993; Patton, 2002), 초기 자료 검토, 범주 설정, 설정된 범주를 활용한 자료 분
류, 전반적인 해석의 단계를 거쳤다.16)

c䖐G YeG ẄḰⷸG ㍌㛹G Ḵ㵤G ㇵG 䚍Ẅ㍌O㐐ᴸ㍌P
ẄḰG ନG 㫴㜡

㫴㜡ⷸG ㍌㛹G Ḵ㵤G 䚍Ẅ㍌O㐐ᴸ㍌P

㋀᷸

㉐㟬㐐

ᵉ㠄⓸

ᷱㇵ⇜⓸

국어

2(3)

2(8)

2(4)

6(15)

도덕

2(3)

1(2)

2(3)

5(8)

사회

2(4)

3(8)

1(2)

6(14)

수학

2(3)

2(8)

2(4)

7(15)

과학

3(4)

2(8)

2(6)

7(18)

실과

1(2)

1(2)

1(2)

3(6)

체육

2(3)

1(2)

2(3)

5(8)

음악

2(3)

1(2)

2(3)

5(8)

미술

2(3)

1(2)

2(3)

5(8)

영어

2(2)

2(4)

2(2)

6(8)

전체

*20개교(30시간)

*16개교(46시간)

*18개교(32시간)

55개교(108시간)

* 수업 관찰을 위해 한 학교에 평균 3개 교과 연구진이 방문하여, 교과별 방문 학교의 산술적
합의 결과는 실제 학교수(9개교)와 다르다.

이 연구는 3학년과 4학년에서 지역 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와 타 교과를 구분하
지 않고 분석한 한계를 지닌다. 사회과의 특성상 교육과정 정책에 의해 내용의 지역
화를 타 교과보다 더 추구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지역 교과서도 개발되었고, 타 교과
보다 사회과에 관련된 선행 연구도 더 많았다. 따라서 사회과의 내용 지역화가 타 교
과에 비하여 더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교과 내용 지역화 정
도에 나타나며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보아 동일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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ち.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보여주는 교과별 내
용 지역화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한다.17) 먼저 설문지에 나타난 교사들의 반응으로서,
교과별 내용을 편성할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정도, 다음에 수업 관찰 및 면담
결과 확인된 수업 운영에서의 교과 내용 지역화 실태를 제시한다. 그리고 교과 내용
지역화를 활성화하는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한다.

1. 교과 내용 지역화의 일반적 경향
교과 내용의 편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3가지 사항을 우선 순위 대로 적어달
라고 했을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회과 41.5%를 제외하고,
국어 5.6%, 도덕, 15.0%, 수학 4.7%, 과학 6.3%, 실과 11.7%, 체육 6.6%, 음악 6.1%, 미
술 6.4%, 영어 6.4%로 대단히 낮았다(<표 3> 참조). 이에 비해 교사들은 국어(61.5%),
도덕(52.9%), 과학(42.1%), 실과(38.8%), 체육(32.6%), 음악(51.6%), 미술(52.3%) 교과의
편성에서는 ‘단원의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오
랜 기간에 걸쳐 분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온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
라서 교과 내용을 편성할 때에도 교과별로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단원의 특
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학, 영어 교과의 편성에서는 ‘학생의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들 교과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학생의 수준에 맞게 지도하려는 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과 내용을 편성할 때에는 다른 교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의 특
성’을 지적한 교사가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원 내용의 특성’을 지적한 교사
가 36.1%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과의 특성상 지역의 특성을 다룰 단원이 많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으며, 특히 3, 4학년의 경우 지역화 교과서도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어 교과
내용 편성에서 지역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과의 내용
은,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 영역으로 구분되며, 많은 교사들이 각 영역
별로 지역의 공간, 지역의 역사, 지역 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지도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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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䖐G ZeG ẄḰG ⇨㟝㢌G 䓬㉥㜄㉐G 㩅㟈䚌᷀G Ḕ⥘䚌⏈G ㇠䚡OLP
Ḕ⥘㇠䚡G ନG
ẄḰ

ạ㛨

⓸⒉

㇠䟀

㍌䚍

Ḱ䚍

㐘Ḱ

㷨㡕

㢀㙹

㍔

㜵㛨
30(3.2)

계절의 특성

37(3.0)

32(3.2)

50(4.9)

26(2.2)

181(18.2)

117(14.6)

201(20.7)

45(4.6)

71(7.3)

지역의 특성

70(5.6)

149(15.0)

420(41.5)

56(4.7)

63(6.3)

94(11.7)

64(6.6)

59(6.1)

63(6.4)

60(6.4)

단원 내용의 특성

762(61.5)

525(52.9)

365(36.1)

466(38.9)

420(42.1)

312(38.8)

316(32.6)

500(51.6)

512(52.3)

334(35.9)
445(47.8)

학생의 수준

300(24.2)

197(19.8)

121(12.0)

597(49.8)

151(15.1)

91(11.3)

154(15.9)

248(25.6)

201(20.5)

학부모의 의견

3(0.2)

21(2.1)

9(0.9)

4(0.3)

7(0.7)

6(0.7)

3(0.3)

3(0.3)

2(0.2)

5(0.5)

학교 시설 여건

25(2.0)

32(3.2)

29(2.9)

27(2.3)

143(14.3)

154(19.2)

175(18.0)

76(7.8)

49(5.0)

40(4.3)

시간표의 탄력운영

42(3.4)

35(3.5)

17(1.7)

23(1.9)

32(3.2)

30(3.7)

53(5.5)

36(3.7)

79(8.1)

16(1.7)

기타

0(0.0)

2(0.2)

0(0.0)

0(0.0)

0(0.0)

0(0.0)

4(0.4)

2(0.2)

2(0.2)

1(0.1)

전 체

1239(100)

993(100)

1011(100)

1199(100)

997(100)

804(100)

970(100)

969(100)

979(100)

931(100)

도덕과의 내용을 편성할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교사의 비율이 사회과 다음으로
높았다. 도덕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
사회 생활, 국가․민족 생활로 구분되고, 이러한 생활에서의 주요 가치들과 덕목들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1998: 117-141). 따라서 일부의 교사들은 이러한 가치들과
덕목들의 학습을 위하여 지역의 인물이나 지역의 갈등 문제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
여 편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과의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영역으로 나뉘며, 언어
영역과 문학 영역에서 지역의 언어와 지역의 문학에 관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 교과 내용을 편성할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5.6%에 그친 것은 이러한 지역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덕과 다음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은 교과는 실과이다. 실과
의 내용은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 기술,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리의 3개 영역으로 구
성되며,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원칙에 따라 지식의 유용성과 실
용성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선정하였다(교육부, 1998: 330-344; 성경희 외, 2003b). 따라
서 특히 학생 개인 생활의 필요 충족(예, 생활 기술 익히기)을 강조하는 내용과 관련하
여 학교 수준에서 교과 내용을 지역화할 여지가 많이 있어 교과 내용을 편성할 때 지역
적 특성을 고려하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육 교과 내용을 편성할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6.6%에 불과한 것은
체육 교과의 특성에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단원 내용의 특성’(32.6%)이었고, 다음이 ‘학교 시설 여건’(18.0%)과 ‘학생의 수
준’(15.9%)이었다. 이는 체육 교육과정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원별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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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 열악한 학교 시설에 맞추어 교과 내용을 편성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 다양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기능 수준의 차
이를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성경희 외, 2003c).
음악과의 내용 체계는 이해와 활동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해 영역은 리듬, 가락, 화
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으로, 활동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구분된다.
초등학교 음악과는 기초적인 음악 개념의 이해, 다양한 음악 활동의 경험, 음악에 대한
흥미와 즐겨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성경희 외, 2003c). 이런 목표를
달성해가는 가운데, 지역화에 관련된 내용, 즉 ‘민속 악기’, ‘국악곡’ 등 전통 음악 배우
기를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교과 내용을 편성할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6.1%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러한 지역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술과의 내용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술과는 다양한 미술 활
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성경희 외, 2003c). 이
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변 자연 속에서의 자연미 발견, 보고 경험한 것에서 오는 느낌이
나 생각의 표현, 우리 고장의 미술품 감상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미술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술 교과 내용을 편성할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6.4%에
불과하여 이러한 지역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학과의 내용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 그리고 규칙성과 함
수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영역들에서 다루는 개념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세계적 보편
성을 지닌다고 보아,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수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형
영역에서는 생활 주변의 모양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측정 영역에서는 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체험을 통해 양감을 기르게 하고, 확률과
통계에서는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와 그래프를 읽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문
자와 식에서는 여러 문제 해결 전략을 학습하여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게 하며, 규칙성과 함수에서는 여러 생활 장면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주변의 지역적 소재를 활용하여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게 하였다

(성경희 외, 2003b). 그러나 수학 교과 내용을 편성할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비
율이 4.7%로 모든 교과 중에서 최저에 머물렀다는 것은 지역적 소재를 활용한 편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과의 내용은 지식 영역을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영역으로 구분하고, 탐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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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과정과 탐구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수학과와 같이, 이 영역들에서 다루는 개념들
이나 아이디어들이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보아,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수업이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과는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
고 과학의 지식 체계를 이해하며 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올바른 자연관을 가지게 한다
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변의 자연 현상과 사물을 자료로
삼아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의 관찰, 조작 활동 및 경험을 토대로 과학과 학습이 이루
어지도록 하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게
할 수 있다(성경희 외, 2003b). 그러나 과학 교과 내용을 편성할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
한다는 비율이 6.3%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역적 소재를 활용한 편성이 대단히 낮은 수
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과의 내용은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 체계는 언어 기
능, 의사소통 활동, 문화로 구분된다. 영어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
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지역적 소재를 영어과 교수‧학습 자료로 삼아 의
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 편성에는 학생 변인(47.8%),
즉 학생의 언어 숙달도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지역적인 특성(6.4%)은 극히 미미한 요
인에 머문 것은 지역적 소재를 활용한 편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희 외, 2003b).

2. 교과별 내용 지역화의 실태
이 절에서는 지역적 소재를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정도에 비추어 세 번째
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두 번째 교과군(실과, 체육, 음악, 미술), 첫 번째 교과군(수
학, 과학, 영어)의 순으로 교과별로 수업 운영에서 나타난 지역화 실태를 제시한다.
가 . 국어 , 도덕 , 사회 교과의 내용 지역화

1) 국어
수업을 공개한 교사와의 면담에서 교사들이 국어과 내용을 편성할 때,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가장 우선적으로 단원 내용의 특성을 고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교과서 단원의 성격이나 목표에 적합하며 학생들이 더 흥미 있게 학습할 실제적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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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료나 문학 작품,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등을 활용하여 단원을 편성한다고 하였다.
국어 교과서의 내용은 대체로 계절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나, 글쓰기나 말하기, 듣기의
주제 설정이라든가 문학 작품의 내용 중에는 계절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있어 이를 계절이나 지역과 관련된 언어 자료 내용으로 교체하면 학습 효과가 있
어서 재구성한다고 하였다(성경희 외, 2003b: 85).
일단 학생들은 자연의 변화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말하기나
글쓰기를 할 때 막연한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도록 하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계절과 관련된 소재를 표현
하게 하면 훨씬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이 되지요. 또한 학생들은 자기 고장의 지
역적 특성이나 전해오는 이야기 등에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
들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주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아이들
의 눈빛이 달라지지요.(강원 N초교 교사)

또한, 경남의 M초등학교 교사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창조력의 신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읽고, 인물들의 삶을 비교하
여 말하기’ 단원에서 경남 지역의 문학 작품으로서의 설화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지
도한다고 하였다(성경희 외, 2003b).

2) 도덕
도덕과 내용을 지역화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시도하는 사례들을 관찰 및 면담을 통하
여 조사한 결과, 소수의 교사들은 4학년의 ‘친절과 양보’, 5학년의 ‘서로 아끼고 공경하
는 마음’ 6학년의 ‘학교와 고장의 발전과 협동’ 단원을 지도할 때 지역의 위인에 관한
자료나 지역에서 체험 가능한 활동을 수집하여 지도함을 알 수 있었다(성경희 외,

2003c: 78).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화’는 수업 목표에서보다는 수업 내용에
서 좀더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 위인이나 도덕적 모범을 탐구할 때, 우리
지역 사회의 인물 중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정해 본다든지, 지역 사회에서의 각종
체험 가능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그 방안들이다(경남 D초교 f교사, 경
남 E초교 g, h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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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편성의 사례를 많이 발견하기는 어려웠
다. 많은 교사들은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기보다 그대로 가르치면서, 부분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나 지역 사회의 특색을 고려한 내용들을 추가하여 조별 학습이나 과제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사회과 수업은 초등 교사들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과목이 되고 있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도 그 부담의 일부가 전가되고 있었다. 특
히, 3, 4학년 지역 사회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사회와 관련된 자료의 미비와 지원 부족으로 인해 교사 스스로 지역 사회와 관련된 내
용들을 새롭게 선정하여 추가로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음은 서울의 F초
등학교 m교사의 말이다(성경희 외, 2003b: 112).
저는 차시별로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단원별로
사회과 방향 자체가 조사를 많이 하는 활동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결국에는 교
수․학습을 학교에서 몇 시간을 하게 되고 숙제로 나가게 되고, 아이들 조별 학습
을 시키게 되고… 수업 시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교과는 숙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내는 숙제는 거의 사회 숙제인 것 같아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그리고 초
등학교 학생들에 적합한 지역화 관련 자료와 외부 지원 부족으로, 교사 개인의 힘만으
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지역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
라 지역화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성경희 외, 2003b).
나 . 실과 , 체육 , 음악 , 미술 교과의 내용 지역화

1) 실과
수업 현장 관찰 및 면담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용
이성과 생활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지역화 측면에서의
수업 내용 재편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관찰 대상이었던 2명의 교사(서울시)는 꽃과 채
소의 씨앗․모종 심기와 식품 재료를 써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습함에 있어서 실생활
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면서
실습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이는 서울시 교육과정 지침이 제시한 ‘노작과 실습
중심’의 지도 중점을 따르는 수업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지도 중점도
실생활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는 데, 이에 따라 B학교 c교사는 ‘꽃과 채소 가꾸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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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지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옥수수 씨를 뿌리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경
남의 C학교 f교사는 ‘재봉틀로 용품 만들기’ 단원을 지도하면서 재봉틀을 가진 가정도
드물고, 재봉틀을 이용한 바느질이 사회로 이양되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는 손바느질, 십자수, 수예 등을 지도하였다(성경희 외, 2003c).

2) 체육
수업 운영에서 체육과 내용의 지역화 측면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부 교사들의
수업에서만 나타났다. 경남의 E학교에서는 단위 학교의 지역화 내용이 체육 수업 운영
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 학교는 바다에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수영 활동, 래프팅 등의 수상 활동을 지도하고 있었다. 일명 ‘바다학교’
라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성경희 외, 2003c: 121).
우리 지역은 보통 4, 5학년 정도 되면은 그 수련장에 가서 한번쯤은 수련활동도
하고 수영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학교는 해양소년단에 있습니다.
우리 지부에 해양소년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도 합니다. 그쪽에 우리
현장학습을 의뢰하면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 입소를 하면, 지도를 해 줍니다. 우리
4학년 같은 경우도 이달 30일, 31일날 1박 2일로 바다캠프를 떠나거든요. 거북선캠
프를 해가지고 그곳에서는 래프팅도 하고, 운동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가지고 1박 2
일 동안 바다체험을 하고 오죠(경남 E초교 h교사).

3) 음악
수업에서는 지역화 관련 활동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계획했던 활동들 중 많은 부분을 생략하거나 계획된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수
업을 끝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내용 편성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비율이 설문 조사에서 적게 나온 점에 대해 협의회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편성
을 하고 싶어도 관련된 자료 수집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한 차시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의 민요를 녹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대도시에서는 이미 흔적도 찾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각 지역을 몇
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는 교사로서는 그 지역의 특색을 바로 알아 지도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교과에서 반영하는 문제는 교사 개인에게 맡
길 것이 아니라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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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성경희 외, 2003c).

4) 미술
면담에서 경남의 d교사는 지역 행사의 경우 희망하는 학생들만 사생 대회에 내보내
고 있으며, 서울의 b교사는 사생 대회에 전학년이 참가하고 2년마다 작품 발표회를 한
다고 하였다. 이렇게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랐는데, 서울의 a교사는 특별히 지역적
특성이나 학교 행사 등을 고려한 미술 활동 계획은 없으며, 있다고 하면 학교 행사로
과학 상상화 그리기 정도라고 하였다. 강원도의 c교사 역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내용
편성은 없으며, 학교 행사로 과학 상상화 그리기나 시화 그리기, 사회 민속놀이와 연계
한 장신구 만들기 정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서 i교사는 서울
의 경우 지역별 구민회관과 연계한 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색
사업에 협조 지침이 내려오면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즉,
대도시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는 없고, 지역의 요구에 의
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과용 도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학교 여
건이나 행사에 따라 활동을 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미술 수업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
니고 재량 활동 시간이나 특별 활동 시간, 학교 행사일로 따로 잡아 실시하고 있었다

(성경희 외, 2003c).

다 . 수학 , 과학 , 영어 교과의 내용 지역화

1) 수학
수업 운영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었지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학 교과의 내용을 편성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일부 교사의 경우 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다(성경희 외, 2003b: 132-133).
특별하게 지역화 측면에서 수학에 추가한 수업 내용은 없습니다. 저의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도 수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지역화 관련 내용은 거의 없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소재 선택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하
는 정도이지요. 예를 들면, 거리의 덧셈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 간 거리를 도입하
여 계산하거나, 기차 시간표 등을 이용하여 시간의 덧셈을 하는 정도입니다.(강원
D초교 g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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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수업 관찰 대상이 되고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과학과 내용을 편성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목표 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재구성할 능력이
모자라 거의 재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강원 D학교, 강원 E학교, 서울 A학교). 그
러나 일부 교사들은 설문 조사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구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
다. 즉, 과학과 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질문하였을 때 “학습 소재를 지역 실
정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생물
단원을 지도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체 실험 주제를 선정하거나 다른 내용으
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성경희 외, 2003b: 162).
지층 관찰 단원은 실제로 현장을 답사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 지역별로
다르게 수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서울 H초교)

이처럼 초등 교사들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과학과 내용 재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화를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3) 영어
영어과 수업 운영에서도, 지역적 소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거의 없
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재구성의 취지나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어 재구성 자체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거나 재구성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조사에서 주로 학생의 수준과 단원 내
용의 특성에 따라 편성한다고 하였지만,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주로 교과서와 지도서,

CD-ROM 타이틀과 녹음 자료에 따라 수업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교사들은 영어 교과의 성격상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내
용을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성경희 외, 2003b).
다만, 수업 내용의 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선에서 학습 자료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 사례(사천시 곤양초교, 5학년)가 발견되었다. ‘Where is

Namdaemun?’이라는 단원을 지도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길 안내하는 표현을 듣고
이해하며 말할 수 있다’는 목표를 ‘동네 지도를 보고 길을 묻는 말을 듣고 알맞게 답
할 수 있다’로 고치고, 교사는 교과서 내용 대신 마을 지도를 학습 자료로 준비하여,
이를 짚어가면서 영어로 길을 묻고 학생들이 대답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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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길과 건물 이름을 보면서 즐겁게 응답하였다. 교사가 내용을 변형하여 지역 특성
을 반영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학습을 하도록 지
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성경희 외, 2003b).

3. 교과 내용의 지역화를 활성화하는 방안 및 방향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과 관찰 및 면담의 대상이 된 교사
들의 상당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지 않았고, 소수의 교사들만 지
역적 소재를 수업 내용으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이로써,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과별
내용 지역화 정도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과 내용 지역
화는 교과별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사회과에서의 지역화 정도가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 가장 미미하였고, 나머지 교과(국어,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에서의 지역화는 그 중간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들의
교과 내용 지역화가 저조한 것은 교사 자신에 관련된 요인들, 그리고 학교, 교육청,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원 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인
들이 교과 내용 지역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며 대신에 이 요인들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과 내용 지역화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 및 방향을 교사, 학교장,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
치단체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가 . 지역화 자료 개발 및 보급
지역화 실태와 관련된 면담에서, 교사들은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을 큰 문제로 지
적하였다. 교사들은 지역에 관한 전문 지식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화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어려우므로 시․도 및 지역 교
육청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성경희 외,

2003c).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발한 총 1,274가지 자료를 분석한 연구(최석진 외, 1999)에
의하면, 교과 중심으로 특성화된 자료는 전체의 23%(293)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들
자료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하나의 시에서는 100개 이상 개발하였지만, 10개 이
내로 개발한 시․도의 수가 10개나 되었다. 이는 시․도별로 교과별 지역화 자료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서는 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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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 지역 교과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에 더 치중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
를 더 확대하여, 지역화가 필요한 다른 교과들(국어,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등)
의 자료 개발, 보급에도 관심을 더 기울여야겠다. 또한, 이들 자료를 개발할 때, 서책
중심의 자료만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그림 자료, 음성 자료 포함), CD-ROM, ICT자료,

WBI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을 함께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 학습을 위한
교수용 웹 자료에 현장 안내(위치, 교통편, 연락처, 찾아가는 길, 이용 요금 등), 학습
활동 안내(관련 단원 및 차시, 현장 학습 각 단계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 등), 도움 자
료(학습장 안내, 사진 보기, 동영상 보기, 관련사이트 링크, 활동상의 유의점 등) 등을
제시하면 교사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동구, 2000).
나 . 교과 교육과정 지역화 연수의 강화
교과 내용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의 사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상당 기간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지식을 획득하기 어렵다. 더
구나, 전근 제도 때문에 각 지역을 몇 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는 교사로서는 그 지역
의 환경이라든지 특성 등을 알만하면 떠나므로 지역의 특색을 충분히 알아 지도하기
는 어렵다(성경희 외, 2003c). 심지어, 지역화 교과서와 자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
발, 보급된 사회과의 영역에서도 지역화 교과서 및 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수가 크게
부족하다(박경아, 2005; 신현순, 2004). 이는 7차 교육과정 적용 이래로 초등학교 연수
가 대부분 교육과정 일반에 관한 것이었으며, 일부 교과별 연수가 이루어졌으나 재구
성이나 지역화처럼 7차 교육과정이 권장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에 관련
된 연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김평국, 2004a; 성경희 외, 2003a). 따라
서 지역화를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각 교과에서 요구
하는 지역에 관한 지식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현장 체험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수업
모형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 방법(탐구 학습, 지도 이용 학습, 토의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등)과 지역화 자료의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 체육, 음악, 미술 교
과의 경우, 민속 놀이 및 민속 춤 지도, 전래 동요, 민요, 민속 악기의 지도, 고장의
미술품 감상과 그리기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 관련 전문 지식과 함께 실기 능
력 향상을 위한 연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특정 지역의 지역화 자료를 확보하고 이의 활용에 관련된 연수를 받을 뿐
만 아니라, 학생의 학년 수준에 알맞은 용어 및 어휘, 학습 문제의 구성과 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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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지명과 인명의 사용, 사실, 개념, 일반화의 구성과 제시 방법을 포함하는 기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양보현, 1999). 이런 연구를 토대로 지역화 관련 내용을 단위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 . 교과서관의 변화
교사들의 교과 내용 지역화 및 재구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전통적인 교과서
관이다. 교사들은 아직도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동일시하거나, 교육과정을 대변하는 것
으로 생각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전통적인 교과서관을
지니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실 모든 과목에 있어서 우리는 교과서나 지도
서를 거의 경전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교과서관은 학부모와 학생에
게서도 나타났으며, 교사의 교과 내용의 지역화, 그리고 자율적인 수업 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김평국, 2004a).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의 전통적인 교과서관은 오랜 세월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라
단기간에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홍보와 연수와 교육이 필
요하다. 전통적인 교과서관은 그 교육적 효과와는 별도로 오랫동안 교사들과 학부모
들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 다니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획득하고
강화받은 신념이어서 이러한 신념은 그들의 교육관의 일부를 형성할 정도로 그 뿌리
가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Cuban, 1993; Sarason, 1996; Tyack & Tobin, 1994). 따라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예비 교사 교육, 교원 연수 및 대학원 교육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및 연수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다루면서
교과 내용의 지역화 및 재구성 자체에 대한 이해와 기능의 습득을 돕고 그 효과에 대
한 확신을 심어주어, 전통적 교과서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현장 교사
들과의 대학원 수업에서 필자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벗어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을 할 수 있음을 알아도 그 결과에 대하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발견
하였다. 따라서 이런 연수 및 교육은 교사의 불안감을 불식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의 교과서관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교과서관 변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홍보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의 장점을 이해하고 지지하
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란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일 뿐이고 ‘교과서가 아
니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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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적성에 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야 할 것이다(김평국, 2004a).
라 . 교과용 도서의 개선
교사들의 전통적인 교과서관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선도 필요하
다. 현재까지 중등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국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여 왔는데,
이를 통하여, 중등 교사들에게 여러 교과서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였을 뿐만 아니라 선택한 교과서에 부족한 내용을 다른 교과서의 내용으로 보충하는
등 교과 내용의 재조직을 촉진함으로써 전통적 교과서관에서 탈피해가는 데 기여하였
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아직 국정인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인정으로 전
환하는 작업을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교사들에
게 교과용 도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여줌으로써 지역화와 재구성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김평국, 2005; 양보현, 1999).
초등 교사들은 지역화와 재구성의 활성화를 위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이 감소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과(서울 A, B, C교사 등) 증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내용이 감소해야 한다는 교사들은 내용이 감소해야 교사들의 부담도 줄고 보다 다양
하고 심도 있게 가르칠 수 있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수업 시간
을 모두 채울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그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화하고 재
구성하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하였다. 내용이 증가해야 한다는 교사들은 교과용 도서
내에 가르칠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암기대상으
로서의 교과서’에 대해 비판하면서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교과서’를 지향하는 주장
과 상통한다(이용숙, 2005). 즉 교과서에 수록되는 글과 자료의 양을 늘려 보다 풍부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교사들이
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때 자율성을 발휘하는 정도가 높은 서구에 적합하나 교사들의
자율성 발휘 정도가 낮은 우리나라에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교과용 도서의
내용이 증가하게 되면 많은 교사들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대부분 혹은 전부 가르쳐
야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김평국, 2005).
필자는 위의 두 가지 의견의 취지를 모두 살려, 교과서의 내용은 감축하고 교과서
의 내용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교사용 지도서에 싣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교과서의 내용 분량이 줄어 교사는 부담을 덜게 되면서 재구
성하려는 동기를 얻게 되고, 교과서 내용의 지도에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교수․학
습 자료를 지도서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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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과용 도서 개선 방
안에 대한 연구(박순경 외, 2004)에서도 지지한다. 이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교
과별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집필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김평국, 2005).
마 . 학교 내의 지역화 지원 체제 확립
교사들의 교과 내용 지역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내의 지원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계획 단계에서는 지역화
를 의도하였으나, 이를 교과별 수업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주
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 조성에는 학교장의 지역화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화
학습에 필요한 자료 구입과 관련된 예산 확보, 지역화 자료의 보관 체제 확립,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전시, 초임 교사 대상의 연수 및 임상 장학
과 경력 교사 대상의 동료 장학,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행정적 지원, 지역화 학
습의 결과 평가 등이 포함된다(이선구, 2000). 지역화 자료의 보관 체제 확립과 관련하
여,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서 개발, 보급한 지역화 자료와 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
한 자료를 보관하고 활용하는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지역화 자료는 현재와 같은 전근 체제 아래에서는 보관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후임지로 가져가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거의 모든 자료들이 한
번 사용되고 난 후에 계속하여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 ‘지역화 자
료실’ 혹은 ‘향토 자료실’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지역화 자료를 제작하고 수정하며, 보
수 및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류재협, 2001). 이런 여건의 마련과 함께,
지역 축제와 교내 행사(합창 대회, 미술 실기 대회 등)에의 참여, 그리고 특별반(사물
놀이반 등)의 운영 등을 일부 학생에게 국한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교과 교육
을 위한 수업 시간을 축소하지 않도록 하며, 이들을 교과 교육에서의 지역화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성경희 외, 2003c).
바 . 교육과정 전문 인력 확충
교사들은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서 지역화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주기를 원
하나,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서는 지역화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전
문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과의 경우, 지역화 교과서와 자료
개발에 주로 교사(일부 교육전문직 포함)가 참여하는 데, 이들은 대부분 자료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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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업무 수행과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화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전담할 교육과정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제6차 이래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자율성을 일부 허용하는 교육과정 분권화
를 추진하여 왔으나 그동안의 성취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 것은 오랜 동안의 중앙집
중적 교육과정 의사결정 체제에 익숙한 교육행정가 및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전문성을 충분히 기르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필자의 현장 방문 기간 동안,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교육과정 관계자들과 현장
교사들 모두 시․도 교육과정 지침 작성, 실천 중심 장학 자료 개발, 학교교육계획서
작성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교육과정 전문 인력의
확충을 들었다. 지방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자체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대학원에 이미 개설된 국가 정책 과정, 최고 경
영자 과정, 국제 전문 인력 양성 과정과 같은 특별 과정을 교육과정 분야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가칭 ‘교육과정 전문가 과정’을 지방의 주요 교원양성대학에 설치하여 이 과정의
졸업자들로 하여금 지방의 주요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의 시․도 과학교육연구원에서 교육과정(일반 및 교과 교육) 전공 석․박사 학위 소유
자들이 영구적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교육과정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축적해가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과정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화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김평국, 2004b).
사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은 지역 축제와 관광 산업의 활성
화와 지역 문화 관련 연구의 기획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유승광, 2003). 이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사회 학생들의 교육에 연결되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과학교육연구원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는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지역 주민의 정주성을 높이며, 그 지역에 뿌리박은 지역 사
회 학교를 가꾸어가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박도순, 홍후조, 2007).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교사들의 지역화 관련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 박물관, 민속
박물관, 해양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과학관 등과 문화재 연구소, 향토사 연구소, 전
통 문화 연구소 등을 설치 혹은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문화재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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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에서는 지역 소재 중요 사적에 대한 종합 학술 조사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재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존, 관할 지역 내 문화 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 방안 연
구, 지역 발굴 출토 유물의 과학적 보존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문
화재청, 2006). 그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관련 책자 발간 및 보급 등을 통해 지역
내 학생들이 고장의 역사, 문화, 전통, 유물, 유적, 문학, 음악, 미술, 방언, 지리, 인물
등에 관하여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 지역을 발전시켜가려는 태도를 길
러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이나 기타 연구 기관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국
가(중앙) 중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구라는 학문적 틀을 보완하는 탐구가 필요
하다. 즉, 국가가 아닌 지역 자체의 정치, 경제, 지리, 역사, 문화, 음악, 미술, 체육 등
에 관련된 연구를 추진해갈 이론적 틀과 연구 방법론을 확립하고, 그 지식을 축적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소재한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유
기적인 관계를 맺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지역 관련 학문을 진흥해야
할 것이다.

ぢ.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과
정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진행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교과 내용 지역화
실태를 파악하고, 교과 내용 지역화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서 분석, 설문 조사, 수업 관찰 및 면담 방법을 사용하
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역적 소재를 활용하는 교과 내용 지역화 정도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미미하였다. 또한 교과 내용 지역화는 교과별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사회과에
서의 지역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 가장 미미하였고, 국
어,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 교과에서의 지역화는 그 중간 정도였다고 할 수 있
다. 교과 내용 지역화를 활성화하는 방안 및 방향으로는 지역화 자료 개발 및 보급,
교과 교육과정 지역화 연수의 강화, 교과서관의 변화, 교과용 도서의 개선, 학교 내의
지역화 지원 체제 확립, 교육과정 전문 인력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교사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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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그 정
도는 아직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즉 대다수의 교사들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의
방향으로 이제 겨우 나아가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지역화는 교사들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신장시킬 충분한
교육과 연수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재정적 지원 체제와 여건이 미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제6차부터 도입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의 요소들
은, 지식의 본질에 대한 사회․문화적 신념, 학생들을 사회화하고 여러 사회적 지위로
진출시키는 기제, 교육청의 조직적 특성, 정책결정자의 역할, 각 학교의 특성, 교직 문
화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기본
틀(grammar of schooling)”을 흔드는 것이었으며, 교육 행정가들에게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교 시설, 행정 업무 등에 변화를 주는 지원 체제 확립이 요구되었고, 교사에게
는 과거의 교육관과 교과서관과 가르치는 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였다(Cuban, 1993).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관과 교과서관과 가르치는 법으로 전환해 가는 일에는 수많은
학교 내외적 요인들이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교
사들이 변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정착되고 제도화되기도 하고, 혹은 교사들의 전
통적 학교 운영 방식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
게 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Berman & McLaughlin, 1978; Cuban, 1993; Fullan, 2003;

Sarason, 1996; Tyack & Tobin, 1994). 따라서 교사들의 변화를 돕기 위해서는 교육과학
기술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충분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 및 교육과 함께 교사들의 자기 계발 및 성장과 헌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성장과 변화에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원 연수가 필수적이다. 그 이
유는, 상부에서 내려온 어떠한 교육과정도 교사 집단의 전문 지식, 교수에 관한 경험
과 신념, 교직 문화 등에 의해 재해석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들이
겉으로는 위에서 내려온 교육과정을 열심히 운영하는 듯이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본래
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은 그들의 전통적인
교육관과 교수법에 변화를 요구한다. 많은 경우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 신념, 가
치관은 학생으로서, 예비 교사로서, 그리고 현직 교사로서 오랜 동안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들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변화를 요구할 때, 대부
분의 교사들은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새 교육과정에 변형을 가한다. 그러나, 자신들
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꿀 가치가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교육과
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만이 새 교육과정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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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맞게 운영한다(Gibboney, 1994; Tyack & Cuban, 1995).
따라서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재구성, 더 나아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과
같은 변화를 돕기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을 도와주도록 계
획할 필요가 있다. 현장 교사들의 관심과 교육관과 내적 신념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와줄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교육과정 중심의 학
교 운영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은
소규모 집단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를 강조하는 해석적 모형을 따라
야 할 것이다(김평국, 2003). 이러한 해석적 모형을 따라 이루어진 현장 교사들과의 대
학원 수업에서 필자는 교사들이 ‘서서히’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재구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지식을 획득
하여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런 교육과 연수를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
진해가야 할 것이다.
교사의 교육적 성장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직전 교육을 맡은 교원양성기관의
역할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개정되거나 그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과 같이 학교 교육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할 때, 이에 부
응할 교육관의 형성이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은 예비 교사 시절부터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이제는 교원양성기관이 국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제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 교원양성기관은, 예컨
대, 제7차와 2007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재구성을 선진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시킨 강좌들을 개설 혹은 강화함으로
써, 교육과정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배출할 수 있다(김평국, 2004a).
이 연구는 단위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지역화 실태와 활성화 방안 및
방향을 개괄적으로 탐구하는 데 치중하여 각 교과의 특성과 목표, 지역과 학교의 실
정에 따른 바람직한 지역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교과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교과 내용을 지역화할 때와 지역화하지 않을 때의 학습 효과의 차
이,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할 때와 지역 교육청에서 장
학 자료를 개발할 때 나타나는 지역화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
하였으니, 이에 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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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주

1) 적극적 의미의 교육과정 지역화는, 교육의 지방 분권 체제를 유지하였던 서구의 여러 나라들
에서, 특히 20세기 말 국가 교육과정이나 주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도입하기 이전에,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적극적 의미의 지역화와 구별되며 분권
화의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있다. 이는 교육과정 자체
가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일임되어 개발․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며, 소위 낭만적인 교육철학자
로 알려진 Kohl, Neil, Goodman, Dennison 같은 자들과 자유 시장의 논리를 교육에 적용하는
Friedman, Jencks 등의 주장에서 나타난다(인정옥, 1988).
2) 이를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이는 Tamir(1986)가 제시한 7가지
교육과정 결정 유형 중에서 ‘지역성을 배려한 중앙집권형’과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이 혼합
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안형,’ ‘재구성형,’ ‘전수형’ 중에서 ‘재구성형’이라고 할 수
있다(최호성, 도순남, 김훈희, 2005).
3)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2차 교육과정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4차 교육과정과 5차 교육과정에
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추구하였으며,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는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실
현하였다(김대현, 이은화, 1999; 김용찬, 2000). 따라서 지역 사회의 실정이나 학교의 여건에 맞게
국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교육과정 분권화가 이루
어지기 전 중앙 집권적 체제 아래에서도 제한적이나마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인정옥, 1988).
4) 황규호(1995: 30～31)는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의 대상 3가지(교과 편제, 각론, 교수․학
습 자료)와 개발 활동의 성격 3가지(자체 개발, 수정․보완, 선택)를 조합하여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 개발 활동을 9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① 교과 편제의 자체 개발, ② 교과 편제의 수정․
보완, ③ 교과 편제의 선택, ④ 각론의 자체 개발, ⑤ 각론의 수정․보완, ⑥ 각론의 선택, ⑦ 교
수․학습 자료의 자체 개발, ⑧ 교수․학습 자료의 수정․ 보완, ⑨ 교수․학습 자료의 선택이다.
5) 이같은 ‘내용의 지역화’를 확대하면 “향토(지역)”라는 단독 교과를 개발하여 여러 교과에서 다루
는 지역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유승광, 2003).
6) 예를 들어, 문학 교육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지역 문학 교육의 의미를 네 가지, 즉 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 ② 특정 지역에서만 교육 활동이 가능한 문학 교육, ③ 지역을 제재로 하
는 문학 교육, ④ 지역에서 창작된 문학에 대한 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역의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수용하면, 지역 문학 교육은 이들 중 ②와 ④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김수업, 조규태, 안동준, 2005).
7) 따라서 교과의 목표, 지도 방법, 평가와 관련된 지역화는 초점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교과 통합적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포함되나, 이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교과 외 교육과정 영역인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에 관련된 지역화도 초점에서 벗
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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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연구에서 지역화와 재구성을 이처럼 구분한 것은 이 연구를 위한 조작적 정의이며, 지역화와
재구성이 모든 상황에서 개념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구자에 따라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더 넓은 의미로 보아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와 성취 능
력, 학교의 인적․물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와 함께 학생의 능력
만을 고려하거나 지역적 특성만을 고려하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9) 필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일본 등의 국가 및 주 수준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10) 우리나라의 (한)국어가 외국의 교육과정에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모국어라기보다는 외국어의
하나로서 나타나는 사례다.
11) 각 교과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교육과정의 지역화와의 관련을 염두에 둔만큼, 교육과정 문서에
각 교과의 성격으로 제시된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2) 이들은 각각 한국어 사용, 한국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리, 한국의 역사, 지리, 사회 생활을 다룬
다.
13) 지역화 관련 자료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루어졌으며, 이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는 데는 유용한
서비스였다.
14) 실제 사용된 설문지에는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련된 중점 사항, 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 교사 연수 등에 관련된 문항들도 포함되었다.
15) 실제 면담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지역화 실태뿐만 아니라, 재구성의 전반적인 실태,
학습자 중심의 운영 실태, 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에 관한 것도 다루었
다.
16) ‘범주 설정’과 ‘설정된 범주를 활용한 자료 분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자료 분석
의 초기 단계에서 면담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교사들이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지,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는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는지 등을 범주로 나누었
다. 이러한 범주들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면서 지역(예, 강릉)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례들을 추출
하였다.
17) 이 논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국민공통기본 교과 내용의 지역화 실태를 파악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지역 교육청의 연수 및 장학 자료를 함께 분석하
였다.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지역적 특
성을 반영한 ‘중점 내용’을 교과별로 제시하고 있었다. 지역 교육청의 연수 및 장학 자료에서는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제시한 중점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
인 지역화 내용을 교과별로 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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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Are Elementary Teachers Localizing the Subject Matters?

Pyeonggook Kim
In an effort to ascertain whether elementary teachers have shifted from textbook-based
school education toward curriculum-based school education,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elementary teachers localized the contents of the ten national common
basic subjects. The data were gathered through survey, classroom observation and
interviews.
Many elementary teachers were not localizing contents at all, while only a few of them
were localizing contents, indicating that, overall, they have not moved far from
textbook-based school education toward curriculum-based school education. Even, they were
putting only part of the plans in the school curriculum documents into practice. In
addition, the extent to which they localized contents was different by subject, Social
Studies at the highest level, Korean Language, Moral Education, Practical Arts, Physical
Education, Music, and Fine Arts at the middle level, and Mathematics, Science, and
Foreign Language (English) at the lowest level.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support elementary teachers for localizing contents of
the ten subjects: supply of various instructional materials on the region, increased sessions
for staff development on how to localize contents,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the
textbook, change in the textbook and teacher's guide, principal's support for teacher's
localization of contents, the maintenance of instructional materials on the region within
school, increased number of experts on the curriculum in the region, and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Moreover, it is important that teachers, as gatekeepers of educational reform, increase
knowledge and skills on how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school curriculum. Thus,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with the opportunity for seeing the
benefits of the curriculum-based school education as compared to teaching a textbook from
cover to cover. Then, teachers will be able to change their traditional perceptions of
school education and seek ways to educate students based on the curriculum.

- 1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