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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개념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
어 교육과정 개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오늘날 학문의 분과 현상에 따라 교육과정 논의도 각 교
과교육론, 교수·학습 이론, 교육공학, 교육 평가 및 측정 등등으로 전문화, 세분화됨으로써 정작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본질적인 관점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를 확인하고, 이제까
지 교육과정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관점들을 예비교사들의 수준에 맞게 소개하고 그
각각의 관점이나 이론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그 대안으로서 예비교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보편타당한 교육과정 개념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은 단순한 처방적 지침이나 실제적 방안
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결부된 학문적 논의들의 총체이다. 앞으로 예비교사들도 교
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여서 교실 수업에 그 개념들을 잘 적용하여 자신이 늘 하고 있
는 교육활동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성찰했으면 한다.
주제어: 교육과정 개념, 쿠레레, 잠재적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디댁틱.

Ⅰ. 서 론
‘교육과정’(敎育課程, curriculum) 개념은 사람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많이 사용하
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 용어이다.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구체적인 책자나 문서는 수없이 많지만 정작 교육
과정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물론 대학 수준에서 사범대
* 이 논문은 2015년도 공주교대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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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육대학, 그리고 교직과정 등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지 담당 교수조차도 강좌 실러버스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
는지에 대하여 항상 고민할 정도로 교육과정 개념은 모호하다.
또 한편, 혹자는 교육과정을 ‘교육의 과정’(敎育의 過程)으로, 심지어는 ‘교육과
정’(敎育過程)으로 바꾸어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교육의 과정
(敎育의 過程)과 달리 교육과정(敎育課程)은 학술적 전통이 있는 교육학의 전문 용어임
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이홍우, 1998: 531). 요컨대, 교육과정 개념은 특히 교사가 되려
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중요한 것인데 무언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
이 별로 없는 개념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개념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눈높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 개념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학문의 분과 현상
에 따라 각 교과교육론, 교수·학습 이론, 교육공학, 교육 평가 및 측정 등등으로 교육
과정 논의도 전문화, 세분화됨으로써 정작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다양하고 깊이 있
게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본질적인 관점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 지나치게 전문성만
강조하다가 정작 교사가 수업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의 기본이 그냥 묻히는 경향도
있다.
사범대학의 경우 ‘교육과정과 평가’라는 강좌를 가르치면서 “나는 교육과정 전공
이라서(또는 교육평가 전공자라서) 평가(또는 교육과정)는 생략하겠다.”라든지, 교육대
학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교육과정 전공자는 국가고
시 교육과정 해설과 분석에 집중하고 수업 부분은 교육방법이나 교육공학 전공자들에
게 일임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길게 반박하지 않겠지
만, 교육과정 영역에서 교육방법, 수업, 교육평가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분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교육
과정 개념을 모색해 보고 한다. 가설적으로,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결부
된 교육적 문제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면, 그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로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학자
들이 그래왔듯이, 예를 들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요즘과 같이 미시적으로 공학적
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인류의 공동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중립적 지식을
다루는 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거시적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편,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얻는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내용으로서 학문
을 강조하는 교육과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이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의 개념 모색
구체적인 공식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다른 이는 공식적인
교육과정 이면의 잠재적인 교육과정의 사회적 측면을 보다 많이 고려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본 다음, 이제까지 교육과정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기존의 관점들을 예비교사의 수준에 맞게 소개하고 그 각각의
관점이나 이론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그 대안으로서 예비교사들이 반드시 가져
야 할, 보편타당한 교육과정 개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은 단순한 객관적인
교육내용 덩어리도 아니고, 잘 가르치는 데 요구되는 교육방법도 아니다. 가르치고 배
우는 총체적 과정에는 복잡한 측면이 들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복잡한 측면을 모두
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많이 드러냄으로써 예비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자 한다. 앞으로 본 연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여 예비교사들이 미래의
교실 수업에서 본인들이 이해한 교육과정 개념들을 잘 적용하여 자신이 늘 하고 있는
교육활동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

Ⅱ.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반(基盤)를 고찰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을 그 어원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교육과정의 역사적 기초, 철학적 기초, 사회적 기초, 심리학적
기초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의 원초적 의미
교육과정 개념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사는 교육과정의 어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敎育課程)으로 번역되는 ‘커리큘
럼’(curriculum)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쿠레레’(currere)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
다. 명사로서의 ‘쿠레레’는 원래 경마장에서 ‘말이 뛰는 길’(course of race)을 의
미하였다. 그것은 말이 달려 나가야 하는 정해진 길이란 의미이다. 경마장에서 경주할
때 말이 뛰는 길은 정해져 있으며 그 노선을 일탈하게 되면 당연히 실격이 된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따로 정해져 있으며, 그밖에 다른 내용을
배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과정은 ‘공부해 나가야 할 일련
의 내용항목들’ 또는 ‘교수요목’(course of study)과 동의어가 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어원으로서의 쿠레레를 새롭게 해석하여 교육과정을 재개념화
한 학자가 바로 W. F. Pinar이다. 파이나는 쿠레레의 또 다른 의미로서 ‘달리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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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또는 ‘경험이라는 행위’을 인식론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순수이론으
로서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교육과정이 학교 내와 학교 외에서 진행될 코스나 교과
목이라는 정치적 의미에서 벗어나는 진행과정, 특히 학습자의 주관을 인정하는 역동적
인 진행과정을 부각시켰다(곽병선, 1998: 511).
근대 교육과정은 R. W. Tyler와 그의 추종자들이 잘 보여주었듯이 교육과정을 기계
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개발하는 일에 몰입한 가운데 교육과정이 개인별로 실존적으
로 구현되는 실제에 대해서는 망각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도식적인 사고방식
이 통용될 수 없는 다원화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속에서는 일반 개개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반응하면서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는
점진적인 ‘과정’에 교육과정 논의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교육과정의 역사적 기초
교육과정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최근의 일이지만 인류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도한 것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다. 유사 이래로 선진들은 항상 그들의 후세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발달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 그 중
핵심적인 관심사는 후세대들에게 그들 문화유산 중에 어떤 내용을 선정하여 어떻게 가
르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고대 동양에서는 노자(老子)와 공자(孔子)의 교육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공
자는 인간의 기본 도리로서 ‘인’(仁)을 강조하였으며, 교육의 범주를 개인의 품성 함
양의 차원만이 아닌 사회·제도적 차원의 규범에까지 확장시켰다. 이에 반발하여 노자
는 ‘자연’(自然)과 ‘도’(道)를 강조하면서 공자가 말하는 인위적인 지식과 규범을
초월해야 진정한 지혜가 생겨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고대 서양에서는 Socrates, Platon, Aristoteles를 대표적인 교육사상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후세에 남긴 저서들, 곧 여러 가지 「대화편」, 「국가론」,「윤리학」
에 그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의 편린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플라톤은 교육적
이상으로서 ‘철학자·군주’를 표방하고 철학자·군주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늘 염두에 두었다.
제정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교육자로는 Cicero, Zenon, Augustinuus 등을 꼽을 수 있
다. 이 시대에는 희랍의 교육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웅변을 강조한다든지 하
여 실제 생활에 유용한 것들을 강조하였다. 중세의 교육과정은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교회가 그 동안 국가가 맡았던 교육을 대신하였으며,
교육의 목적은 현세가 아닌 내세에 있었다.

교육과정의 개념 모색
르네상스 시대와 종교개혁 시기에는 Erasmus 등 인문주의자들은 형식주의적인 문장
론에서 탈피하여 순수한 희랍의 고전으로 되돌아갈 것을 부르짖었으며, Luther 등 종
교 개혁가들은 교회의 개혁을 통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17-18세
기에는 교육과정에서 실제 감각과 경험을 강조하는 실학주의가 융성하게 된다.
Copernicus, Galileo, 그리고 Newton 등의 과학적 발견은 교육과정에서 과학의 중요성
을 일깨워주었으며, Comenius는 그의 대표작 「대교수학」에서 ‘일체지’(一切智)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흥미에 교육과정이 맞춰져야 한다는 당시로는 획기적
인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철학의 분야에서 각각 경험론과 합리론을 대변하는 Hobbs,
Descartes는 교육과정에서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차별된, 일정한
근거들에서 결론, 곧 교육목표에 이르는 교육방법을 제안해 주었다.
18세기 전반기의 Rousseau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하여 아동을 교육의 중심에 놓음으
로써 오늘날 현대 교육에서 중시되는 아동중심 교육과정의 시초가 되었다. 19세기 초
반에 Pestalozzi는 실물교육에 입각하여 아동의 ‘직관’(直觀)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
였다. 19세기 초에 오늘날 ‘교육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Herbart는 교육학 이론을
교육목적(교육철학)에서 교육방법(교육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체계화하였을 뿐
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수업이론에 기초가 된 교수 4단계를 정립한 바 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Dewey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민주주의와 교육」에서 아동의
경험과 성장을 강조한 교육이론을 펼치면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운동에 지대한 영향
력을 행사했다. 한편, Thorndike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심리학적 실험을 통하여 교육과
정에 있어서 가시적인 행동의 변화를 중시하는 행동주의 교육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학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저서는
Bobbitt의「교육과정」(1918)를 들 수 있다. 보비트는 과학적 경영원리를 내세우면서
‘성인으로서 해야 할 활동’을 분석하여 세분화된 교육목표를 세운 다음, 그것들을
기르는 데 적절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obbitt 이후에 등장한 가장 체계적인 교육과정 이론서는 Tyler의「교육과정과 수업
의 기본원리」(1949)이다. 이 책은 교육과정 설계자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 4
가지(교육목표의 설정, 학습경험의 선정, 학습경험의 조직, 학습성과의 평가)를 제시함
으로써 오늘날에도 널리 통용되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매뉴얼이 되고 있다. 한편,
Bruner는 이상에서 언급한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반하여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모태가
된 「교육의 과정」(1960)을 출간한 바 있다. 교과의 배경이 되는 각 학문의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것이 더 기억하기 쉽고 경제적이며 전이 효과도 크다는 주장을 폈
다.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오면서 여러 다양한 교육과정 이론이 나왔지만 그 중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Pinar로 대변되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의 등장이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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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의 역사는 일천하지만 그 용어
에 해당하는 관심을 가지고 후세대를 교육한 역사는 매우 유구하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선진들이 후세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키자 교
육내용을 선정해서 가르쳐 온 역사 그 자체가 교육과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또 이러한 교육과정의 역사를 ‘교육과정사’라고 명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힘이 되어 줄 수 있
을 것이다.

3.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초
교육과정을 실제적인 조치나 처방으로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과정의 철
학적 기초를 살펴보는 일이 허무맹랑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가치 판
단의 문제이며 조치나 처방의 이면에는 기본 철학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탈이념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치닫고 있다고 할지라도 후세대를
제대로 잘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적 맥락에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조금은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경향을 띨 수밖에 없게 된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무엇인가, 교육의 맥락에서 전수
할 만한, 시대를 초월하여 바람직한 지식 또는 교육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동
또는 학생을 가르치고 대면할 때 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태도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교육내용 또는 교육받은 인간을 평가할 때 가장
적합한 도구는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의 배경에는 이미 철학적 심각한 문제들이 전제되
어 있으며, 또한 그러한 질문이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철학의 도움이 절대적
으로 요청된다.
Platon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길러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철학자·군
주’를 제안하였고, 공자는 안으로는 ‘仁’을 갖추고 밖에 나가서는 ‘禮’를 실행할
수 있는 군자의 모습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겼을 것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목적을 여가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여가인'(man of leisure)을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
로 추천한 바 있다. 이는 스콜라주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전통으로 이어졌다. 아마도
Kierkegaard는 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종교적인 자아를 꼽았을 것이며, 우리나라 실
학자들은 유교 경전에만 능통한 사람이 아닌 다방면에 관심을 겸비한 선비를 교육적
이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인을 숭상하는 전통은 Froebel의「인간의 교육」
(1826)에도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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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지식의 전수나 교육내용의 통달에 문제에 있어서
도 수많은 철학적 논의들이 개입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지식을 이리저리 조합하는 수
준의 ‘안배포치’(按排布置)와 대별시켜 완전한 앎의 경지로서 ‘자득’(自得)을 중시
하였다. 또 완전한 앎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은 서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지식
이 어떻게 학습자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Kant의 인식론에 나
오는 ‘카테고리’(kategori) 개념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계승한 헤르
바르트와 피아제 또한 칸트의 설명을 여러 측면에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지식은 인식주체가 해당 지식을 완전히 내면화한 상태로서 주
관적 진리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전통은 현대로 오면서 지식 추구에 있어서 당사자적
(當事者的) 참여를 강조한 폴라니의 인식론, ‘자득지’(personal knowledge)에도 잘 반
영되어 있다.
동양의 성리학은 결국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대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도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을 제시해
야 한다는 점에서 동양의 성리학은 잘 연구된다면 앞으로 교육과정 이론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Peters의「윤리학과 교육」(2003)도 교육과정에 있어서 윤리의 문제를 분
석적으로 잘 다루어주고 있지만, 성리학만큼 목적론, 심성론, 그리고 함양론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존재의 윤리를 논하고 있지는 않다.
이상에서 간략하게나마 예를 들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핵심 질문에 대답하는 데 있
어서 철학은 필수불가결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교육과정에서 철학적 기초를 본격적으
로 다루는 세부 학문 영역을 ‘교육과정철학’이라고 줄여서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
다.

4. 교육과정의 사회적 기초
Durkheim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를 떠나 생각할 수없는 사회적 존재이며, 따라서 교
육은 그 어떤 양상을 띠든지 간에 일련의 사회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
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가치, 행동 방식, 관례 등을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학습하며, 한편 사회는 교육을 통하여 후진들을 그 사회의 여러 문화와 생활양식에 입
문시킴으로써 그 사회의 대가 끊이지 않고 존속되기를 도모한다. 이 점에서 개인과 사
회는 교육을 매개로 하여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과 결부시켜 볼 때, 사회와 그 사회의 문화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한편
으로 사회 ․ 문화는 한 사회가 이제까지 사멸하지 않고 지탱해 오는 데 큰 구실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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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회든지 국방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공유된
문화의 힘에 의존하여 정체성을 유지한다. 문화유산이 한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면, 한 사회와 그 문화는 당연히 교육과정의 내용이 되어야 하며, 그 사회에
속한 학생들은 그러한 교육과정을 배움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점
차 확립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 사회의 문화 내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를 거듭한
다. 따라서 교육과정 또한 그러한 변화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은
사회의 문화를 전수 받음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를 고려해 볼 때 교육과정에는 한편으로 사회 ․ 문
화를 전수 받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바꾸어나가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교육과정의 사회적 기초로서 또 다른 과제는 교육과정에 개입되는 정치적 이데올로
기의 문제이다. 일상에서 교육과정을 전개한다든지 수업을 운영하다가 보면, 사실상 교
육과정이나 수업 내용에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사회계층의 은밀한 코드가 개입되어 있
음을 의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국가나 사회에서든지
정말 순수하게 가치중립적인 교육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문
제가 비교적 두드러지지 않지만 사회적 계층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국가일수록 교육과
정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Freire, Giroux 등의 학자들은 불평등한 남미 사회의 교육 모순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자유민을 양성하는 해방 교육을 이상으로 내세운다. 이밖에도 교육과정을 이와
같은 갈등론적인 입장 또는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학자들로, 영국의 Young,
Bernstein, 미국의 Apple 등이 있다. 이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은밀하게 사회계층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크게 일조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우리
는 교육과정에 숨겨져 있는 음모나 계층 코드를 백일하에 드러냄으로써 투명하고 평등
한 교육을 추구해 온 교육과정의 세부 학문영역을 전통적으로 ‘교육과정사회학’이라
고 불러왔다.

5. 교육과정의 심리적 기초
교육과정의 개념을 생각할 때 빠뜨려서 안 될 요소 중의 하나는 ‘학생’이라는 변
인이다. 교육과정이 펼쳐질 수업상황에서 학생의 위치는 수업대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물론 당연한 말이겠지만, 분명히 말하여 수업은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김
승호, 2007: 201). 또 한편, 교육과정의 최종결과는 학생이라는 도화지에 나타나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념 모색
는 점에서 학생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창의적이고 잘 짜인 교육과정이라고 하더라
도 학생에 의하여 수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교육내용을 전수할 때 받아들일 사람으로서
의 학생과 그의 마음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한 가지 방향의 교육과정도 학생에 의하
여 다양하게 굴절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학생의 성격과 성장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담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개성, 흥미, 자질, 능력 등을 제대로 파악
하여 그것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을 전개할 때 학생의 흥미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학생의 흥미
는 교육과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의 흥미는 교육과정의 출발점이
고, 교육과정을 펼칠 때 그 추진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실현되었을 때 최종
종착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Rousseau에 의하여 크게 반향을 일으킨 '아동
중심 교육' 또한 이전의 사고방식과 달리 아동은 어른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점
을 강조하고, 교육과정의 중심에 아동의 흥미를 위치시킨 점, 그리고 Dewey가 그의 책
「민주주의와 교육」(1916)에서 교과 우선이 아니라 학생의 흥미를 교육과정의 핵심으
로 취급한 점도 이 점을 잘 뒷받침한다.
아동은 동물의 왕국에서 다른 동물에 비하면 정말로 취약한 상태로 태어난다. 인류
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미숙하게 태어난다는 것을 ‘조산성’(早産性)
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존재가 궁극적으로 다른 동물보다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은 간
단히 말하여 교육의 힘이다. 어른은 아동을, 그가 미숙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맡아 기르며, 어른이 어른인 것은 아동이 자립할 수 없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어려운
일을 기꺼이 떠맡았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무엇보다도 아동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가르치는 데 쓰인 교육과정일 것
이다.
교육과정에서 취급되어야 할 전형적인 심리학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것인가’, ‘학생들이 이 교과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학생들이 가져
야 할 최종 경험으로서의 흥미는 무엇인가’ 등등. 예비교사들은 교육학 과목, 또는 교
직과목으로서 교육심리학을 배운다. 교육내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심리학은 교육과정심리학 또는 교육과정의 심리학‘이 되어야 한다.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숭고한 전문적 지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심리학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이상의 질문에 나타난 것처럼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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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과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을 어느 한 측면에서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사물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듯이, 교육과정도 보는 관
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부터, 매우 추상적인, 교사들
이 따라가는 교육적 이상으로서의 ‘별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검토해 보고, 그 장·단점을 분
석해 보는 가운데, 교육과정 개념의 범주를 좁혀 나가는 동시에, 교육과정 개념 및 영
역의 정체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영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은 공적인 문서 속에 담긴 교육 계획을 의미한다. 학생들에게 가르
칠 내용들을 계획해 놓은 일종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수준의 교육과
정,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학자료, 일선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등이 공식적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이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교육과정이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에서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지만, 학교 안에서 또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은연중에
관행으로 배우게 되는 지식, 가치, 태도, 행동양식 등을 가리킨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다. 학교에서 강조하는 상·벌 체계, 문화와 관행, 인격적 대우 등은 잠재적 교육
과정을 형성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한편으로 법과 질서를 지켜야 좋
은 사람이 된다는 것도 배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는 갑이 을에게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도 부수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소홀히 하거나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지식, 사고방식,
가치, 태도, 행동양식 등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써 학생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은 선택과 배제의 연속적 산물이라고 본다면 영 교육과정은 그 뒤안
길에 남은 것으로서 공시적 교육과정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산물이다. 달리 말하면,
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을 배우는 동안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는 다른 한편의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 동북아시아 역사 논쟁, 그리고 역사 국정
교과서 채택 문제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교과서
라도 모든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인위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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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된 내용만을 수록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한 역사 내용 선택의 과정에서 제외된
역사가 영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형성된 것이라면 영 교육과정은 배제된다
는 것을 알면서도 배제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예비교사들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학생
들의 입장에서 비단 공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도 고려해야 하며,
더불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공시적 교육과정의 이면에서 소외된 교육과정이 있다는 점
도 늘 의식하면서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며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교과중심 교육과정과 경험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학문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고려하다가 보면 반드시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의하여 교육내용을 구
성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 기준이나 원칙이, 다시 말하여 조직의
중심이 전통적인 교과인가, 또는 학생들의 경험인가, 아니면 학문인가에 따라 교육과정
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발전 역사에 맞추어 교과중심 교육과
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는 3가지 관점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
때, 교과는 후세대가 계승해야 할 인류 문화유산을 학생들이 배우기 용이하게 체계적
으로 조직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과는 학교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으
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의 체계
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교과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은 주로 설명과 설득, 강의 등의 교육방법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처럼 교육과정을 간단히 주어진 교육내용 또는 교과라
고 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
기도 하다. 교과서를 교육과정이라고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교육과정
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오히려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을 교육과정의
중심이 놓는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와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경험의 총체를 의미한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요구에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필요한 것과 거리가 먼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운동에서는 학생의 필요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경험중
심의 교육내용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폈다.
여기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J. Dewey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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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입각하여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아동이 학교 안에서의 활동에 능동적으
로 참여함으로써 자기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구성은 학생의 필요와 흥미가 바탕이 되며, 교재
는 실생활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된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대비시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중심이 학문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문중심 교육과
정에서 교과는 각 학문의 고유한 지식의 구조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불을 지핀 인물은 J. S. Bruner이다. 그의 저명한 책「교육의 과정」(1960)에서 브루너
는 학교에서는 교과가 속한 학문의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
루너에 의하면, 지식의 구조는 각 학문의 가장 핵심적인 지식 내지는 원리들로서 가장
전이가가 매우 높다. 이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자들의 학문 탐구의 결과로서의
‘중간언어’를 앵무새처럼 달달 외워서는 안 되며, 학자들이 그랬듯이 학생 스스로가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발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홍우 교수(1998)는 교과중심 교육과정과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
는 이론들로서 전혀 타협될 것 같지 않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조화될 가능성도 아
주 없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에서 시작하여 잘 가르쳐서
결국 학생의 경험에 도달하게 만들라는 요청이라면, 경험중심 교육과정 또한 처음은
학생의 흥미나 경험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인류의 사고양식인
학문의 지식의 구조에 이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보면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경험중심 교육과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일각에서는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후에 ‘인
간중심 교육과정’을 논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여기서 반드시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A. Maslow, C. Rogers을 비롯하여 일부 심리학자들의 논의를 끌어 들여 윤팔중
교수(1980)가 그의 박사논문에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주창한 바 있으나, 미국이나 우
리나라를 막론하고 미미한 주장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과 같은 데서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기 위하여 가끔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대단한 것인 양 부각시키는 오
류를 범한 바 있다.

3. 보수적 교육과정과 진보적 교육과정, 그리고 급진적 교육과정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보수적 교육과정, 진보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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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그리고 급진적 교육과정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보수적 교육과정은
교육을 통해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문화를 후세대에 전달하여 줌으로써 사회를 안
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한다(김재춘, 2012: 1장). 이 관점에 의하면
현재의 사회와 전통은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과
를 잘 전수하여 현 사회 제도와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능적으로 기여하기
만 하면 된다.
보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에서 지식의 기능적 효율적 전달에 보다 주안점을 두
게 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일방적인 전달 방식을 교육방법으로 선호하며, 학생들의 비
판적인 사고나 질문은 별로 권장되지 않는다. 앞에서 예로 든 바 있는 교과중심 교육
과정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시각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진보적 교육과정에서는 보수적 교육과정과 달리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생의 경험과
성장을 강조한다.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유명한 슬로건에도 있듯이 교육은 교과가
아니라 아동, 즉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다
양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관심, 흥미, 이전의 경험,
개인의 성장과정, 인지 양식, 학습 스타일 등에 적합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고
자 한다. 흔히 아동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활동이나 학습자 중심 교육은 이러한 진
보주적 교육과정의 관점을 요청한다(김재춘, 2012: 42).
진보적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기존의 지식 체계를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보
수적 교육과정의 교사와는 달리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또는 소통에 심혈을 기울인다.
수업 시간에는 문제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탐구 활동이나 협동 모둠이 강조되기도
한다. 여기서 수업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
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의 수준과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급진적 교육과정에서는 보수적 교육과정이나 진보적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의 정치
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급진적 교육과정에서는 사회를 보는 관점이 보수적 교육과정이
나 진보적 교육과정과는 상반된 입장에 서 있다. 보수적 교육과정에서는 사회화를 통
한 사회 구조의 재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현상의 유지를 추구하고, 진
보주의 교육과정은 아동의 관심과 흥미에 기초한 개인 아동의 경험의 성장만을 논하는
가운데 거시적으로 사회 문제들을 등한시 한 반면에, 급진적 교육과정에서는 아동의
교육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력 관계 등의 분석을 보다 중요
시 한다(김재춘, 2013: 42-43).
영국의 교육사회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학교교육은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조차도 언 듯 보면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지배집단의 가치와 문화를 암암리에 반영하고 있기 마련이다. 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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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 입장에 서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속에 가정되어 있
는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어 이를 비판아고 개혁해 나가려는 입장을 취한다. 사회를 기
능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갈등론적으로 직시한다. 이 입장에 의하면, 교육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를
해체하여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인간적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
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I. Illich의 ‘탈학교 사회’ 주장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남미의 불평등 국가 사회에서 많이 불거진 것처럼 급진적 교육과정은 교
육을 재건 또는 개혁활동으로 본다(김재춘, 2013: 43). 여기서 개혁활동은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보다 평등한 사회 구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급
진적 교육과정은, 사회 구조의 재생산을 위한 지식의 오롯한 전수를 강조하는 보수적
교육과정과, 사회 구조의 재생산을 전제로 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만을 미시적
으로 강조하는 낭만적인 진보적 교육과정과 차별성을 가진다.

4. 의도된 교육과정과 전개된 교육과정, 그리고 실현된 교육과정
김호권(1977)은 교육과정 개념을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 구분은 교육과정이 점차
구현되는 단계에 초점을 둔 생각이다.
먼저, 첫째, 의도된 교육과정은 공약된 목표로서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교육부 고
시로서의 교육과정이 이 수준에 속한다.
둘째, 전개된 교육과정은 수업 시간에 반영된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의도된 교육과정
은 어차피 교사에 의하여 재해석되고 교사의 손에 의하여 그의 수업 행위 속에서 전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전개된 교육과정은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과정에 가깝
다.
셋째, 마지막으로 실현된 교육과정은 수업을 통하여 실지로 학생들에게 구현된 교육
과정을 말한다. 실현된 교육과정은 일종의 학습 성과로서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학생
들의 학습능력이나 경험배경이나 교육적 필요에 커다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전개된 동일한 수업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천차
만별의 셋째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대해야 한다. 앞에서 다룬 바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
의 입장도 바로 이러한 실현된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다른 각도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
이다(김호권, 1977: 110-112).
이러한 교육과정의 의미 층을 보다 세분화한 예도 있다.
첫째,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다. 대학교수나 교사가 이런 저런 자리에서 ‘우리 교
육과정은 이러저러하다.’는 주장을 펼 때의 그 교육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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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육과정’(recommended curriculum)이라고도 부른다. 둘째는 ‘공식적인 교육과
정’(official curriculum)으로 국가나 시도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교육과정이다. ‘문서
화된 교육과정’(written curriculu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셋째, ‘지각된 교육과
정’(perceived curriculum)이다. 교사, 학부모, 일반시민 등이 동의하는 교육과정이다.
‘지원받는 교육과정’(supported curriculum)으로도 불린다. 넷째, ‘작동하는 교육과
정’(operational curriculum)으로 교사가 실제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이다. ‘가르
친 교육과정’(taught curriculum)으로도 불린다. 마지막 다섯째, ‘경험한 교육과
정’(experiential curriculum)으로 학생이 실제 배운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이는 교사가
만든 평가문항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측정되는 교육과정’(tested curriculum)으로 불
리기도 한다(박승배, 2015: 12).

Ⅳ. 결 론: 대안적 교육과정 개념의 모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육과정을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또는 학교에서 만드는 수
업과 관련된 업무 분장, 또는 학교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의 묶음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
가 많다. 교육과정은 어떤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교과서나 교육계획서에 한정될 수
없다. 그것은 고정된 것으로서 실현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먼 교육과정이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은 아직 전개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에서
실현되기 이전의 문서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초기 단계의 교육과정의 의미로서 단
순한 계획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획된 교육과정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학자는 R. W. Tyler이다.
타일러는 교육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돌리기 위한
절차를 계획하는 일로 보았다.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경
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하여 피드백 시키는 연속 구조를 연상하였다. 이것은 듀
이가 말한 ‘수단과 목적의 연결’의 전형적인 사고인 셈이다. 그러나 타일러 논의에
는 애석하게도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수업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생략되
어 있다.
타일러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의 관심, 흥미, 반응 등과 같은 구체적인 변인들, 그리고
그것들과 계획된 교육과정의 조화 및 상충 등이 생략되어 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
형은 교사에 의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재해석 여부도 고려되어 있지 않은 미완성의
교육과정이다. 계획된 교육과정만이 교육과정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
하에 얻게 되는 소중한 경험들이 교육과정의 의미에 적합하다. 계획된 교육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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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얻게 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또 한편, 교육과정을 계획된 것만으로 생각할 때, 앞서 ‘실현된 교육과정’ 논의에
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학습 성과에 대한 배려가 없
다. 실현된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학습 성과이
다. 학습 성과는 교육의 종착점이다. 아무리 계획된 교육과정이 좋아도, 또 아무리 학
생들이 경험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해도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그것을 교육과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원만한 의미를 가진 교육과정 개념을 얻으려면 이상에서 고려해 본 바와 같
이 계획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그리고 실현된 교육과정 3가지 의미 층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어떤 교육과정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
을지라도, 교육과정을 새로 배우는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교육과정 개념을 투명한 색
지들을 겹쳐 놓은 것처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과정을 고정적인 문서가 아닌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파이
나의 교육과정 재개념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
어가는 것이며,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실존적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
다. 교육과정은 여러 변인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은, 교육과정이 의도하든 의
도하지 않든지 간에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수업을 보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교육과정 개념을 오로지 ‘교육내용’에 관한 논의에만 한정시켜야 한
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교육과정 개념을 비단 교육내용에만 한정시키지 않
고 ‘가르치고 배우는 총체적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교육과정의 여러 기초들과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전자의 주장은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홍우 교수(1998)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를 던져 준다. 전자를 ‘구심적 관심’, 그리고 후자를
‘원심적 관심’으로 부를 수 있다면, 교육과정 연구는 이 두 가지 관심 사이의 미묘
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이홍우, 1998: 531). 오늘날 비단
교육과정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학 전체가 이러한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관심을 가지되 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라는 초점
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교사들에게 주어진다. 아마도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에 따라 학교나 수업에서 자신의 위
치와 역할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이상에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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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념을 잘 살핀 뒤에 교육과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자기만의
보편적인 교육과정 개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단순한 교육방법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학문적
논의의 총체이다. 서구의 교수법을 대변하는 유럽의 교수학 전통인 디댁틱(didaktik)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개별 전공 교과와 상관없이 ‘인격도야’라는 일반적인 교육목적
을 가진다. 따라서 학문으로서의 교육과정은 각과의 전공별 지식 전수나 교수법 수준
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내용이나 수업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김승
호, 2014: 18).
예비교사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결부된 다양한 논의들을 미시적으로, 또 거시
적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관점이나 측면이 아닌,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적 상상력을 가지고 정체적인 것이 아닌 역동적인 교육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예비교사들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이고 성숙시
켜서 교실 수업에 그 개념들을 잘 적용하여 자신이 늘 하고 있는 교육활동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성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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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개념 모색
ABSTRACT

Exploring the Concept of Curriculum
Kim, Seung Ho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concept of curriculum is not only very diverse, but also very vagu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 of curriculum, for preliminary teacher. To that end,
three try was conducted in this study. First, this study looked at, historical, philosoph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basis for curriculum. Second,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different concepts of curriculum. Third,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is study redefined
the concept of curriculum. In conclusion, curriculum is not simply practical guideline or
method. It is reconceptualised as the wholeness of academic discussions, involved in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I hope that the concept of curriculum is reflected on teacher's
instruction.
Key words： the concept of curriculum, latent curriculum, structure of knowledge, didactic

