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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동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국내․외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섯 가지 연구 동향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구체
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동향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다룬 연구,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관한
연구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동향에서 공통적
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범위에 대한 공통된 합의점이 없었다. 넷째, 국내
학교 현장에 적용한 실제의 사례 연구가 부족하였다. 다섯째, 연구 동향의 가장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모형 연구에 있어서 모형 개발의 근거를 주로 이론적 탐색 과
정에 두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혀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학교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개발, 교사 참여

Ⅰ. 서 론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 방식, 수준이나 범위에 대한 합의는 차치하고 교
육과정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육과정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과
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무리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또는 효과
적으로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목표 달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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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방법 및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대로 구상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다변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일 수 밖에 없
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학교 교육과정1)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학
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 역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호주, 영국 및 홍콩 등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이후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 이후로는 주요 교육과정 학자들이 ‘학교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의 저술들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교육과정에 있어 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통로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이러
한 초기의 교육과정 흐름은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기대와 교육과정 의사결정에서 교
사들의 참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의사결정 수준이
개별 학교와 교사들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Eggleston, 1980; Marsh,
1900; OECD, 1979; Sabar, 1985; Skilbeck, 1984). 이후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다양한 학습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필요성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흐름이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학교 수준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더욱 강조 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급
격한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증대했다. 그러
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결정 체제는 많은 부분을 학교 수준에 위임한다고 하
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교육청에서는
장학자료 지침을 개발하고, 단위 학교 수준에서는 개발․편성된 교육과정을 다시 새
롭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개발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행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
다. 이에 대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내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위임하기
로 고시2) 한 바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의
1) 교육과정을 정의하는 방식 가운데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정의할 때, 국가 수준, 지역 수
준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으로 분류한다. 또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school level
curriculum)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학교 중심 교육과정(school-based curriculum,
school-centered curriculum), 학교 초점 교육과정(school-focused curriculum) 등으로 달리
불리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의사결정권이 국가보다는 단위 학교에 더 많이 주어진다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용
어로 통일하고, 이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
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및 실태에 알맞게 학교별로 마련한 의도적인 교육실
천 계획(권낙원․민용성․최미정, 2008)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고자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제 2009-41호)을 고시
(2009. 12. 23.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하였다. 이것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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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단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교육과
정을 개발하기 보다는 국가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학교 수준에서 재구성한다는 의미
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
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아무리 이상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학교의 환경이나 지역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특
성, 학생들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단위 학교
에 부여되는 자율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 교육과
정 개발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
토한 결과, 상당수의 연구 논문이 있었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 및 학교 현장
교사들의 요구조사 등을 다룬 기초 연구에서부터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을 추출하
거나 모형을 개발하는 등 다방면의 연구들이 있었다. 반면 양적으로 풍부한 학교 교
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미흡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동안의 연
구 결과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한 후, 향후 연구의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
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동향 탐색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 연구동향을 유형화한 후 각각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미
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권한이 학교로 이양되어 단위 학교에
서 각 학교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개념은 의미상 경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개념 유형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개념 유형에 따라 학교
의 교육과정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먼
저 Brady(1987)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유형을 ‘활동유형’과 ‘참여인사’로 구분하였다.
활동유형은 창조, 재구성, 선택 등으로 구분하고, 참여인사를 교사에 중점에 두어 개
별교사,

극소수교사,

교과/학년

교사집단,

전

교직원

등으로

나누었다.

즉,

Brady(1987)의 모형은 12가지의 유형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참여인사를 교사수준으
로만 분류하였다는 점과 개발의 대상이 빠져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이와

수업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수업을 자율적으로 증감․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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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황규호(1995)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미를 ‘개발의 대상’과
‘활동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다음 <표 1>과 같이 9가지 활동으로 나누었다.
<표 1>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미(황규호, 1995)
활동의 성격
개발의 대상
교과편제
각 론
교수학습 자료

자체 개발

수정․보완

교과편제의 자체개발
각론의 자체개발
교수학습 자료의 자체
개발

교과편제의 수정․보완
각론의 수정․보완
교수학습 자료의 수정․
보완

선택
교과편제의 선택
각론의 선택
교수학습 자료의 선
택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규호(1995)의 개념 모형은 개발의 주체가 빠져 있
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개발의 주체인 교사를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 Brady(1987)
의 개념 모형과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보다 폭을 넓게 구분한 Marsh(1990)는 ‘개발
에 참여하는 인사’, ‘활동유형’, ‘시간’ 등 세 가지 변인으로 나누었다. 개발에 참여하
는 인사는 개별교사, 소집단교사, 전 교직원, 교사․학부모․학생 등으로 구분하고,
활동유형은 검토, 선택, 재구성, 개발 등으로, 시간은 즉각적 활동, 단기계획, 중기계
획, 장기계획 등으로 나누었다. 즉 이전에 개발된 2차원의 의미 모형을 확장하여 3
차원의 의미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참여인사 부분에서 교사․학부모․학생 간의
공통 부분을 제시한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Marsh(1990)의 개발 의미에
서도 학교 환경에 대한 의미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보여 진다. 이와
유사하게 Sabar(1991)는 ‘개발장소’, ‘변용의 수준’, ‘참여자’ 등 개발 요인을 세 가지
로 구분하였다. 개발장소는 단위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하고, 변용의 수준은 그대로
적용, 부분선택, 부분수정, 보완개발로 구분하였으며, 참여자는 장학관, 교장, 학부모,
학생, 전문가, 교사 등으로 구분하여 총 48가지 유형을 만들었다. 이전의 모형에 비
해서 참여자를 다양하게 구성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나, 이 모형에서도 학교의
환경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에서 Marsh(1990)의 모형과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미는 활동범위의 경계, 참여
집단과 개발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개념 모
형에서 학교의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통적인 제한점으
로 나타났다.

Ⅲ. 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동향
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대한 이론 성립과 논의 과정들의 역사는 불과 40여년
- 448 -

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동향과 시사점 449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Ⅱ장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이론
적 체계와 근거가 부족하며, 개념이나 범위 등에서도 합의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 동향3)은, 크게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
를 다룬 연구,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 연구,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절에서는 분류된 각각의 유형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물을 제시, 분석하고자 한다.

1.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다룬 연구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소
개와 개념, 필요성 및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한 논문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국내
연구로는 권낙원․민용성(2002), 김춘일(1993), 손민호․박제윤(2009), 조덕주(2002),
최호성(1997) 등의 연구가 있다. 먼저, 김춘일(1993)의 연구는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개념, 동향, 의의와 전망, 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동
안 연구자가 1980년대부터 행해 온 학교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들을 설
명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국제 비교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대한 추이
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등을 논의한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
분야에 관해 논의를 하는 연구자들이 많은 부분을 인용하는 논문이다. 또한 이 논문
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 주체자로서의 교사 집단
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제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최호성(1997)의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관련 내용들을 추출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 자율성
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육과정의 체제에 있어 중앙집권적 체제와 분권적 체제

3)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동향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는 이후
에 유형화한 연구 주제들이 모든 시기에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기별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여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 대상 논문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
에 활용된 국내․외 검색 사이트는 구글, 국회도서관, DDOD, ERIC, KISS, RISS, PQDT 등
이다. 검색 키워드는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계획, 교육과정 설계, 의사결정 과정, 학교 교
육과정 개발, curriculum design, curriculum planning, decision-making, deliberation,
development model, school curriculum,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등의 단어
조합으로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 언급한 연구 외에도 많은 연구물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개념에 한정하여 이에 적합한 논문만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논문 목록을 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동향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전공 교수 1인과 박사 2인, 박사과정 수료 1인의 검토를 받아 유형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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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분법적인 구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참여적 민주주의의
풍토 형성과 교육 실천가 집단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점 등은 김춘일(1993)
의 연구와도 맥을 함께 한다.
앞서 살펴 본 이전의 연구와는 다르게 권낙원․민용성(2002)의 연구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다루었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구성요소
들이 서로 융통적이며 순환적이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교사와 학습자의 맥락적 특성
에 비추어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손민호․박제윤(2008)의 연
구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지배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합리주의적 논
리에 대비되는 현장적 관점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련된 실천적
논리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특히 학교수준 교육과정 계획의 과정에서 실천적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어
떻게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리해 본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몇 몇 학교 교사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현행 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담론들에
내포되어 있는 제약들을 검토했다는 데에 또한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다룬 국내 연구들의 연구방법 동
향은 손민호․박제윤(2008)의 면담 사례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헌연구 방법을 활
용하였다.
다음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다룬 국외 연구이다. 국외 연구 가운데,
Lo(1999)의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 프로젝트 도식의 본질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
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맞도록 설계되고, 교사로 하여금
교육과정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 되어야 한다고 밝힌 연구이다. 개발된
프로젝트 도식은 교육정책에 있어 분권화를 강조했으며, 교육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한
가치성뿐만 아니라 실제성도 함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변 상황에 대한 고려
와 교육 체제의 특성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하여 Marsh et
al.(1990)의 연구는 호주, 캐나다, 영국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현재와 미래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교육력과 교
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Gopinathan․Deng(2006) 연구는 싱가포르의 교육적 상황과 맥락에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의미, 도전,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
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시간과 전문성 부족, 외부적으로 노출된 제한 조건, 위
협적인 학교 분위기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 또한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과정 개발 과
정을 중요한 요인으로 탐색하였다.
국내 연구와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다룬 국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 설문지, 인터뷰 및 사례를 통한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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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 본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다룬 연구들의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다룬 연구 분석표
선 행연구

연구결과

연구방법

연구대상

김춘일(1993)

종래의 이론중심이나 전문가 및 관료적 성격에서 벗
문헌연구
어나야 하고, 교사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선행연구

최호성(1997)

교육과정 체제의 상호보완적 관계와 참여적 민주주
문헌연구
의 풍토 및 실천가로서의 교사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선행연구

권낙원․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미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헌연구
민용성(2002) 서술하고,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 함

선행연구

학교에 내재된 역사성, 관행 등을 존중하고 개발 및
일반 계고 ,
손민호․
문헌연구와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학교와 교사들로부터 발견할 수
대안학교 각
박제윤(2008)
사례연구
있는 실천적 논리를 중시하여야 함
2개교
Lo(1999)

학교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요구와 교사가 교육과정 문헌연구와 관련문헌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함 사례연구
3개 학교

4개국의 사례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방
호주, 캐나
문헌연구와
법과 이유 등과 90년대 학교 교육과정이 중요한 변화
다, 영국, 미
사례연구
를 겪고 있음을 시사함
국의 사례
학교 교육과정에서 단위 학교는 상황과 필요에 맞는
Gopinathan․
문헌연구와
싱가포르
내용 선정과 설계, 계획 등에서 자율성을 더욱 갖게
Deng(2006)
사례연구
됨을 강조
Marsh et
al.(1990)

2.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국내 연구는 상당한 양의
연구물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유형도 마찬가지지만, 지면상의 이유로 모든 논문을
소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국내 연구로는 강충열(2001), 조두년(2003), 한인기
(2005), 홍성윤․김유미(1997) 등의 연구가 있다. 우선,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실
태와 체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강충열(200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
육과정 개발의 실태와 체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결
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정책의 필요성 및 국가, 지
역, 학교로 나누어져 있는 역할 분담 체제의 필요성을 학교 현장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점이다. 따라서 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체제를 정비하
는 노력과 함께 각 학교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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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한 조두년(2003)의 연구는,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
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매우 부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편
성․운영을 위해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 반영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교사들의 협력,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인적․물적 지원 등의 요인도 함께 제시되
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홍성윤․김유미(1997)의 연구도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
교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의 실행 가능성에 대
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실
행하는데 선행 요건으로서 교사 요인, 행․재정적 요인, 지역사회와 연구기관의 협조
등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 본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관
한 국내 연구의 연구방법 동향은 모두 인식이나 요구를 묻기 위한 설문지 활용 조사
연구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Beattie․Thiessen(1997)은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과정 변화 과정의 복잡성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관한 관점 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났다.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교사에
의해 계획된(planned) 교육과정과 학생들에 의해 경험된(experienced) 교육과정 사이
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논문은 향후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일방적인 계획과 결정이 아니라 학생과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요구된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Rungnapa Nutravong(2002)의 연구도 학교 교육과정 개발
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 시 참여 정도도 조
사하였다.
Lauridsen(2003)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
식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분석과 인터뷰, 참여관찰 등을 활용하였다. 결과, 기술적 측
면으로서 외적요인과 내적요인, 협의와 숙의 등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정의적 측면으
로서 참여집단크기, 교량역할로 인식하는 교사 집단, 집단의 역동성 없이는 교육과정
개발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인식 등을 결과로서 나타내 주었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국외 연구의 연구 방법 동
향은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 연구를 한 국내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인터
뷰, 참여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학교 교육과정 개발
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들의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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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 분석표
선 행연구

연구결 과

연구방법

연구대상

강충열(2001)

개발의 실태와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설문조사
있고, 농어촌 지역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강함

시․도장학
사와 단위학
교 연구부장

조두년(2003)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매우 부적합하다고 인식,
설문조사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 반영이 필요함

특수학교
교사

홍성윤․
필요성은 인식하나 학교 교육과정의 실행 가능성에
설문조사
김유미(1997)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

초등 학교
교사

Beattie․Thie
ssen(1997)
Rungnapa
Nutravong
(2002)
Lauridsen
(2003)

교사와 학생과의 협력과 상호작용에 관한 요구 반영
설문조사
이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함

교사와 학생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명확한 견해 부족, 시간 설문조사와 초․중학교
부족,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사례연구
교장과 교사
참여집단크기, 교사집단의 역동성 없이는 교육과정 문헌연구와
교사
사례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인식

3.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
발 모형에 관한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간의 이론적 연구
들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 근거를 제시해 주었고, 이러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각 급
학교에서 실행되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실제 상황들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강충열(2006, 2007), 김경자․김아영․조석희
(1998), 김대현(1996), 김삼섭(1999), 김윤갑(2002), 김현태․조동산(1987), 손충기
(2000), 최미정(2006), 한승록(1994) 등이 있다.
앞에 제시한 국내 연구 가운데, 김대현(1996)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통합 교
육과정 설계 모형과 개발 여건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와 학교 교육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나 개발과 관련된 지식, 기능 등이
부족하고 연수 기회도 빈약하며, 내적․외적 조건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
으로 이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
건들에서 미약함을 보여주었다. 김윤갑(2002)의 연구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서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의 주체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김현태․조동
산(1987) 연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인 에너지 교육을 위한 과학과 교육과
정 모형을 개발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손충기(2000)의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
형을 구안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소개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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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록(1994)의 연구도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의미와 절차 등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개발 모형을 소개하는 연구 외에도 최미정(2006)은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
사 연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강충열(2007)의 연구
도 VanTassel-Baska의 통합적 교육과정 모델(ICM: Integrated Curriculum Model)을
초등교육의 정체성에 비추어 재구성한 일반 모형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재들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이론적인 안내를 해 주는데 목적
을 두었다. 또한 김삼섭(1999)은 지체장애 특수학교 전공과의 교육과정 모형을 탐색
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모
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국외 연구는 대부분 교육과정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현존의 교육과정 틀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개혁의 의미가 아니라 많은
부분의 의사결정권을 교사들에게 이양한다는 소극적인 의미이다. 즉 국가에서 교육과
정을 개발해주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사의 능력을 발
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와 관련된 국외 연구로 Fuquan
Huang(2004)은 현 중국의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 모든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7개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
시했다. 7개의 목표에는 교육과정철학과 이념의 형성, 교육목표 선정, 교육내용과 경
험 재조직, 교육과정 모형 재구조화, 교육과정 자료 개발, 능동적인 교수-학습 형성,
새로운 교육과정 평가 체제 형성 등이다. 이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를 목
표로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개 전략으로는
교육과정 실행 체제 개선, 교육과정 개혁 체제 재개발, 학교 교육과정 증진, 교육과정
과 정보 통신의 통합, 교사의 전문성 강조, 전 국민의 참여 권장 등이다. 이는 교육과
정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아직 체계적
이고 이론적인 틀이 부족한 중국의 사례이지만,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주
는 시사점 또한 크다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들
의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분석표
선 행연구

연구결 과
연구방법
연구대상
개발 모형을 만들기 위한 개발 여건을 조사한 결과 문헌분석과 학 교 교 육
김대현(1996)
모든 조건들이 미약함을 밝혀냄
설문조사
계획서 분석
현행 과학
김현태․
효과적인 에너지 교육을 위한 과학과 교육과정 개발 문헌분석
교과서
조동산(1987)
손충기(2000)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절차를 통한 교육과정 모형 문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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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최미정(2006)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문헌분석

선행연구

강충열(2007) 초등학교 영재들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문헌분석

선행연구

김삼섭(1999) 지체장애 특수학교 전공과의 교육과정 모형 개발

문헌분석과 현행 교육
조사연구
과정

Fuquan
7개의 명확한 목표와 이를 위한 필수적인 6개 전략
문헌분석
Huang(2004) 을 개발함

선행연구

4.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에 관한 연구
다음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다. 국내 연구로는 김두정(2005),
김인식․이경섭․최병옥(1998), 이승미․홍후조(2006), 정영근(2002), 최병옥(1998), 황
규호(1995)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김두정(2005)은 그의 연구에서 학교 교
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요인으로서 학습자 요소를 강조하였다. 지식기반 사회의 맥락
에서 학습자의 개념을 상정하고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들을 탐색하였으며, 학습자의 이러한 특성들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서 일곱
가지4)로 반영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비해 최병옥(1998)의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있어서 다른 요인보다도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유형 특징을 교육과정 요소와 관련하여 검토한 정영근
(2002)의 연구,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참여자를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집단 등으로 나누어 주요 쟁점을 살펴 본 김인식․이경섭․최병옥(1998)의 연구도 학
교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참여자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고 보
여 진다.
국외 연구의 경우 Husen(1985)에 의한 IEE(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Research and studies)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소로 목표, 수업 활
동, 수업 활동을 조직하는 자원, 평가 체계를 형성하는 자원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Brady(1987)는 학교 교육과정이 포괄해야 할 요인으로 활동 유형, 참여자 등을 언급
했다. 활동 유형은 기존의 교육과정 자료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방식, 새로운 자료를
작성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참여자 요인은 개별 교사, 소집단 교사, 전 직원의 참여
와 교사, 학부모, 학생, 관계 자원 인사 등의 참여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Chen
Li(2006)는 교육과정 요인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물
4) 기본 인지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의 계열화, 다중 지능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개별
화, 인지양식에 따른 교육과정의 유형화, 창의성의 다양한 개념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성, 흥
미에 따른 교육과정의 계열화,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도덕성의 내용과 형
식 그리고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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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요인과 조건적(conditional) 요인이다. 그에 의하면 물질적 요인이라는 것은 지
식, 기술, 경험, 활동 패턴과 방법, 정서적 태도, 가치관 및 목표 설정과 같은 교육과
정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조건적 요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자원들이
어느 정도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실행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인적, 물적, 시간,
공간, 매개체 및 교육과정의 환경적․지식 상황 등의 요소들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에 관한 논문에서는 요인의 필요성을 공통
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에 관한 탐색 과정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우선 고전적이며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발 원리
를 주장한 Tyler(1949)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대답되어야
할 네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하는 소책자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에서 교육과정 개발 요인을 언급하
고 있다. 즉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학습자의 요구, 사회의 요구, 교과전문가
의 요구 등의 자원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된 교육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여과 장치인 교육철학과 학습심리학이 그것이다. 이 점에 관해 권낙원․민용성․최미
정(2008)은 교육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자원이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고찰해
야 할 요인인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정당화하고 있다5). 즉,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서 보면,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선정된 내용을 적절히 조
직하며,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등 개발 이전의 과정은 이후의 개발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Hlebowitsh(2005)는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학습자 특성과
사회적 가치 및 목적에 부합하는 지식과 교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언급한 Tyler(1949)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Wiles & Bondi(2007)도 학교 교육과정을 개
발하기 위한 기초 자원으로서 사회, 지식, 학습자의 발달 특성 외에도 학습과 공학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Print(1993)도 교육과정의 개발 준거로 심리학, 사회학, 철학적
요인 등을 들고 있다. 즉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원으로서 심리학적 측면은 교
육목표, 학습자 특성, 학습과정, 교수방법, 평가 절차 등의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사회적 자원은 사회적 가치가 편향되지 않고 교육과정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
며, 철학적 자원은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을 의미 있고 분명하게 제시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요인은 용어의 표현
상 차이가 있지만 많은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에
5)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설정자원, 요인 및 준거 등을 같은 맥락으로 혼용해서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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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 지식 및 교과에 대한 고려, 사회에 대한 고려, 가치 철학에 대한 고려 등
이다. 이를 간단히 표로 비교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학자별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인 비교표
학 자
Tyler(1949)
Hlebowitsh(2005)
Wiles &
Bondi(2007)
Print(1993)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
학습자의 요구, 현대 사회의 요구, 교과 전문가의 견해, 교육철학과
학습심리학
학습자 특성, 사회적 가치와 목적, 지식과 교과
사회, 지식, 학습자의 발달 특성, 학습과 공학
학습자 및 학습이론(심리학), 생활(사회학 및 문화), 지식의 성질과 가
치(철학)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교육과정 개발 절
차 모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yler(1949)의 고전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교육목
표 설정’ 단계에서 시작하여 학습경험을 선정․조직, 평가하는 단계를 제시하였다.
Tyler(1949)의 개발 단계를 보다 세분화한 Taba(1962)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요구 진단’ 단계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순환적 모형이라 불리는
Nicholls & Nicholls(1978) 모형에서는 ‘상황분석’ 단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효과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Walker(1971)는 ‘강령(platform)’ 단계에서, Skilbeck(1976)은
‘상황분석’ 단계에서, 또한 종합적인 개발 모형으로 알려진 Print(1993)의 모형에서도
‘상황분석’이라는 단계를 두어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와 필
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에 대한 고려 단계 비교표7)
학자

교육과정 개발 절차

Tyler(1949)

교육목표 설정 → 학습경험 선정 → 학습경험 조직 → 평가

Taba(1962)

요구 진단 → 목표의 명료화 → 내용 선정 → 내용 조직 → 학습
경험 선정 → 학습경험 조직 → 평가내용과 방법 결정 → 균형과
계열성 검토

Nicholls &
Nicholls(1978)*6)

상황분석 → 목표 설정 → 내용 선정 및 조직 → 방법 선정 및 조
직 → 평가

Walker(1971)*

강령(platform) → 숙의 → 설계

Skilbeck(1976)*

상황분석 → 목적 설정 → 프로그램 구축 → 판단과 실행 → 모니
터링, 피드백, 평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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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1993)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의 가치 및 신념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
계 국면 1(조직) → 상황분석, 목적 및 목표 설정, 내용 등의 실제
개발 과정 국면 2(개발) → 교육과정 실행, 평가 및 피드백 단계인
교육과정 개발 이후 과정 국면 3(적용)

5.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관한 연구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동향의 마지막 유형으로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
정에 관한 연구 부분이다. 국내 연구로는 안미숙(1995), 박영규(2005)와 장승규(2010)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논문들은 모두 학위 논문으로 직업학교와 대안학교를 대상
으로 한 논문들이다. 안미숙(1995)의 박사학위 논문은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연구와 함께 참여 관찰과 면담 등을 활용하여 질적연구를
병행하였다. 또한 박영규(2005)의 박사학위 논문은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수업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아침 등교 장면부터 방과 후 활동까지 학교생활의 전 활동을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그리고 장승규(2010)의 학위 논문은 1년 6개월간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초등대안학교의 참여 관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과정들을 자
세히 기술한 문화기술적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외 연구로는 Blackman․Okura․Purrington(1993), Charles(2001), Law․Galto
n․wan(2007), McSpadden(1994), Reid(2001), Shkedi(1996) 등이 있다. Law․Galton
․Wan(2007)의 연구는 홍콩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개발 팀의 영향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교사 인터뷰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교사 참
여를 평가하였다. 교육과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있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와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경험적․이론적
측면이

많이

필요함을

연구의

결과로

나타내

주었다.

Blackman․Okura․

Purrington(1994) 연구는 국제 학술대회의 강연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
정 개발 과정을 논의한 부분이다.
Reid(2001)의 논문은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질적으로 사례
연구한 것으로 이론적 탐색과 아울러 질적인 참여 관찰을 병행하였다. Charles(2001)
의 논문도 중학교의 간학문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사들의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

6) *표시한 학자들의 개발 절차 모형은 순환적 절차를 나타내나, 절차상의 순서를 중요시 다
루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의 이유로 절차를 직선형으로 나열한 것이다.
7) 각 각의 단계 가운데 진하기와 밑줄이 그어져 있는 단계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들에
대한 고려와 필요성에 대한 탐색 단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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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구하였고, McSpadden(1994)의 논문도 중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사들의
협력적 숙고 과정을 사례 연구한 논문이다. 교사 워크샵의 사례와 교사들의 숙고
(deliberation)과정의 예를 분석한 Shkedi(1996)의 논문은 학교 교육과정을 적응하도록
교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교사 워크샵을 위해 고안한 지침을 검토한 것이다. 이 지침
에서는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모든 지침의
기본적인 논리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사고가 깊이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관한
연구들의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분석표
선 행연구

연구결 과

안미숙(1995)

한국의 직업기술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의사결정
정 분석

박영규(2005)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대안학교 교육과정
발

장승규(2010)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기술
Law․Galton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있어 경험적
․Wan(2007) 론적 측면이 많이 필요함을 시사 함
Reid(2001) 교육과정 개발 과정 서술
Shkedi(1996) 교사 훈련 워크샵 지침 과정에서 교사 참여 권유

연구방법
연구대상
설문 조사 ,
과
교수, 교사
참여관찰,
등 20명
면담
개 관찰 및 면 대안고등학
담
교 학생
문화기술적 초등대안학
연구
교
이 교사 인터 초 등 학 교
뷰
교사
참여관찰
3명의 교사
사례와 예
교사
분석

Ⅳ. 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동향의 시사점 및 논의
본 연구는 단위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까
라는 현실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본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 결과로부
터 시사점을 얻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 본 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의 유형으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중심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각 유형별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다룬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
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
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개념, 동향, 전망과 과제 등을 제
시해 주었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다룬 논문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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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초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중요성
이 끊임없이 인정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교 교육과정 개발
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통된 합의점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은 혼재된 교육과
정 개발 방식 때문이라고 여겨지며, 향후 단위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 개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
종래의 이론 중심의 개발 방식이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함께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향후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와 함께 학습자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최종 수혜자이며, 소비
자는 학습자라는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 교육과
정 개발이 소수 교사 중심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가 무시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단위 학교의 우수 실천 사례 들
을 많이 발굴하여 각 급 학교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대부
분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선행요건으로서의 여러 가지 열악한 학교 내․외의
조건과 협조 관계 등의 부재로 인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교사들의 인식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교사
참여의 절대적인 필요성에서 오는 부담감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
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수 과정이나 지침 등을 개발하여 제
시해 주는 방법, 또는 시․도 및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방안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분야의 연구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
으로 한 논문들이 대부분이므로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도 향후 연구
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경우와 다르게 국외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는 능동적인 교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
으며, 교사의 인식과 함께 학교장 및 학생과의 인식 차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었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가 대부분
이었던 것에 반해 국외의 연구는 조사연구 외에 인터뷰 및 참여관찰 등의 다양한 방
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국외연구가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조사를 해 보는 것
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학교
내․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제공하는 것이 향후 연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개발 의의를 다룬 연구들과 교사의 역동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공통적으로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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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했다. 또한 이러한 모형 개발에서도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전
문성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모형 개발에 요
구되는 요인에 대해서 불리는 이름은 다르나, 많은 학자들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 모
형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요인들을 고려하
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목표 설정, 요구 분석, 상황 분석 그리고
강령(p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 할 때, 이러
한 상황 분석이나 관련 요인들의 탐색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론적 탐색 과정을
거쳤다는 데서 한계점을 갖는다. 학교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할 때는 특히 이론적 탐
색 과정뿐만 아니라 현장 적합성이나 실행 가능성 검토가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개발된 학교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주체가 단위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될 수 없는 학교 교육과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한 단위 학교의 특수성을 반
영하는 학교 교육과정 모형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향
후 학교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할 때는 모형의 실제 적용 타당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크게 인적요인과 내용요인, 환경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인적요
인에는 교사, 학습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
부분에서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이 교사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보아 교사는 가장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적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의 참
여 방식과 역할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 인적요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으
며,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권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교사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참여 방식 등은 많은 연구가 행
해진데 비해 학습자의 역할이나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역할 등에 있어서는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요인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과
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내용요인은 해당 학교의 각종 문서가 포함되며, 교
과 활동, 교과 외 활동, 기타 교수 자료 등을 포함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서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며, 방향을 설정해 준다고 할 수 있
다. 교과 활동과 교과 외 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편성과 탄력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는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은 국가 수준에서 정해 주는 기본 편제에 바탕을
두긴 하지만, 단위 학교에서의 실제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구
성이 가능하다.
다음은 환경요인으로 제도, 학교 내 환경, 학교 외 환경, 분위기 등을 포함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세 가지 요인들은 고전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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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모형에서 강조하던 구성요소 간 체계성과 선형적 개발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요인
간의 융통성과 상호작용을 중시함을 시사 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관한 국내연구는 주로 학위논문으로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양적으로도 적었다. 또한 특수한 환경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개발
의 과정을 참여관찰 해야 하는 이유로 이전의 유형에 비해서 연구방법 면에서는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외연구의 경우는 매우 다
양하고 많은 양의 논문이 있었다. 연구대상의 범위와 연구방법 또한 다양하였다. 이
러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관한 국외의 연구 논문은 연구방법의 다양함을 제
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주는 전반적인 시사점은 개발의 실체를
관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개발의 방법을 관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즉
‘방법의 다양함’과 ‘효율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무엇
이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이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합의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학교의 특수한 개발 사례들이 주는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의 연구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개
발의 범위에 대한 합의점 구축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수 과
정이나 지침 개발,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의 협조 체제 구축 등의 방안에 대
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향후 학교 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 적
합성 타당화 과정을 거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개발 요인 간 체계
성과 선형적 개발보다는 융통성과 상호작용을 중시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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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rend and its Implication for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Hwa-sook Choi(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Nak-won Kwo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and draw its implications. In order to attain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which relate to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the trend of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could be listed as five categories; the significance of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the teachers' perception and needs of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model, the resources of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the process of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The implications for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trend could be arranged
as follows :
First, it is common to need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professionalism extension
of the teachers in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Second, there was not an
agreement point of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range. Third, it was
insufficient to the case study which applied to the domestic school. Fourth, it is
required to deal with the development process among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model.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provide current and significant points for teachers
and researchers to widen the understanding for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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