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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요구와
대응과제

황윤한(광주교육대학교)

< 요약 >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지역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실생활 주
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에서 배운 것을 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교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교실 수업은 지역의 특성과 학생들의 특성을 반
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대 교육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문서상으로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지역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화’
가 교육과정의 핵심이었고,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이 지방분권형 교
육과정으로 체제적 전환을 이루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획
기적인 변화를 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인식 및 능력 부족으로 제 성과
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실 현장의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구와 과제가 추출되었다.
첫째, 지역화를 위한 현장 교원들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인식 및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그 동안 교육과정을 개발해 본 경험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교원들을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셋째,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중심의 수업에서 지역의 특성
과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넷째,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수업을 장려하는 환경 및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 교육과정 개발 연수 체제의 정비
∙ 임용시험의 한 요소로 교육과정 개발 자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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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양성과정에서의 현장 전문가와의 협동 강의
∙ 교육 철학→교육 심리학→교육 방법 순으로의 변화 유도 체계화
∙ 지방 교육청 소속 교육과학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계 강화
∙ 좋은 수업 탐구 운동 지속적 전개
∙ 학습의 기쁨을 창출하는 개별화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 전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지역화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매
우 값진 실제이다. 학생들의 생활이 교실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고, 또 교실에서 배운 것을 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특성이 다른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방법을 통해 가르친다고 한다면 교육적 혜택은 많은 차이가 있다. 언제
어디에서 가르치더라도 지역의 요구와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교원들이
교육과정 개발과 개별화수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Ⅰ. 서 론
에피소드 Ⅰ
본 발표자가 1980년도에 전남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있었
던 일이다. 운동장에서 5학년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 한 구석에서 1학년 학생
들이 도로교통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선생님은 막대기로 도로와 횡단보도를 그려놓고, 모
형 신호등을 세워놓으며, 자신은 버스가 되어 도로를 달렸다. 선생님이 “신호등이 파란불
로 바뀌었네.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묻자, 학생들은 모두 입을 모아, “왼쪽 보고, 오른
쪽 보고, 손을 들고 건너갑니다.”라고 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나서, 1학년 선생님께 여쭈
어 보았다. “이 섬엔 차 한 대도 없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것 배워서 뭐합니까?” 그러자,
선생님께서, “아, 이 사람아. 이것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섬에는 하루에 여러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 있었다. 알아 본 결과,
섬에 큰 배가 닿을만한 항구가 없기 때문에 교통수단은 육지에서 큰 철선을 타고 오다
가 섬 가까운 바다에서 다시 작은 종선으로 갈아타야 했다. 어느 날 종선이 바다에서 뒤
집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교육과정이 잘못되었
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 섬에 사는 아이들은 도로교통보다는 해상교통에 대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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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야 하는데, 그 당시 교육과정에는 해상교통에 대한 단원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학
생들의 경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도로교통에 대해 배우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육지에 나
왔을 때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에피소드 Ⅱ
소위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일컬어지는 제7차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해 찬반
여론이 평행선을 달릴 때, KBS의 ‘길종섭의 쟁점토론’에 출연한 적이 있다. 본 발표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옹호하는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관과 한 현장 교장 선생님은 ‘열린교육’의 정신을 이어갈 교육과정
은 수준별 교육과정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으나, 본 발표자는 ‘우리 교
육문화’에 비추어 볼 때 수준별 교육과정은 ⅰ) 학업성취 증진 효과가 미약할 것이며,
ⅱ)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ⅲ) 학습의 불평등에 따른 불평등이 더
욱 강화될 것이며, ⅳ) 전인교육에 역행하는 것이고, ⅴ)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될 것이라
고 굳래드(Goodlad, 1984)의 『학교라고 부르는 장소(A Place Called School)』의 연

구를 들어 주장하였다(황윤한, 2000 참고). 열린교육의 특성이 ‘개별화개성화다양화
․
․
’에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수준별 교육과정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되 교실수준의 수업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당시 일부 교육과정 학자들도 수준별 교육과정보다 좋은 대안은 찾기 어렵다고 하였
다. 우리 교육이 너무나 획일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책의 부재로 인해 차선책으로라도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김재춘, 1999, p. xii). 그러나 오랫동안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미국에
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학습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
체적인 학력은 큰 차이가 없으며,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는 우월의식을 심어주고 공
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열등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준차가 다양한 학생들
을 한 학급에서 가르치되, 수업차원에서 개별화를 해야 한다는 연구들(Goodlad, 1984;
Oakes, 1986)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부 교육과정 학자들이 경쟁위주의 우리 교육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수준별 교육과정을 선택했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해 유감을 제기한 학자들(예: 김경자, 1998)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
지만, 수준별 교육과정은 원안대로 시행되었다. 아직은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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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수준별 교육과정 시행 이후, 학생들의 학력은 크게 변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이대웅, 2008a, 2008b), 사
교육비가 2009년까지 매년 9% 이상 계속 증가했으며(윤근영 외, 2009; 최민선, 2009),
사교육비가 학생들의 학력을 결정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이 학력 대물림 현상으로 이
어졌다(장윤형, 2011; 이재훈, 2011).

에피소드 Ⅲ
열린교육이 한참 붐을 이루다가 쇠퇴의 길에 들어섰을 때, 본 발표자의 글(황윤한,
2001)이 열린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자들에 의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글을 인
용하자면,
5․31 교육개혁 이후 일부 학자들은 외국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거나 받았다
는 교육들을 확실한 검증이나 우리나라 사회의 특성(교육문화)을 감안하지 않
고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 발표했었다. 이에 정말 남다를 열정을 가진
교사들은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따라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었
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의 수업은 앞뒤가 맞지 않아, 마치 제 몸체 맞
지도 않는 이상한 옷을 입고 자랑삼아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느낌
이었다. 조금 유행한다는 것은 아전인수식으로 열린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일쑤였다. (pp. 27-28)

이런 판단의 근거로 본 발표자는 교육과정 개발이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들었다. 즉 ‘교실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needs: 학습자들이 배우고
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내용; Tyler(1949)
는 나이에 맞는 교육내용 또는 정상적인 수준과의 차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을 의미했음)
를 중심으로 교실에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선정되
어지며, 생활 맥락에서 내용들이 조직되어지는 교사와 학생들이 협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인데,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에피소드의 공통점들 중의 하나는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교실 수
업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초등교육과정)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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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육과정 때부터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화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제2차 교
육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었다. 제6차 교육과
정을 시행하면서부터 우리의 교육과정 체제는 편성운영에
․
관한 권한을 국가와 지방교육
청 및 학교가 공유하도록 다음과 같이 명시 하였다(교육부, 1992).

1. 교육과정의 성격
가. 이 교육과정은 국민학교의 교육 목적 (교육법 제93조) 및 교육 목표 (교육법
제94조)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법 제155조 제1
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이다.
나. 이 교육과정은 문교부 고시 제87-9호 국민학교 교육 과정(1987. 6.30.)을 개
정한 것으로, 전국의 국민학교에서 1995학년도부터 편성, 운영하여야 할 교육
과정이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다.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준 이외에 더 필요한 구체적인 편성운영
․
지침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호에 의거, 각 시도
․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
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정하여 시행한다. (교육부, 1992, p. 1)

위의 교육과정 성격의 내용에 의하면, 국가에서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

고, 지방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
․
요구와 필요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지침을 작성"(p. 3)하며, 학교에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시도의
․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편성”(p. 4)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개성과 능력, 요구 등이 고려되
며 지역사회의 실태 및 특수성, 학부모의 요구 등을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되는 교육과정
의 지역화를 꾀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
관한 기조는 이후에 개정된 제7

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체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미국 일리노
이대학교 교육과정 학자인 슈버트(William Schubert)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한
마디로 ‘환상적!(fantastic)’이라는 표현으로 평가를 하였다(황윤한, 2005). 국가에서 기
본적인 틀과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지방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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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방의 특성과 실정에 알맞은 편성운영지침을
․
마련해줌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교
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학교에서 지역의 여건과 학생들의 요구(needs)를
수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문서적인 설명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다.
슈버트 교수의 평가처럼, 우리의 교육과정은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의 장점을 살림과 동시
에 단점을 보완하고, 또한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환상적
인 틀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환상적’인 교육과정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문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과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김
재복 외, 1996; 김평국, 2004, 2009; 김호훈, 2009; 박순경, 2003; 박순경 외, 2009;
성경희 외, 2003, 2004; 이승미홍후조
․
, 2006; ). 교육과정 지역화를 시도할 때부터 지

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지침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염려를 했었지만(교
육부, 1994, p. 6), 지금도 똑 같은 염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교육과정
이 지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 발표자가 초등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본 발표의 내용은 초
등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쓰였음을 밝힌다.

Ⅱ.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우리나라 교육과정
1. 교육과정 지역화
1) 교육과정 지역화의 개념적 접근
교육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해 강력한 중앙
통제를 요구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던 시기도 있다(Pinar,
Reynolds, Slattery, & Taubman, 1995). 미국의 경우, 19세기까지는 흔히 ‘공동학교
(common schools)'라고 불리었던 공립학교들은 지역에서 후원하고 운영하여 중앙의 통
제를 받지 않는 분권화된(decentralized) 학교들이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교육개
혁자들은 표준화된 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에 의해 의사가 결정
되는 보다 강화된 규제, 관료 체제화,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된 학교를 원하였다(p.

677). 학교교육의 결정 권한, 즉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운영에
․
관한 권한이 중앙에 집
- 182 -

제2주제 발표(황윤한)

권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역에 분권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앙집권형 교육과정1) 체제
와 지방분권형 교육과정 체제로 대별한다.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주로 그 체제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상급자
들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된다. 즉, “무엇이 가르쳐져야 하고(what is to be
taught),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가르쳐져야 하며(how it is to be taught), 어떻게 평가
되어져야 하는가(how it is to be assessed)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Marsh,
1997, p. 137)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은 교육과
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권위자여야 할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선택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마쉬
(Marsh, 1997, p. 141)에 의하면, 교육과정 개발시 ⅰ) 통일된 전달체계를 제공하고,
ⅱ) 시간을 절약하며, ⅲ) 계속성을 보장하고, ⅳ) 전문성을 강조하며, ⅴ) 학교와 체제
를 더 긴밀하게 연결시켜주고, ⅵ) 양질의 교육과정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러
나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 아래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ⅰ) 어떤 한 가지 접근
방법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어 다양성이나 창의성이 저해되고, ⅱ) 교사로 하여금
특정한 문제 해결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
어 교사의 역할이 단순한 기술자로 제한되거나 또는 교사에게 교육과정을 개발할 여지
를 주지 않으며, ⅲ) 종종 교육과정 실행전략들이 부족하여 학교 차원에서 주어진 실행
전략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거나 중앙 차원의 감독이 소홀해지기 쉽고, ⅳ) 표준화를 증
진시킴으로써 교육의 목표가 좁아지거나 학교들 사이의 독창성보다는 유사성을 띠기 쉬
우며, ⅴ) 합리적 모형에 의존함으로써 학교에서는 중앙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 실행에
급급할 수 있고, ⅵ)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모든 평등성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가
정하거나 지역적 필요성을 위한 목표 설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목
표를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상벌이 정해짐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
에게 문제들을 안겨줄 수 있다(p. 141). 황윤한과 김인숙(1998)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
앙집권형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는데, 이에 지방분권형(학교중심) 교육과정을 추
가하여 비교대조하면
․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중앙집권형 교육과정과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부르고, 교육과정 결정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집중식 교육과정과 지방분산식 교육과정으로
부르기도 하며(곽병선, 1983), 교육과정 개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
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권낙원민용성최미정
․
․
, 2008; 황윤한김인숙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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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앙집권형 교육과정과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의 비교
유형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지방분권형 교육과정

특성

교육체제의 상급자들(상급 행정가 도는 학자/
프로젝트 지도자들)에 의해 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짐

학교 수준(직접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장과
교사)에서 활동 형태, 참여 인사, 선택의
유효기간 등의 교육적 결정이 이루어짐

용어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 비용이 적게 든다.
∙국가의 정책을 쉽게 반영할 수 있다.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이 같아 평가가 용이하
며, 전국적 비교도 가능하다.
∙교육의 질 관리가 쉽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어
학습의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쉽다.
∙교육과정 내용을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이고 특수한 것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장점

∙교육이 정치에 이용될 수 있다.
∙교육과정이 획일화될 수 있다.

단점

∙전문성 확보가 쉽지 않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가 반영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의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어렵
다.
∙교육과정 내용은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역적 특수성이나 구체성
이 반영되기 어렵다.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이 달라서 평가가 쉽
지 않다.
∙교육의 질 관리가 어렵다.
∙교육과정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강화시키고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

육과정 편성운영의
․
권한을 하급 기관(지방교육청이나 학교)에 위임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운영에
․
대한 결정 권한을 그 체제의 구성원들이 나누어 갖는 것

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이라 한다(Marsh, 1997, p. 145).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의 대표
적인 사례는 학교중심 교육과정개발(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SBCD)이
며, 학교의 필요(needs)나 여건에 초점을 맞춘 학교관심 교육과정(school-focused
curriculum)과 함께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지역화의 개념에 대해서 박순경(2010)은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는 교
육과정 지역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분권화가 곧 지역화라는 개념 정립에는 문
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육과정 ‘지역화’의 의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과
‘지역성 반영’이라는 두 요인을 만족시켰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p. 100). 박순경의 논
리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지방분권형 교육과정 체제에 있을 때 더욱 의미가 있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지역성 반영을 명시해왔으며,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분권화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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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으로 하여 시도교육청에서
․
지역의 여건과 요구 및 실태에 따른 교육중점이나 강조

점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
, 지역교육청에서는 국가수준의 교
육과정과 시도교육청이
․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지침을 기초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편

성운영에
․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학교에서는 국가수준의 교
육과정, 시도교육청의
․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 지역 교육청의 실천중심 장학자료를 바
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

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지역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성을 강조한 우리나라 제2차 교육과정(문교부, 1963)에 의하면, “사회에서
요구되는 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각 지역 사회의 학교는 국가적 기준에 의거하여
각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는 “각 지역 사회의 모든 자원을 학습 경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라고 지역화
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역화란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학습 경험에 효과적으
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해당 지역이나 학생
의 여건이나 특성을 반영한다는 다소 소박한 의미(박순경, 2009a)라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지역화의 이론적 접근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지역화는 구성주의 철학이나 구성주의 심리학과 매우 깊은 연
관을 맺고 있다. 구성주의 인식론에서는 지식은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이 구성한다
고 본다(Cheek, 1992; Jonassen, 1991; Piaget, 1952, 1972; von Glasersfeld, 1987).
황윤한(2003)은 구성주의자들의 전반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지식은 기존 경험으로부터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구성한다.
∙ 지식 구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식은 역동적이며, 개인적, 사회적, 합리적으로 창출된다. (p. 49)

이러한 구성주의자들의 견해는 듀이(J. Dewey)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듀이는 수업
이 학습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경험의 테두리 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ewey, 1938). 성장 과정을 통하여 발달된 능력과 경험이 이후의 모든 학습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경험과 생생하게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찾아내야 하며,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의 배경도 찾아내서 수업에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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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듀이(Dewey, 1916)는 학습자 자신들에게 의미 있고 그들에게 중요한 경
험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지식과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하였다. 지식은 자기중심적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Dewey, 1938). 따라
서 좋은 학습 상황은 학생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될 것이며,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
지식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철학과 맥락을 같이하는 교수학습
․
심리학은 피아제(J. Piaget)와 비고츠키

(L. S. Vygotsky)의 인지발달이론,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코브(D. Kolb)
의 학습양식이론, 셀리그먼(M. Seligman)과 칙센트미하이(M. Csikszentmihalyi)의 긍정
심리이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최근 발달된 문명의 이기(利器)에 의해 입
증된 두뇌발달이론들이 있다.
피아제(Piaget, 1952; Piaget & Inhelder, 1969, 1973)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인
지 도식(schema)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인지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인지구조는 자신
의 환경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즉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이라는
적응과정을 통하여 변화하고, 확장되며, 보다 정교해진다는 것이다. 동화는 새로운 정보
나 새로운 경험을 접했을 때 이미 자신에게 구성되어 있는 인지 구조에 의거 해석하는
것이라 한다면, 조절은 주어진 상황에 맞게 기존의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관련된 새로운 경험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인지구조
가 창출되는 것이지, 그러한 구조가 없을 때는 새로운 지식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
생들은 그들이 생활하는 실생활에서 인지구조를 발달시킨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교실로 가져와 공부할 때 인지구조는 더 정교화 되는 것이다.
비고츠키(Vygotsky, 1962, 1978)는 인간의 학습이 사회 형태 및 그 사회의 문화적
발달 수준의 변화 과정과 더불어 일어난다고 하였다. 문화적으로 발생한 언어나 글 또는
수 체계와 같은 기호체계를 내면화하는 것은 행동의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개인의
발달적인 변화는 사회와 문화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고츠키 이론에서는 학습자
들의 사회적 교류가 인식발달의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속에서의 동
료들이나 성인들과의 교류가 인식발달, 즉 지식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교
육과정과 수업의 지역화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 즉 학습양식이 있다(Felder, 1996). 주
로 자신의 강점을 살려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 가드너(Gardner, 1983/1993)의 다중지능
이론에 입각한 다중지능학습양식(Armstrong, 2004)과 코브(Kolb, 1984)의 학습양식이
론은 교실수업에서 학습활동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학생들마다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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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방법을 통해 학습활동을 했을 때 수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조영임, 2003;
Armstrong, 2004). 이는 학생들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수업, 즉 지역화된 수업이 효
과적임을 입증하는 이론들이다.
심리학적 개념인 플로우(flow)는 정신적인 작동상태로서 어떤 행위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이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
는다(Csikszentmihalyi, 1990). 플로우는 즐거움 또는 행복과 같은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단순한 기쁨보다는 완벽한 심리적 몰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플로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능력수준과 주어진 과제의 도전 수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주
어진 활동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지 않는 도전적인 과제여야 한다. 즉 학생의 학습능
력에 맞는 과제여야 한다. 이는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ZPD)(Vygotsky, 1978)과 맥
락을 같이 한다. 학생들이 이미 학습해버린 과제나 그들의 학습 능력을 벗어난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는 플로우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인지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
라서 학습자들의 플로우 존이나 근접발달영역 내에 있는 학습 내용이나 학습과제를 선
정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따른 개별화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지역화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광주부초황윤한
․
, 2010; Allan & Tomlinson, 2008; Tomlinson,
2000).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교실 수업에서 다루게 될 때 학습동기가
유발되고, 학습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된다(황윤한,
2003). 이는 미국의 학습과학개발위원회(Committee on Developments in the Science
of Learning)가 2년간에 걸쳐 연구한『인간의 학습 방법: 두뇌, 마음, 경험 및 학교』
(How people learn: Brain, mind, experience, and school)(NRC, 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
고 수업에 임하며, 만약 이들이 갖고 있는 기존 지식과 수업이 연계되지 않으면 그들이
배운 새로운 개념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즉 교실 수업은 학생들의 생활
과

밀착되어야

함을

증명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지역중심

(community-centered)의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질적인 수업이 촉진된다.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지역화는 타일러의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원리』(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Tyler, 1949)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타일러는
교육경험을 학습자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의 여러 외적 조건들 사이에서 벌어지
는 상호작용이라 규정하고, 다섯 가지 학습경험 선정 원리를 제안하였는 데 그 중에서
기회의 원리(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만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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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목표와 관련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을 느끼는 경험이어야 함), 가능성의 원리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서 경험이 가능해야 함)는 학생들의 생활 주변에서 가져오는 경험
이어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지역화를 지원하는 이론들이나 연구들은 너무나 많다. 먼저,
구성주의 철학이 이론적 기저가 되며,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인지발달이론, 가드너의 다
중지능이론,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이론 등의 심리학이 지역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한, 최근에 발달한 두뇌발달이론들도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지역화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2.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지역화
1) 제1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지역화
우리나라에서의 교육과정 지역화는 부분적이지만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인 『국민 학교 교과 과정』(문교부, 1955)은 머리말과 교과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말의 제3항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三. 본 과정 운용상의 주의
본 과정은 각 학교의 교육 계획과 교과 경영의 기준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
므로 모든 교육의 계획과 경영은 본 과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구현하도록 지
역 사회(地域 社會)의 특수성과 학생의 실정에 알 맞는 독자적인 연구와 창의
(創意)를 가하여야 한다. (p. 3)

위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그 출발에서부터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추구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지역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서상 구체적
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2) 제2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지역화
제1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지역화 내용은 이어지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
로 나타난다. 제2차 교육과정은 경험중심 교육과정 사조의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이경섭, 1997), 문교부령 제119호(1963.2.15)인 『국민 학교 교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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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교부, 1963)의 제1절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
육과정의 지역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3. 교육 과정의 운영
지역성의 강조
학교 교육에서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현실 사회와 유리된 획일적 경향이 나타난다. 모든 사물이 지역성과 역사성에
규제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각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학교도 마땅
히 그 지역 사회와 밀접 불가분의 관련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각 학교의 교육 목적, 교육방법, 교육 평가 등이 이러한 지역성을 등
한시하고 획일적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
시켜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여 사회에서 요구되는
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각 지역 사회의 학교는 국가적 기준에 의거하여
각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 사회의 모든 자원을 학습 경험에 효과적으로 이용
하여야 하며, 학습 경험의 결과는 민주 사회에 봉사하는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
반드시 이 지역 사회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새 교육 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것
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학교에서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왜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학교 교육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만 다루면 현실 사회에서
유리된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교가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으므로 학교 교육도 사회의 목적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
재를 육성해야 하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각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하여야 한
다고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은 각 지
역 사회의 모든 자원을 학습 경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학습 경험의 결과는
민주 사회에 봉사하는 개성을 가진 인간을 육성하여 반드시 이 지역 사회의 개선과 발
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교육과정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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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있어서 일반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지역화를 요구
하였다. 즉 각 학교에서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고 명시하였다.

3) 제3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지역화
그런데, 제3차 『국민 학교 교육 과정』(문교부령 제310호)(문교부, 1973)에서는 교육
과정 지역화가 제2차 교육과정에 비해 훨씬 제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3차 교육과
정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방침의 하나로 아주 간략하게 “라. 지역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보다 적절한 학습 내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p. 6)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지침에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p. 8) 제시된 교육과정대로 지도할
것과, 만약 지역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 내용 이외의 것을 첨가
지도할 수는 있으나,”(p. 8) 반드시 주어진 원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
로써, 교육과정 지역화를 사실상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운영 지침
가. 각 학교는 이 교육 과정에 따라 어린이의 심신 발달 및 지역 사회의 실
태에 적합한 교육 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나. 각 학교는 이 교육 과정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각 교과와 특별 활동
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지도 내용을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다. 국가 시책 및 지역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 교
육 과정에 제시된 지도 내용 이외의 것을 첨가 지도할 수는 있으나, 반
드시 국민 학교 교육의 목표 및 각 교과 지도 내용 선정의 원칙에 어긋
남이 없어야 한다. (p. 8-9)

4) 제4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지역화
제4차 교육과정은 문교부 고시로 『국민 학교 교육 과정』(문교부 고시 제442호)(문
교부, 1981)이 제시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지역화에 대해 교육과정 운
영지침의 지도 측면에서 약간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3차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크
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교육과정 운영지침의 계획에서는 “가. 학교에서는 이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심신 발달 정도, 학교의 특수성, 지역 사회의 실정에 알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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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p. 9)라고 했지만, 그 내용은 주로 시간 배정 시기에
관련된 것이다. 또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
는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준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필
요에 따라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별도 단원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교육 목표와
학생 수준에 알맞아야 한다.”(p. 10)라고 기술하였지만, 제4차 교육과정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문교부 연수 자료(문교부, 1982)에 의하면 주어진 교육과정의 “내용과 순
서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p. 36)한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다만, ‘학교장 재량
으로 지역사회, 학교,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별도 단원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과정 지역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제5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지역화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정 지역화는 제4차 교육과정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약화
되었다. 문교부 고시로 제시된 『국민 학교 교육 과정』(문교부 고시 제87-9호)(문교부,
1987)에 의하면,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계획 측면에서 (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발달 정도,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실정에 알맞도록 교육 과정 운영 계획
을 수립한다.(p. 6))라고 언급했지만, 그 내용은 주로 시간배당에 관련된 계획이다. 지도
측면에서도 “마)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는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준
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p. 7)라고 기술함으로써 제4차 교육과정에서처
럼 내용과 순서의 재구성 정도에 불과하고,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별
도 단원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과정 지역화는 약화되
었다고 할 수 있다.

6) 제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지역화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1992)은 흔히 교육과정 편성운영
․
측면에서 ‘중앙집권형 체제
에서 지방분권형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한 교육과정으로 일컬어진다. 물론 김순경
(2010)의 논의처럼 분권화를 지역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6차
교육과정은 지역의 교육에 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
적인 전환이라는 점에서 지역화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방교육자치라는 필연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991년 6월 20일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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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1991.3.8. 제정)의 목적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라고 명시하였고, 이것이 곧 교육과정 지역화의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동 법률 제1조(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 법률 제3장(교육감) 제1절(지위와 권한)의 제27조(관장사무) 제6호에는 ‘교육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 이외에 더 필요한 구체적인 편성운영
․
지침을 각 시도
․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1992)의 성격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다. 이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기준 이외에 더

필요한 구체적인 편성운영
․
지침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호에 의거,

각 시도
․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정하여 시행한다.“(p. 1)라고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하여 시도
․ 교육청이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
다.
제6차 교육과정 해설서(교육부, 1994)에 의하면, 기존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이었다.
◦ 교육과정의 구체적∙세부적 사항 일체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여 제시
하는 중앙 집권형의 교육과정이었다.
◦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에는 교육과정에 관한 선택, 결정의 재량이 거의 없
으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바로 시∙도의 지침, 학교 교육과정의 기능까지
도맡아 발휘했다.
둘째, 교육과정 구조가 경직되고 획일적이었다.
◦ 학생이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이수 과정 및 교과목의 선택이 어렵고, 전
국 어느 학교에서나 동일한 과정, 동일한 교과목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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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특성,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 등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각 지역별로 교원, 학부모, 관계 전문가가 교육 내용이 선정과 편성에 참여
하기 어렵다.
셋째, 교육 과정 내용 중에 시대적, 학문적, 개인적 측면에서 부적합한 점이 많
았다.
◦ 시대적∙사회적 변동, 학문의 발달, 학생의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의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실제 생활 및 문화와 유리된 내용이 많았다.
넷째, 교육 과정의 목표 달성에 있어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 교육과정이 교과의 지식 체계 제시에 그쳐,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미흡하다.
◦ 교육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과 점검의 질 관리 체제가 미
흡하다.

다섯째,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
폐쇄성, 경직성이 문제였다.
◦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학교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미비하였다.
◦ 현장 교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여, 교과서, 참고서에 의
한 암기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다. (교과부, 1994, pp. 36-37)

위의 문제점들이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이 되었으며, 그 결과가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
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이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
하는 제6차 교육과정이 탄생한 것이다. 즉, ⅰ)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

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
․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재량권을 확대하였고, ⅱ) 다양한 이수
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필수 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교육 내용
의 획일성을 해소하였으며, ⅲ) 학습량과 수준을 조정하고, 교과목 체계의 개선으로 교
육 내용의 적합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줄였고, ⅳ)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
고, 학습과 생활의 기초 능력을 신장하며,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교육과정 지역화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주어지는 교육과정’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
정’으로 표현하였다(교육부, 1994, p. 4). 당시 교육부가 펴낸 교육과정 해설서(교육부,

1994)에 의하면 교육부, 시도
․ 교육청, 학교와의 관계를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제시하였

다. 즉, “학교(교실)는 교육 운영에 있어서 교육부 → 시도
․ 교육청 → 학교와 같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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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수준의 말단 기관이나 종착역이 아니라 교육 운영에 있어서의 교육의 진원지, 근원

지이며, 시발역인 것”(p.5)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각 교육 주체들은 ‘교육부 ⇆ 시도
․ 교
육청 ⇆ 학교’와 같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범위는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 교육청이 제

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지침 및 각 학교의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실제 교실 수업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실 교사가 계획해 놓

은 구체적 교수학습
․
계획(연간, 월간, 주간)이 교육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교육부,
1994, p. 6). 이러한 관계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 그 수준과 위상을 정리
하였다.

∙교육부(국가 수준
의 교육과정 기
준)

∙교육법 제155조 1항 근
거(일반적, 공통적, 기
본적, 요강적인 기준)

①
기준
↑
↑

∙시도
․ 교육청(지역
수준의 교육 과
정
편성․운영
지침)

↓
↓

지침
↑
↑

∙ 학교 ( 단위
학교 교
육과정)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6호 근거
(지역 특성, 실태, 요구
를 고려한 편성운영
․
지침)

②

↓
↓
③
교육 과정

∙교육법 제150조
근거(학교 실정,
학생 실태를 고
려한 구체적인
교육 과정 수
업)

[그림 1] 교육 과정의 수준과 위상(출처: 교육부, 1994, p. 6)

위의 그림은 그 동안 “교육과정의 성격과 의미가 애매모호하여 교육과정의 제정 구
성권, 편성권, 운영권 등의 구분이 불명확”(교육부, 1994, p. 48)하였던 것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며,

편성․운영 체제에서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의 역할․기능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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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지역화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
지역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
대해 시도교육청
․
, 지역교육청, 학교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교육방법에 대한 반발로 나타
난 열린 교육의 정신인 교수학습의
․
개별화개성화다양화를
․
․
반영하여 수준별 교육이 이
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
는 교육과정’,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성격이 명시되었다(교육부, 1997, p. 4). 이러한 교육과정의 성격은 교
육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교육과정 성격에서부터 밝혔음을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학교 교육과정
의 중요성이다(이경환, 1999).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에 직접 참여했던 이경환(1999)은 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
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및 실태에 알
맞게 각 학교별로 마련한 ‘의도적인 교육 실천 계획(school program)'을 의미한다.”(p.

70)고 정의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을 ⅰ) 교육의
효율성(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해, ⅱ) 교육의 적합성(suitability)을 높이기 위해,
ⅲ) 교원의 자율성(autonomy)과 전문성(professional expertise)의 신장을 위해, ⅳ) 교
육의 다양성(variety)을 추구하기 위해, 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유행했던 열린 교육이 추구했던 내용들(은용기, 1998)도 많
이 반영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
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면 교육과정 지역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부 ⇆ 시도
․ 교육청 ⇆ 지역 교육청 ⇆ 학교’의 구도가 완

성된 것이다.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해 실천중심장학자료를 개발
하여 보급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지역화와 관련하여 그 이외의 내용은 제6차 교육과
정과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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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지역화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과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은 교육과정 지역화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기조를 대부분 그대
로 이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와 시도
․ 교육청의 지

정권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특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지역 교육청과 교사의 역할도 강조하였
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 체제의 확립을 내세웠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 ⅲ; 교육과학기술부,

2008, p. 171). 특히 학교에 교육과정 연구실을 확보하도록 하여 교육연구
․
기능을 강화
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는 학교
에서 교육과정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관련해서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에서는 학
교 교육과정 자율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과정의 지역

화를 확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
․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하였고(p. 5),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p. 20).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교육과정 자율화’

이다. 단위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
하되, 국가와 시도교육청
․
및 지역교육청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시킨 것이다(pp. 23-25). 시도
․ 교육청의 교

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특히,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

극적으로 연계 협력해서 교과 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
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지역화와 관련해서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육과정 지역화는 문서상으로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지역화가 하나의 독립된 과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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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이 주어졌다. 그러나 박채형(2010)은 제2차 교육과정
에서의 지역화는 “구호의 수준에 표방했을 뿐이며, 그 아이디어는 당시에 전혀 실천되지
않았다.”(p. 443)고 평가했다. 그 이후에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권력 개입 현상이 일어
나면서 교육과정 지역화는 힘을 잃어갔었다. 교육과정 지역화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
결정 권한이 국가, 시도
․ 교육청, 학교로
분산되면서부터이다.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
면서 ‘교육과정 자율화’가 강조되어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이 중요시 되었고, 특히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 제도화되고 지원되면서 교육과정 지역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방법의 지역화
1) 제1차 교육과정～제5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방법의 지역화
지역화에 따른 교육방법은 지역화에 따른 교육과정과 맞물려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
다. 제1차 교육과정에는 <교과의 목표>, <교과의 지도 목표>, <교과의 지도 내용> 중심
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수업방법에 대해 추측만을 할 뿐 어떤 교육방법을 활용했는지
구체적이지 못하다. 단, 국어과 과정의 ‘국민 학교 국어과 지도 방법’에 의하면 수립한
단원은 <단원의 목표 → 단원의 내용 → 자료의 수집 → 도입 → 기본적 지도 → 발전
적 활동 → 평가>순으로 지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문교부, 1955). 제2차 교육
과정 시기에는 <지도상의 유의점>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만, 지도 방법은 제1차 교육
과정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교육과정에도 <지도상의 유의점>이 제시
되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지도 요령으로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도 계획을 세울 때 지역성시대성을
․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저학년은 생활주변의 학
습 소재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탐구활동 중심으로 지도할 것을 제시했다.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의 <운영 지침>에 교과 지도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학생의 능력과 실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문
교부, 1987, p. 8) 정도의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2) 제5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방법의 지역화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교육과정처럼 각 교과마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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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별도로 제시하였으나, 제5차 『국민 학교 교육 과정』(문교부, 1987)에서는 <운
영지침>에 개요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주어진 내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음은 제5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과 지도방법이다.

1. 지 도
가) 국어과 교육 과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영
역으로 구성하였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국어사용의 기능
을, ‘언어’는 국어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과 국어의 올바른 사용법을, ‘문
학’은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그리고 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
학 지식을 다루도록 한다.
나) 국어 교과의 지도는 전달 내용으로서의 사고와 전달 매체로서의 언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켜, 표현
활동과 이해 활동을 효과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언어 활동은 활동의 내용인 ‘사고’, 사고의 전달 매체인 ‘언어’, 그리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세 요소를 포함한다. 국어과에서는 이 세
요소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언어 사
용 기능의 발달과 지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점 지도
목표를 구분한다.
⑴ 1, 2 학년에서는 언어 활동에 즐겨 참여하는 의욕을 고취하도록 한
다.
⑵ 3, 4 학년에서는 표현하거나 이해하여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선정,
조직하도록 한다.
⑶ 5, 6 학년에서는 목적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언
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 국어과에서 사용하는 교수학습
․
자료는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국민 정신교육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⑴ 정직, 책임, 근면, 진취, 협동
⑵ 가치에 대한 신념, 이상이나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
⑶ 다른 사람의 인격 존중과 인간에 대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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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질서, 규칙, 법, 사회적 관습의 존중
⑸ 학교, 사회, 국가의 공적인 이익을 위한 헌신적 봉사 정신
⑹ 특수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아 인식과 민
족적 자부심
⑺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국가관과 세계관
마) 국어과 교과서는 국어과 교육 과정이 조화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어(말하기듣기
‧
)’, ‘국어(읽기)’, ‘국어(쓰기)’의 세 책으로 나누어
편찬한다. 따라서 국어과 시간 배당 운영에 있어서는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국어(말하기듣기
‧
)’, 국어(읽기)’, 국어(쓰기)’ 시간을
각각 별도로 배정하여야 한다. (문교부, 1987, pp. 67-68)

3) 제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방법의 지역화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방법이 <총론>의 <운영지침>에 개요 형식으로 제시되었고,
각 교과마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을 별도로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교육과정 구성 방침의 하나로 “학생의 개성, 능력, 요구를 고
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교육부, 1992, p. 1)라고만 제시할 뿐 보다 구
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1994)가 펴낸 교육과정 해설
서는 이 부분을 ‘산업 모델 교육’에서 ‘인간 모델 교육’으로의 교육방법에서 패러다임적
전환을 한 것으로 크게 다루고 있다.

“학생의 개성, 능력,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세
번째 방침은 교육의 방법, 운영면을 고려한 기본 방침으로서, 지금까지의 획일
적이고 폐쇄적이며 경직된 교육 체제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며, 교육과정 구성과 편성에 이 방침이 반영되도록 하여 교육의 다양성,
융통성, 탄력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p. 46).

교육부(1994)가 주장한 ‘산업 모델 교육’에서 ‘인간 모델 교육’으로 전환이란, 기존의
우리 학교 교육은 “마치 산업 현장에서 동일한 설계도에 의해,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공
정으로, 동일한 규격품을, 동일한 속도로 대량생산해 내는 ‘소품종 다량 생산 모형’과 같
이, 동일한 교육내용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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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해 온 ‘대량 획일 교육 모형”(p. 46)이었는데,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 적
성, 능력, 흥미, 관심, 진로 등을 살리고 학습의 성공적 성취를 보장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타고난 소질과 수월성을 최대한으로 신

장발휘하도록
․
해주는”(p. 47) 인간 모델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해
설서에 제시된 두 패러다임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교육방법의 패러다임 전환
산업 모델 교육

인간 모델 교육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며, 경직된 교육 체제와 운
영 방식

다양성, 융통성, 탄력성을 지닌 교육과정의 구성
과 편성

전체성, 공통성, 통일성, 평등성, 능률성 등은 효
과적으로 유지

개별성, 수월성, 다양성, 효율성, 적합성이 확보
됨.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
는 교육의 양적 기회 균등과 평등성 문제 해결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 적성, 능력, 흥미,
관심, 진로 등을 살리고 학습의 성공적 성치를
보장: 질적 기회 균등 실현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

다품종 소량생산-다품종 변량 생산 체제

전체성, 획일성, 능률성이 존중되는 교육

다양성, 개별성, 인간성이 존중되는 교육

각론의 각 교과에서는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4. 방 법

가. 국어과 교수학습
․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⑴ 학습 목표는 교육 과정의 영역별 내용 체계 및 학년별 내용, 학생들의 성
취 수준, 학생들의 요구 및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되, ‘말
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영역의 학습 목표가 유기적인
관련을 맺도록 한다.
⑵ 학습 내용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한 내용으로 선정하되, 학습 내용들
사이의 연계성과 위계성을 고려한다.
⑶ 학습 활동의 계획은 학습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의 소개, 기존 지식
의 활성화,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내용 개관, 학습 목표의 구체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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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제시, 교사 주도 활동과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 등에 관하여 세부
적으로 수립한다.

⑷ 학습 내용의 심화발전에
․
대한 계획은 학습 내용의 정리, 질문 및 토론,
적용 및 일반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나.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의
․
원리를 창의적

으로 활용하되,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의
․
원리를 적용하여 표현
및 이해 기능 수행의 세부 과정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지도하도록 한다.

⑴ 설명하기 단계에서는 주어진 학습 목표 또는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원리,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⑵ 시범보이기 단계에서는 주어진 학습 과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사고의
과정을 구체적이고 단순한 예를 통하여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 주거나
모형을 제시한다.
⑶ 질문하기 단계에서는 설명한 내용 및 시범 보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학습 과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지식, 원리
과정 등에 관하여 세부 단계별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을 한다.
⑷ 활동하기 단계에서는 주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학습한
지식 및 원리를 사용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로 이해하거나 표현하
는 활동을 한다.

다. 언어 영역의 교수학습은
․
자음과 모음, 낱말의 짜임 등에 대한 지식 자체의
설명보다는,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국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중
점을 둔다.

라. 문학 영역의 교수학습은
․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마. 국어과 교과서는 국민 학교 국어과의 특성을 살려, 국어 사용 능력을 균형
있게 신장시킬 수 있도록 ‘말하기듣기
․
’, ‘읽기’, ‘쓰기’의 세 책으로 나누어

편찬한다. 따라서 국어과 시간 배당 운영에 있어서는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말하기듣기
․
’, ‘읽기’, ‘쓰기’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여야
한다.
바.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게 될 제재는 가급적 ‘교육 과정 구성 방침’에 제시된
바람직한 ‘인간상’과 ‘편성운영
․
지침’에 제시된 ‘도덕, 환경, 경제, 근로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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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보건안전
․
, 진로, 통일 교육’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한다.
사. 학생의 다양한 경험 세계, 학생의 요구, 학생의 개인차, 지역의 사회적, 문
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어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교수학습
․
자료를 적

절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⑴ 국어과의 교수학습을
․
위한 보충 자료는 가급적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발달 단계, 경험 세계에 직결되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위의 ‘바’ 항에 제
시된 것과 교과 목표, 그리고 관계 법령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⑵ 국어과 교수학습을
․
위한 보충 자료는 여러 유형의 글, 특히 아동 문학
작품에 대한 독서의 기회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구성한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방법을 토대로 교육과정해설서나 교사용지도서가 집필되고, 구
체적인 수업안이 작성되었다. 따라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방법이 다르게 제시되었다
고 할 수 있다.

4)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방법의 지역화
교육방법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미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1995년에

정부가 추진했던 5․31 교육개혁에 의해 그 동안 몇몇 사립학교들이 주도했던 ‘열린교육’

운동이 범국가적으로 확대되었다. 열린교육운동은 결국에 가서는 제6차 교육과정이 추
구했던 ‘인간 모델 교육’ 패러다임이었으며, 교실 수업 개선 운동으로 나타났다. 제6차
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은 일명 ‘수준별 교육과정’이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수학영어
․
), 심화보충형
․
수준별 교육과정(사회과학
․
․

영어), 고등학교에서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지고, 이에 따른 수준별 학습 활
동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도 함께 제시되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와 마찬
가지로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방법에 있어
서 <교수학습
․
계획>, <교육학습
․
방법>, <교수학습
․
자료>를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4. 방법

가. 교수학습
․
계획

(1) 교수학습
․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습자가 의미 있는 국어 학습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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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창조적인 국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학습 목표는 교육 과정의 ‘3. 내용’,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성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
어 지식’, ‘문학’ 영역의 학습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한다.
(중략)
(2)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 1 장 교육 과정의 편성
과 운영’을 참고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보충 학습 계획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내용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립한다.
① 보충 학습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내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시하되, 그 시기는 교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중략)
나. 교수학습
․
방법

(1) 영역별 학습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
전개
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킨다.
(나) 개별적인 언어 현상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지양하여 국어
사용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다) 지식을 주변 세계의 언어 자료나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지도함으
로써 지식의 생성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라) 언어 수행에 필요한 원리 및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시범, 질문,
학습자의 독자적인 연습, 자기 점검과 평가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련
지어 지도한다.
(마) 문제 해결 과정(문제 인식, 문제 이해, 해결 계획 수립, 해결 시행, 반
성 등)과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문제 해
결 결과 뿐 아니라 해결 과정과 그 방법도 중시한다.
(바) 언어 수행에 대한 자기 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국어 사용의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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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토의, 토론, 현장 학습, 협동 학습 등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에 적

합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학습을
․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

의한다.
(가)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강조하
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나)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활동을 권장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반
응을 적극 수용한다.

(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수학습
․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성실하게 듣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마)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바) 의견과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사)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한다.

(3) 본질, 원리, 태도의 학습 내용이 실제의 국어 사용과 연관되도록 교수학
․
습을 전개하

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듣기 지도에서는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용의 정확성, 타
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화자의 관점과 의견을 비판적으로 평가
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나) 말하기 지도에서는 말하기 상황에서 실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양한 형식으로 말하되, 적극적으로 협동적인 태도로 의견을 교
환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다) 읽기 지도에서는 필자의 목적, 글의 형식과 특성, 독자의 관점 등에
유의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특히,
읽은 글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 학습 활동을 강조한
다.
(라) 쓰기 지도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실제로 글을
쓰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특히, 쓰기 상황과 조건을 분명하게 제
시하여 글을 쓰게 하고, 쓴 글에 대한 자기 비정과 상호 비정 활동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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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어 지식 지도에서는 지식에 대한 설명보다 탐구 학습을 통하여 지
식을 생성해 내는 경험을 강조하되, 학습한 내용이 창조적 국어 생황
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바) 문학 지도에서는 개별 작품을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어 봄으로써 심미
적 상상력과 건 전한 심성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인생관과 세계관 형
성을 돕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특히, 문학의 창작 지도에서는 개
작, 모작, 생활 서정의 표현 등 작품의 심층적 감상을 돕는 학습 활
동을 강조한다.
다. 교수학습
․
자료
(1) 국어 교과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국어’ 교과의 특성을 사렬 국어 사용 능
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
어 지식’, ‘문학’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도록 한다.
(이하 생략)
(교육부, 1998, pp. 126-129)

위에 인용된 것처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써 교육방법 변화 요구(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변화 요구는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요구되었던 교실 수업 개선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방법의 지역화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되, 제
7차 교육과정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즉, 제7
차 교육과정이 강조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재이수(유
급) 및 월반 등이 교육 현장의 여건상 적용되기 어려웠으며, 학교별로 각 수준에 대한
학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p. 91) 이로 미루어, 제7차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
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사들에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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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육방법을 <교수학습
․
계획>과 <교수학습
․
운용>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누고, 이전보

다 훨씬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는

개별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수학습을
․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달리 학습자의 개인차를 반영한 수업을 강조하였다.

⑵ 학습자의 학습 준비도나 ‘성취 기준’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개인차를 해소하
기 위한 교수ㆍ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학교의 실정, 학습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
여 계획하되,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교육 활동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학습 과제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되, 학습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①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학습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다.
② 개인차에 따른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시기는 학습자와 수업 상황에 따
라 적절하게 조정한다.
㈐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ㆍ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① 학습자의 관심, 흥미, 선행 학습 경험, 학습 준비도, 학업 성취 수준 등
을 고려하여 자료를 개발한다.
②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나 학습 단계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자
료를 개발한다.
③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ㆍ학습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학습의 효율
을 높이고,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개별화한다. (p. 96)
교수학습
․
운용 면에서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수학습이
․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⑵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ㆍ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수업 시간 중에 학습자의 반응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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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습자가 공통적인 학습 과제 이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과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보충 또는 심화할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한다.
㈑ 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학습 과제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선수
학습 정도에 따른 개인차를 줄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인차를 고려한 소집단을 구성하
여 교수학습을
․
전개하도록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p. 99)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의 또 다른 특성 중의 하나는 각 교과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들을 명시한 것이다. 교과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국어과와 도덕과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어과] 학습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직접 교수법, 문제 해결 학습법, 창
의성 계발 학습법, 반응 중심 학습법, 탐구 학습법, 현장 학습법, 개별화 학
습법, ICT 활용 학습법, 가치 탐구 학습법, 토의ㆍ토론식 교수법, 협동 학습
법 등 다양한 교수ㆍ학습 방법을 활용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p.
98)
---나. 도덕과 수업은 학생들의 지적, 도덕적 발달 수준에 부합되는 교수ㆍ학습 방
법을 학년별로 고려하고,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알맞은 다양한 교
수ㆍ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도덕과 수업에서는 교육 내용에 알맞게 강의법,
문답법, 토의ㆍ토론법, 논술법, 시청각 매체 활용법, ICT 활용법, 협동 학습
방법, 프로젝트 학습 방법, 역할놀이 방법, 실천 체험 학습법 등 다양한 방
법들을 활용하도록 한다. (p. 130)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에서는 ‘자율화’의 기조 하에 교육과정 편

성운영
․
측면에서 크게 변화를 주었으나, 교육방법 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총론
에서 기본적인 내용의 차이보다는 용어 사용상의 차이라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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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극복’ 강조에서 ‘학습의 개별화’를 강조한 것이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인차 극복’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따른 개별화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학습
의 개별화’는 그 외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
의 개별화 측면에서도 원론적인 진술만 있을 뿐 특기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기할 점은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교과의 수업시간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를 꾀한 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교육방법의 지역화와 관련해서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

지 총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5․31 교육개혁 조치 이후에 개
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개별화개성화다양화
․
․
’라는 수준별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생

들의 학습 능력에 따른 수업 방법이 강조되었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되어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따른 수준별 학습이 강조되었
다. 이러한 맥락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교육방법의 지역화가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
로 한다.

Ⅲ. 지역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현실과 원인
주제 발표 준비 기간의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정 지역화의 현실에 대한 직접적
인 연구는 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2009년에 한국교육평가원 주관으로 「교육과정 분
권화지역화자율화의
․
․
방향 탐색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고, 2011년에 한국교육과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교
육과정의 지역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여기서는 그 외에 몇 가지 관련 자료를
분석종합하는
․
선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지역화 현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지역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현실
1) 교육과정 지역화의 현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주어진 주제와 관련된 현상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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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시작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밝혀내게 마련
이다.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지역화에 관련된 연구들(김평국, 2009; 김영천 외, 2009; 박
순경, 2003, 2009a, 2009b, 2010)도 현장에서 교육과정 지역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그 결과들은 문제점 지적이 있게 마련이다.
지역화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연구는 박순경(2003)이 국가 교

육과정 적용 과정에서의 교육과정 지역화 노력의 실효성에 대해 시도
․ 교육청 수준 교육

과정 편성운영
․
지침의 연구개발
․
과업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국가 교육과정 적용에서의

교육과정 지역화의 실효성 논의」이다. 시간이 조금 지난 연구이기는 하지만, 각 시도
․

교육청의 지역화 노력의 성과를 점검한 연구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국가수준의 지침과
시도교육청
․
지침간, 그리고 16개 시도
․ 교육청 상호간에 차별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다(p. 19).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원용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
연구인력 부족이나, 상부 기

관에서의 교육과정 지원 방식이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

지 못한다는 것을 들었다. 시도교육청이
․
어떠한 형식의 교육과정도 개발하지 않은 채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
위한 지침만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박순경(2010)의 최근 연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박순경은 교육
과정 지역화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ⅰ) 교육과정 관리 체계의 확립 및 역할 분담을
현실화시켜야 하고, ⅱ) 교육과정을 중심 축으로 하는 국가-지역-단위 학교의 각 수준
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하며, ⅲ) 문서로서의 교육과정
에 국한되는 데서 벗어나,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활성적 장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
였다.
교육과정 지역화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된 김평국(2009)의 글에는 현장의 실태가 적나

라하게 드러나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
개발보급하는
․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은
․
국가 교육

과정을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국가 교육
과정의 총론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고, 교과 교육과정은 요약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
․
교육과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국가 교육과정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이에 토대를 두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침 개발에 필요한 전문성도 부족
하다”(p. 42)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현장의 전문가들의 토론(김정희, 2009;

김호훈, 2009)에서도 그대로 입증이 되었다. 타 시도
․ 교육청도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하
고 있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
․
수준에서 나타난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식 부족 문제들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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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김평국, 2009). 즉,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할 책임을 지는 교무 부장 등 소수의 교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침의 존
재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p. 43)는 것이다.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교사도 그것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
장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김영천 외(2009)의 연구와 한춘희(2009)의 글에서도 자주 등
장하는 현상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강조하고 있어서 교육과정의 지역
화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나 2007 개정
교육과정과의 실질적인 차이가 별반 없다는 점이다(박천환, 2008). 이제 시행 시작단계
에 있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중이수
제, 학년군제, 교과군제 등의 도입은 본 발표자가 몸담고 있는 초등교육계에서는 교사들
의 주의를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2) 교육방법 지역화의 현실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교육과정에 교육방법에 대해 구체적으
로 제시하지 않고 <지도상의 유의점> 수준의 개요식으로 제시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교육과정이 처음 제시될 때부터 단원 중심으로 수업이 전개되었고, 단원을 지도할 때는
<단원의 목표 → 단원의 내용 → 자료의 수집 → 도입 → 기본적 지도 → 발전적 활동
→ 평가> 순으로 제시되어 있어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발표
를 위해 이 기간 동안의 교육방법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
이를 지역화에 관련시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최근의 몇몇 보고서를
중심으로 종합정리하는
․
선에서 현실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방법에 대한 실태는 「한 여름

방의 꿈: 제7차 교육과정 환상과 추락의 내러티브」(김영천이희용이현철최준호
․
․
․
, 2009)
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의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현장의 실태를 보고서 그대로 몇 가지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 경력이 많은 일부 선생님들은 현재의 교육과정이 5차든 6차든 7차든 그냥
교과서 그대로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p. 81)
• 아이들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상황에 적절한 학습 자료를 준비해 놓기
는 쉽지 않다. 늘 수준에 적절한 처치를 위한 지도 계획을 짜고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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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도된 수업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p. 84)
• 수준별 수업 역시도 공개용 수업만 보면 별다른 문제없이 무난히 이루어지
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평소의 일반적인 수업의 장면과 비교해보
면 수준별로 적절히 준비된 수업은 공개 수업 때나 제대로 하는 일종의
Show라고도 말할 수 있다. (p. 90)
• 학습부진학생의 구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위
한 심화지도는 이삭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p. 93)
• 주의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가 최소 성취 기준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p. 97-98)
• 수행평가의 처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수행평가의 의미는 여전히 뒷전에 머
물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었다. (p. 116)
• 결국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학부모나 교사, 혹은 다른 누군가의 책임과
관심어린 지도를 통해 학습 자체에 대한 의욕을 돋구어주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매체나 방법도 의미를 찾기 어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p. 140)

한 때 열린교육 운동이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수업을 되돌아보게 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교실 수업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발표자의 판단으로는 변화가 있었지만 임계
점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물이 끊을 때 임계점을 지나면 전혀 다른 수증기로
변하듯이, 교실 수업도 일부에서는 달구어졌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라고 생
각한다. 다만, 최근 들어 (창의적)체험학습이 강조되었고, 학교교육과정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비되었기 때문에 지역 및 학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들(다음 절에서 다룰 저해 원인들)로 인하여 지역화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지역화의 저해 원인
교육과정 지역화는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개정 교육과정들이 ‘지역의 특수성, [지역] 교육의 실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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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원주민의
․
․
요구와 필요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교의 실정에 알맞
은’, ‘학생의 개성과 능력, 요구 등을 고려한’ 등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교육과정이 학
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왔다. 교육과정이 고시 형식으로 제시되기 때문
에 문서상으로는 지역화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화가 미미한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육과정과 수업 개발에 대한 교원들의 낮은 인식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수차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정해왔다. 처음에는 문교부령으로 시

작하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제공공포되었고
․
, 교과서도 국가에서 만들어 제공하
였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란 국가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왔던
바이다. 예를 들어, 박순경(2010)은 국가 교육과정의 과도한 장악력으로 인하여 교육청

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일 것
이다(p. 99)고 했다. 또, 은용기(1998)는 “‘교육과정은 나라에서 정해 주는 것’ ‘일선 현
장학교, 학습은 이 법을 충실히 시행하면 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고, 일선
현장인들의 자존의식, 책임관념, 창의성이 말살되었으며, 교육의 획일화, 정체화를 초래
했다는 사실은 직시되어야 한다.”(p. 4)고 주장하였다. 은용기의 지적은 지금도 크게 다
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많은 교육자들이 유태인의 교수법을 예로 들면서 ‘물고기를 잡
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외치지만, 정작 국가에서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현장 교원들은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국가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교원들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인
식 제고 방안과 교육과정 개발 능력 향상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업도 마찬가지다. 교육과정해설서와 함께 교사용지도서가 일선 교사들에게 제시된
다. 교사들은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그대로 수업을 하면 가장 잘 한 수업이 된다. 심지
어 임용시험 평가 기준도 교사용지도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사용지도서는 교실 수
업의 절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시범 수업이나 연구 수업을 할 때에는 교육과정이 요구
하는 지역화를 반영하기보다는 교사용지도서 모방하기에 급급하다. 그리그 자기 수업이
끝나면 평상시의 수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역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 인
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아이스크림(http://www.i-scream.co.kr), 인디스쿨
(http://www.indischool.com)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탑재된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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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지역
성이나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것들도 많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들이 교사 자신이 가르
치는 학생들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잘 활용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수업 자료를 만든다면 교육방법의 지역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려 받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편리한 상
황에서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수업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이다.

2) 교과서 중심의 수업
김평국(2009)은 지역화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을 ‘교과서 중심의 수업’에
두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형식적으로 절차에 따라 개발하지
만, 실질적으로 수업은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에
익숙한 교사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곧 교사의 소임을 다하
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교
과서에 지역화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주로 사회과에 제한됨) 지역화가 미흡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해설서(교육과학기술부, 2008)에서 교과부는 교사들에게 뚜렷한
학습의 목표 의식과 투철한 과제 의식을 요청했다(p. 179). 수업 시간에 다루는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학습자에게 요
구되고 있는 학습이 왜 그 단계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투철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
했다. 교과부의 이러한 요청은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만 들여다보면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루는 ‘교과서 중심 교육 운영 체제’에

서 벗어나, 국가기준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지침(시도
․
교육청)을
자세히 분석, 연구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교사가 교육 내
용이 주인이 되는 ‘교육과정 중심 교육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p. 179)임
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상당수의 교원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교과서가 개발

되어 있지 않다는 걱정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영천이희용이현
․
․
철최준호
․
(2009)의 연구에서도 “경력이 많은 일부 선생님들은 현재의 교육과정이 5차든

6차든 7차든 그냥 교과서 그대로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p. 81)라고 보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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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3) 교육과정과 수업 개발에 대한 교사교육의 미흡
본 발표자가 공부했던 일리노이대학교 교육대학에서는 교육대학이나 인문대학에서 1,
2학년 때에는 기본적인 교양과 교직 소양교육을 받고 3학년에 올라오면 본격적으로 현
장실습(practicum)이 실시된다. 이때는 각 교과별로, 또는 전공 심화과정별로 오전에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 관찰 및 참관, 그리고 보조교사를 하면서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한
다. 학생들은 박스를 하나씩 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거나 구입
하여 자신이 교사가 되었을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마
지막 학기에는 한 학기 내내 수업실습을 하는데, 이때는 장차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신이 개발하여 가르치게 된다. 따라서 일리노이대학교 교육대학생들
은 자기들이 가르칠 교육과정에 대해 2년 동안 현장에서 개발하고 또 이것들을 실습에
서 실험해보고 나서 교사가 되는 것이다.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육과정과 수업> 교과를 강의하는 유명한 교수들 중에는

현장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많다. 초중등학교
․
교사를 했던 일리노이대학교의 슈버트(W.

H. Schubert), 고등학교 교사를 했던 UBC의 파이너(W. Pinar), 미술교사였던 스텐포드
대학교의 아이스너(E. Eisner) 교수 등은 현장 교사 출신들이다. 이들은 교사를 하면서
직접 교육과정과 수업을 개발해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을 연구하여 제자들과
함께 공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육대학교 교수들 중에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을 개발해 본 경험을 가진 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범대학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심지어는 ‘나는 교육과정 이론가여서 현장 교사들은 박사과정
의 내 학생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교수도 있다. 물론 이론가들이 예비교사들을 지
도할 때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거나 관심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교수와 없는 교수는 강의 내용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Ⅳ.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지역화 과제와 발전 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우리나라 역대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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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와 최근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지역화 현실을 토대로 하여, 지역화를 위한 과제
가 무엇이며, 차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여기서도
양해를 구하는 것은 본 발표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연구들과
문헌, 그리고 발표자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화 과제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독
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항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 또한 지역화일 수도 있다
고 생각한다.

1. 교육과정 지역화 과제와 발전 방안
국가에서 고시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지역화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
서상으로는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시행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
지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화를 위한 현장교원들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교육과정 개발 경험과 능력 부족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문제들은 여기에서 파생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지역화 과제
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화를 위한 현장 교원들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인식 및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그 동안 교육과정을 개발해 본 경험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교원들을 위한 정기
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1) 교육과정 개발 연수 체제의 정비
어떤 일에 대해 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전혀 없으면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도 관련시켜 만들 수 없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교육청이
․
제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지침이 교사들의 책상 주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어도 1년에 한 두 차례는 모든 교원들로 하여금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자기 지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그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다. 시험을 본다
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자기점검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담을 주지 않고 관
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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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고시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직무연수로 끝나 버리고 만다. 그것도 새로 개발
된 교육과정 내용 전달 형식이다. 이러한 듣기 중심의 연수는 그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연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모든 교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정도) 인터넷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관련 지식을 완전학습 형식을 빌어 체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는 학교에서 교장 중심으로 연수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연수 이수학점에 포함시켜 교사들에게 연수 점수 혜
택을 주고, 그 결과는 학교평가의 한 항목으로 넣어 교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표자는 1998년에 광주교육대학교 목포부설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
발 연수를 1학기 동안 실시하여 2학기 교육과정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데, 최소한 30
시간 이상 이론과 실제에 대해 연수를 해야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했다(황윤한목포부초
․
, 1998).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 연수는 다음
과 같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하여 특강 형식으로 30시간짜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
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PCK는 15～20시간 정도를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고,
나머지 10～15시간은 학교 현장에서 교장의 책임 하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
으로 구성한다. 인터넷 연수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개념, 이론, 방
법, 사례를 다루고, 학교에서는 숙의과정을 거치는 실습 위주로 구성하도록 한
다. 인터넷 강의는 각 강의의 마지막에 강의 내용을 질문 형태로 만들어 풀어보
도록 하되, 완전학습 형태로 만들어 최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획득할 때까
지 반복적으로 공부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된다.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PCK가 있을 때 이를
교실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터넷 강의를 모두 마치면, 학교에서는 교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개발 현장 연
수를 실시한다. 인터넷 강의를 중심으로 교육목표 선정, 교육내용 선정, 교육경
험 선정, 교육방법 모색, 평가 방안 등이 골고루 숙의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끝
나면 학년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질문들은 교과부 홈페이지의 Q&A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에
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구비하여 교사들의 관심을 높이고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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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장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수가 끝나면, 이를 자료화(학교교육과정)하고,
이러한 연수 시행여부를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현재 교무부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전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발이 될 수 있다. 모든 교사들이 참여할 때 교육과정에 대
한 인식을 높이고, PCK도 보장할 수 있다. 또 반드시 지역화에 대해 숙의를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전 경험이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2) 임용시험의 한 요소로 교육과정 개발 자료 심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관심은 예비교사일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발표자가 처
음 대학 강단에 섰을 때(1994년),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을 정확히 몰라 미국에서 공부
할 때 했던 방식대로, 제시된 주제로 단원을 개발하는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였다. 학
생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모든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여 단원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 그러한 기말고사는 폐지되었다. 학생들의 임용시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선 교장 선생님들로 부터는 매우 좋
은 반응을 얻었다. 당시 유행했던 열린교육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 능력이 교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에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면, 임용시험의 한 요소로 응시자가 개발한 교육과정 단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면접시 활
용할 수 있다. 그것이 형식적이 될지라도 예비교사일 때 단 한번이라도 온갖 노력을 다
하여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
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예비교사들이 개발하여 제출하는 교육과정 단원은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는 창의적인
단원일수록 좋다. 특히, 수업실습을 하면서 얻는 경험을 살려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실습도 내실 있게 전개되고, 예비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 능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
이다.

3) 교사양성과정에서의 현장 전문가와의 협동 강의
예비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능력을 심어주기에는 2～3학점의 수업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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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 대부분의 교육대학교에서는 2학년 때 <교육과정 (이해와 개발)> 또는 <교육과
정과 수업>(2～3학점)이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이론적인 부분만
다루기에도 벅차다. 그렇다고 이론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가르칠 수 없는 일이다. 임용시
험은 바로 이론적인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관
심이 낮고 지역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예비교사 시절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어떤 이유로) 배울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거나 배워도 ‘그런 것이 있단다.’
식으로 배우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예비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경험을 갖지 못한 더 큰 원인은 교원
양성기관의 교수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해 본 경험이 없거나 가르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상당수의 교원 양성기관 교수들은 현장 출신이 아니며, 현장 출신이라
할지라도 교육과정을 개발해 본 경험이 없는 교수들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강의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이론과 실제가 균
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발표자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이라
는 교과를 현장의 전문가와 team-teaching 형식으로 강의 한다. 15주의 강의 중에서
전반부 8주는 교육과정의 이해 중심으로 본 발표자가 강의하고, 후반부 7주는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현장의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부설초등학교 교장) 이상의 전문가가 강
의한다. 따라서 후반부는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실습을 하도록
한다. 학교 현장에는 교육과정 개발 경험을 한 우수 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장의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박사학위를 소지
한 교원들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평가에서 항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할 때는 현장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학평가 제도를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적어도 교육과정과 수업 면에서는 대학
의 부족한 면을 현장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육방법의 지역화의 과제와 발전 방안
교육방법의 지역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크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교과서 중심의 수업과 교육이란 ‘가르쳐 주기’라는 교사들의 인식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나라 교육의 획일성을 문제로 지적한다면, 그 원인은 교과
서와 교사용지도서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모두 같은 것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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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록 하여왔고 교사용지도서는 전국의 모든 교사들로 하여금 똑 같은 방법으로 가르
치도록 해왔다. 물론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가 전국 교사들의 수업을 일정 수준이 유지
되도록 어느 정도 기여해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과서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임용시험에서는 교
사용지도서가 기준이 아닌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은 이 교사용지도서만 매
달려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우수하고 창의적인 예비교사라고 할지라
도 교사용지도서 범위를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육방법의 지역화의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중심의 수업에서 지역의
특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둘째,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수업을 장려하는 환경 및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
다.

1) 교육 철학→교육 심리학→교육 방법 순으로의 변화 유도 체계화
본 발표자는 열린교육이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수업을 되돌아보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나 당시 열린교육운동이 오래 가지 못할 것
이라는 예감이 들었던 것은 교사들의 교육철학이 먼저 변하고, 교육방법의 원리를 설명
해주는 교육심리학적 이해에 이어 현장의 실제가 변해야 그 운동이 오래 갈 것인데, 우
리나라의 많은 교사들 경우에는 그 반대 방향이었다. 즉, 교사의 철학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나 교육청에서 열린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는 격이 되다보니 나중에는 그 원동력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최근의 교육방법을 주도하고 있는 철학은 구성주의 철학이다. 구성주의 철학에서는 사
전 경험과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된다는 인식론이다. 따라서 구성주의
철학에 의하면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지역화가 필수적이다. 학생
들의 실생활 경험과 그들이 삶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을 반영하지 못한 수업은 비효율
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성주의 철학과 맥락을 같이하는 교수학습
․
심리학은 피아제(J. Piaget)와 비

고츠키(L. S. Vygotsky)의 발생론적인지발달이론,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코브(D. Kolb)의 학습양식이론, 셀리그먼과 칙센트미하일리(M. Seligman an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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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kszentmihalyi)의 긍정심리이론 등이며, 이러한 심리학적 이론들을 뒷받침해주는 과
학적인 증거가 두뇌발달이론이다. 구성주의 철학과 인지발달이론, 다중지능이론, 학습양
식이론, 긍정심리이론 등은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수업을 하였을 때 가장 효
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철학과 이론들이 뒷받침된 교육방법이 개별화수업
(differentiated instruction)이다.
교과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명명하였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경쟁위주의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경쟁
을 부추기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들고 나왔을 때였다. 그런데 더 이해
할 수 없었던 것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경쟁위주의 교육이 엄연한
현실이어서 이를 극복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더욱 경쟁을 부추기는 뉘앙스가 들어 있
는 ‘수준별 수업’을 들고 나왔다. 이 두 사례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
을 하자는 원래 의도였지만 교사들에게는 크게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교
육방법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교사들의 철학적 인식전환을 시켰어야 했
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만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관련 심리학적 이론들을 이해시켰어야
했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학습능력(사전 경험과 사전 지
식), 흥미와 관심사, 학습특성, 학습환경 등을 반영한 개별화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을 찾게 되었을 것이다. 개별화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주변에서 학습문제
를 가져오며, 능력에 맞고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학습 내용을 선정한다. 학생들의 강
점 지능을 활용하고 그들의 학습양식에 따른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학습목표 성취률을
극대화한다. 교사들이 이러한 교육방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을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다.

2) 지방 교육청 소속 교육과학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계 강화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을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이들을 연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교육과정
을 평가하고 관장하는 기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할을 하는
QCA(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가 있고 각 지역별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스코틀랜드(Scotland) 지방에는 SQA(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 북아일랜드 지방에는 CCEA(Council for the Curriculum, Examinations,
and

Assessment),

웨일즈

지방에는QCAAW(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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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Authority for Wales) 등이 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교육과정을 관장하며,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미국에도 10개의 지방교육연구소(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Appalachia, Central, Mid-Atlantic, Midwest, Northeast &
Islands, Northwest, Pacific, Southeast, Southwest, West)가 있고, 이들 연구소에서
지역의 현안들을 연구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돕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해 각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과학연구원
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하여 각 지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방교육청 소속 기관인
교육정보원도 지역의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에서 연
구된 교육과정을 각 지역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에서 교사들이 연수할 수 있도록 한다
면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이 지역화가 보다 실속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좋은 수업 탐구 운동 지속적 전개
우리나라는 한 번 교원자격을 획득하면 그 자격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생자격
증으로서의 효과를 갖는다. 교사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무시험검정을
통한 2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지고, 3～4년의 기간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통
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 이후에는 전문직으로의 진출 외에는 정년을 할 때까지 자격
이 보장된다. 이러한 자격 제도 하에서는 교사들에게 자신의 수업에 반성과 보다 좋은
수업에 대한 도전 의식을 심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교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수업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별로
․
각

각 수업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수업우수교사인증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업연구대회는 여러 가지 형태와 명칭으로, 또 교과별로 이루어지
고 있어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
는 현장연구대회처럼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2011학년도부터 전국 10개 교육대학교들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 탐구대회’를 계획하여 대학별로 예선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별 예선대회가 끝나
면 전국대회가 계획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창의
적인 수업을 개발하도록 하여 장차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수업연구대회가 단위 학교→지역교육청별→시도교
․

육청→전국대회로 이어져 가면서 좋은 수업 탐구 운동이 전개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 221 -

한국교육학회 2011 추계학술대회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
추진하고 있는 수업우수교사인증제는 각 지방별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도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서울에서 수업명인이 광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좋은 수업을 탐구하는 교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학습의 기쁨을 창출하는 개별화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 전개
학습의 지역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 기쁨을 창출하게 한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서 학습 내용이 선정되고, 그들의 생활체험에서 학습 방법이 모색되며, 그들의 능력에
맞추어 평가되는 수업이어야 한다. 즉, 학습 내용의 개별화, 학습 방법의 개별화, 평가의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수업이 최근에 미국 ASCD와 교실 현장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가고 있는 개별화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황윤한조영임
․
, 2003, 2005,
2010; Tomlinson, 2001)이다.
개별화수업은 먼저, 구성주의의 지지를 받고 있다(Anderson, 2007). 구성주의는 사전
지식과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원하는 철학이다. 개별화수업은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인지발달이론 및 칙센트미하이 (M. Csikszentmihalyi)의 플로우
(flow) 이론에 입각한 수업 방법이다(Allan & Tomlinson, 2008; Tomlinson, 2000). 학
생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개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개별화수업은 가드너의 다중지
능이론 코브의 학습양식 이론을 접목한 학습방법을 선호한다(Gregory, 2005). 학생들의
강점 지능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개별화수업은 또한 긍정심리학과 최근 두뇌발달이론들
을 접목한 수업이다(Haley, 2009). 칭찬과 격려가 교사의 주된 학습 조직과 관리에 적
용하기 때문이다. 학습의 기쁨을 창출하는 개별화수업은 2009년부터 광주교육대학교 광
주부설초등학교에 의해 우리 교실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학습의 기쁨을 창출하는 학습방법의 학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제목의 전문도서(광주부초황윤한
․
, 2010)를

출판한 바가 있다.
사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개별화수업의 하나인 수준별 수업을 보급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문화에서 ‘수준별’이라는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
스는 교사들이 쉽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기본학습에

심화보충학습
․
정도가 수준별 수업의 근간을 이루고, 중고등학교에서는
․
능력별 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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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수준별 수업의 개념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본 발표에
서 의미하는 개별화수업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교사들에게는 원어 즉
‘수준별’이 갖고 있는 개념에 따라 학습 능력에 따른 그룹/반 편성 의미 밖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과부에서는 개별화수업과 같은 개념을 ‘맞춤형 학습’이라고
명명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 시켰고, 그 결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제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의 지역화를 위해 개별화수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학
생들의 흥미, 관심사, 호기심이 반영된 수업, 그들의 학습 능력의 부합하여 학습에 몰입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 그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을 활용한 수업, 능력에 따라 항상
만족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개별화수업에서 학생들은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Ⅴ. 결 론
미국의 한 교사는 교과서를 없앰으로서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높였다고 보고 하였다
(Ray, 2010). 한 고등학교 교사의 말을 인용하여 교과서만 활용하는 것은 교사에게는
수업하기가 편하고 쉬울지 몰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내용을 찾아 선정하고, 질문을 만들
며,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교
과서를 중시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직접 경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경험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교과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에서 하는 일
‘을 공부하는데, 전라도 시골아이들이 서울 시청에서 하는 일들을 배울 필요는 없는 것
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운다고 하더라도 상상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지역의 면사무소에서 하는 일이나 군청에서 하는 일
을 배우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와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며 수업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지역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실생
활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에서 배운 것을 생활에서 적
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교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화를 위
해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교실 수업은 지역의 특성
과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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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를 위해서 우리나라 역대 교육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문서상으로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지역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제2
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화’가 교육과정의 핵심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
에는 교육과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바람에 지역화는 힘을 얻지 못하였고, 제6차 교
육과정에 이르러서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이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체제적 전환을 이
루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했지
만, 이 것 역시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인식 및 능력 부족으로 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실 현장의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구와 과제가 추출되었다.

첫째, 지역화를 위한 현장 교원들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인식 및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그 동안 교육과정을 개발해 본 경험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교원들을 위한 정기
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셋째,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중심의 수업에서 지역의
특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넷째,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수업을 장려하는 환경 및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
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 교육과정 개발 연수 체제의 정비
∙ 임용시험의 한 요소로 교육과정 개발 자료 심사
∙ 교사양성과정에서의 현장 전문가와의 협동 강의
∙ 교육 철학→교육 심리학→교육 방법 순으로의 변화 유도 체계화
∙ 지방 교육청 소속 교육과학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계 강화
∙ 좋은 수업 탐구 운동 지속적 전개
∙ 학습의 기쁨을 창출하는 개별화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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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지역화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
에 매우 값진 실제이다. 학생들의 생활이 교실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고, 또 교실에서 배
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전남의
도서벽지의
․
학생들과 서울의 학생들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
도 다를 수도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방법을 통해 가
르친다고 한다면 교육적 혜택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 가르치더라도 지역의 요구와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
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현장 교원들이 교육과정 개발과 개별화수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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